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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공유경제의 성장이 관광산업과 주요 관광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도록 한다. P2P방식(peer-to-peer)과 공유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 및 발달은 

교통, 숙박, 여행 및 식사 경험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

가고 있다. 이러한 발전 양상은 정부에게 관광객들이 자국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자

국민이 어떻게 공유경제에 참여함으로써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재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기존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세제, 규제와 관련된 보다 폭넓은 정책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관광분야 정책 입안자들이 

공유경제와 관련한 핵심 사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장은 이러한 측면에서 출발점을 제시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나아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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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라는 큰 틀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기술 및 사업 방식들은 사람들에게 어디에 묵을

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이동할지 등에 대한 새롭고 추가적인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및 발전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관광 경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자들에게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소비자 보호, 세제 및 규제와 

같은 관련 분야에서 보다 광범위한 정책 질문을 제기한다.  

공유경제(협력적 소비 혹은 참여형 경제라고도 함)에 대한 엄격한 정의는 따로 없으나, 일반

적으로 P2P 방식 혹은 공유사용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시장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단기 방문객에게 집의 일부 혹은 전체를 빌려주거나 개인 차량을 이용한 사설 운송 서비스를 제

공하는 등 기존 관광 활동에 대안을 제공하는 P2P 관광 서비스와 소비자에게 소유권 대신 회원권

이나 일시적인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공유 자원의 활용이 포함된다. 다만, 트립어드바이저

(Tripadvisor)와 같은 정보형 서비스 및 온라인 여행사처럼 기존 관광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

개 예약 서비스는 공유경제와 상호보완적이긴 하나, 핵심적인 역할이 다르므로 공유경제의 일부

로 간주하지 않는다. 

비공식적이고, 비상근적이며, 독립적으로 대안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오랜 기

간 동안 세계 관광분야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공유경제는 기술 혁

신으로 인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 동안 대부분의 국가들이 엄격하게 규제해온 기존 

관광 서비스 제공자들의 주요 경쟁상대가 될 만큼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다. 공유경제가 식사보

다는 숙박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공유경제의 가파른 성장세

와 진화는 자국민을 위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창출해낼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

분야를 촉진하려는 정부에게도 다양한 정책 질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혁신의 혜택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기반을 두어 

공유경제가 제기하는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공유경제가 어떻게 관광산

업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심도 있게 이해해야만 한다. 제3장에서는 OECD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에서 공유경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관련 정책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한 뒤, 정책 입안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광 공유경제의 성장  

공유경제의 가치는 2013년 기준 약 26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후 계속해서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Economist, 2013). 이러한 엄청난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2025년에는 전 세계

적으로 3,350억 달러 규모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PwC, 2014). 특히, P2P방식 서비스가 전례 없

는 규모로 전문 관광 서비스의 대안으로 등장하며, 공유경제가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

고 있다(표 3.1). 그 결과, 호텔이나 렌터카처럼 일부 전통적인 여행 관광 서비스의 경우에는 새롭

게 등장한 사업 방식들이 업계 전반에 혼란과 변화를 가져오고, 심지어 완전히 대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Forbes,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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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숫자로 살펴보는 관광분야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 방식 사용자 수 연 매출 가치 서비스 제공지역 

숙박 

Airbnb -단기 숙소 대여 플랫

폼 

-대여해주는 사람과 

여행객이 지불하는 서

비스 이용요금에 포함

된 수수료로 주 수익 

창출  

-설립연도: 2008 

집주인(hosts)에 의해 

제공되는 숙소 약 200

만개.  

서비스 개시 이래 6천

만 명 이상 이용.  

2015년 Airbnb 하루 

최고 이용객 수 약 

100만 명.  

2013년 총 매출 2

억 5천만 달러. 

2015년 9억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예상.  

255억 달러 

(2015년 6월 

기준) 

전 세계 190개 국가 

34,000개 도시 이상  

HomeAway -휴가용 숙소 임대 플

랫폼 

-주요 수익 창출원은 

집 소유주의 가입비  

Bookabach 와 VRBO 

소유  

-설립연도: 2005 

유료 등록 숙소 100만 

개 이상 보유.  

2014년 총 매출은 

2013년 총 매출 3

억 4650만 달러에

서 28.9% 증가한 

4억 4680만 달러. 

종업원 약 2천명.   

30억 달러 

(2015년 2월 

기준)  

전 세계 190개 국가 

Couchsurfing -환대, 교류, 소셜 네

트워킹 플랫폼 

-비영리기구로 설립되

었다가 영리기구로 재

편됨. 

-설립연도: 2004 

회원 수 약 1천만 명 보고된 데이터 없

음. 등록 및 참가

는 무료이며, 추가 

선택 사양으로만 

수익 창출.  

 전 세계 20만 개 도

시 

교통 

Uber -P2P 형태의 UberX, 

Uber POP 서비스를 포

함하는 차량 공유 및 

기술기반 플랫폼 

-등록 기사가 수수료 

지불  

-설립연도: 2009 

월 4회 이상 운송서비

스를 제공하는 등록 

기사 100만 명 이상.  

일일 탑승건수 300만 

건 이상.  

2014년 총 매출 

15억-20억 달러로 

추정. 2015년 10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625억 달러 

(2016년 1월 

기준) 

전 세계 68개 국가 

400여 개 도시 

Lyft -차량 공유 플랫폼 

-기사가 받는 요금에

서 20%는 수수료로 

지불 

-설립연도: 2012 

등록된 사용자 약 10

만 명.  

매월 평균 탑승건수 

250만 건.   

2015년 총 매출 

12억 달러로 추정. 

2016년 27억 달러

로 증가 전망.   

약 25억 달

러 (2015년 

3월 기준)  

미국 29개 주 60개 

도시 

BlaBlaCar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차량 공유 업체 

-상한가격이 정해져 

있어 기사가 이윤을 

취하는 구조가 아님. 

탑승객은 차량 운영비

용만 지불 

-설립연도: 2006 

등록된 사용자 약 2천

만 명 이상. 

매월 약 300만 건의 

운송 서비스 제공.  

전년대비 성장률 

200%.   

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연 매출 7

천 2백만 달러로 

추정(비용 및 평균 

탑승건수 기준) 

세계시장 진

출을 위한 1

억 달러 재

원 마련. 유

사 기업과 

비교할 경우 

가치는 약 

12억 달러로 

추정(2015년 

9월 기준) 

프랑스에서 설립되

어 19개 국가에서 

서비스 제공 중: 베

네룩스, 크로아티아, 

프랑스, 독일, 헝가

리,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포

르투갈, 세르비아, 

스페인, 루마니아, 

러시아, 터키, 우크

라이나,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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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 방식 사용자 수 연 매출 가치 서비스 제공지역 

식사 

VizEat -집주인과 손님을 이

어주는 집밥 공유 플

랫폼 

-집주인이 받는 식사 

비용 중 15%를 수수

료로 지불  

-설립연도: 2013 

등록된 사용자 2만 명 

이상 

  전 세계 50개 국가 

EatWith -집주인 셰프가 준비

하는 저녁식사 파티를 

연계해주는 집밥 공유 

플랫폼 

-수수료 15%  

-설립연도: 2012  

2014년 기준 집주인

(hosts) 500명  

 데이터 취득 

불가.  

최근 8백만 

달러 투자 

유치  

전 세계 30개 국가 

160개 도시 

BonAppetour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웹 플랫폼 

-사용자들이 현지인의 

집에서 식사 및 요리 

교실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해줌 

-설립연도: 2013 

온라인 등록 집주인

(hosts) 500명 이상  

  전 세계 80개 도시

(이탈리아와 프랑스

에서 가장 활발함)  

여행 경험 

Vayable -개별 여행 및 관광 

경험을 위한 온라인 

마켓 

-설립연도: 2011 

등록 사용자 수 비공

개 

2013년 6월 예약 

매출 약 35만 달

러에서 7월에는 

140만 달러로 급

증.  

210만 달러 

투자유치 

전 세계  

ToursByLocals -개별 여행을 희망하

는 여행자와 현지인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

랫폼  

-설립연도: 2008 

온라인 등록 가이드 

1645명, 여행자 35만

명  

  전 세계 134개 국가 

출처: OECD, 각 플랫폼 홈페이지(www.Airbnb.com, www.HomeAway.com, www.Couchsurfing.com, www.Uber.com, www.Lyft.com, 

www.Blablacar.com, www.VizEat.com, www.EatWith.com, www.BonAppetour.com, www.Vayable.com, www.ToursByLocals.com) 및 관

련 언론 매체(Business Insider, CNBC, CNN, Financial Times, Forbes, Fortune, Guardian, Reuters, Telegraph, Wall Street Journal, the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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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가 각광 받게 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된 원인은 기술의 발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서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이전과는 다르게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

으며, 그 결과 새로운 소비 및 생산 형태가 등장하였다. P2P 기반 활동이 관광분야에 있어서 완전

히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디지털 유통 플랫폼은 많은 사람들에게 P2P 활동을 

눈에 띄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주었다. 비록 아직까지 여행 중 데이터 로

밍이 대다수의 국가에서 비싼 요금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모바일 광대

역 보급률이 78.2%에 달하며 위치기반 서비스와 안전결제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폰도 합리적인 가

격으로 보급되어 보편화 되었다(OECD, 2015a). 또한 데이터 저장 또는 매치매이킹 분석과 같은 기

술 발전 덕분에 혁신적인 공유 애플리케이션들은 시장 진출이 용이해졌으며, 공유경제의 성장 속

도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Rauch and Schleicher, 2015). 

현재의 문화적인 변화는 사람들이 자원을 공유한다는 개념뿐 아니라, 공유 앱을 통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새롭고 유연한 업무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편견이 없어지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분야의 소비자들은 이미 디지털 경험에 익숙해져 있으며, 과거의 경험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증가하였다. 이제 소비자들은 동일한 상품 혹은 서비스를 

경험하는데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선택지를 손안에 쥐고 있으며, 관광객 개개인의 취

향, 수요, 가격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욱 다양하거나 특화된 경험을 제공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공유경제는 기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전통적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이나 이용 

방식을 변화시킨다. 이때 새롭고 혁신적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경쟁이 심화 될 수 밖에 

없는데, 기존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대개는 가격을 낮추거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며, 이 

두 가지 모두 소비자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다. 뉴욕과 시카고의 택시 불만 사항 접수에 관한 연구 

결과 역시 이 평범한 지혜를 입증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승객과 기사를 연결해주는 우

버(Uber, www.uber.com)를 필두로 한 기타 운송 네트워크 회사들의 등장한 이후, 기존 사업자들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승객들의 불만 접수 비율이 낮아졌다. (Technology 

Policy Institute, 2015). 

공유경제가 어떻게 시장을 변화시키고 빠르게 개방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극명한 사례

는 차량공유 및 승차공유(ride-sharing) 기업들의 등장에 따른 택시 면허의 가치 변화이다. 통상적

으로 택시는 총량제 규제 대상이 되어 왔지만,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택시 면허 소지자들은 자신

들의 투자 가치가 현상유지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택시 면허 양도양수를 

위한 2차 시장이 형성되었다. 특히 뉴욕에서는 차량공유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상대로 등장함에 

따라 택시 영업 면허증의 가치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25% 가까이 떨어졌으며, 다른 도시에

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New York Times, 2015a).  

관광 경험과 공유경제  

관광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협력적 소비라는 사업 방식 확산에 주요한 시장이다.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더 실험적이며 새롭고, 독특한 관광경험을 하길 

원하고 있으며, 공유경제는 이를 충족시키기 충분하다. 이처럼 진정성 있고 매력적인 경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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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증가하고 기술 플랫폼이 촉진됨에 따라, 기존 관광 시장이 세분화되고 새로운 틈새시장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공유경제의 영향력과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플랫폼의 보급 수준은 국가 및 

하위 분야별로 다르다. 이미 수년간 공유경제 플랫폼이 운영 되어온 북미와 서유럽 시장이 더욱 

발달한 상황이기는 하나, 특히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전세계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엄청난 속도로 공유경제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확산되면서 이러한 발전에 가장 앞

장서 왔다. 다른 국가들에서의 관광 공유경제 규모는 이보다 작지만, 공유경제가 지니는 큰 성장 

잠재력과 관광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필요성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참고 3.1).  

참고 3.1. 공유경제로 달라진 관광 숙박업 현황 

빠르게 변화하는 비교적 새로운 현상인 공유경제의 규모와 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는 자료는 

제한적이다. 사용 가능한 자료들은 주요 공유경제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와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추정치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유럽 환대산업을 대표하는 협회 호트렉[HOTREC(2014)]은 주요 플

랫폼에 등록된 숙소를 바탕으로 유럽 내 숙박 공유경제는 기존 관광 숙박업 규모의 두 배 이상이

라고 추정한다. 기존 숙박업체 객실과 비교하여 공유경제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의 급격한 증가 

및 빠른 성장은 최근의 중요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공유숙박 시장에 나와있는 수량의 대부분은 

연중 특정 기간 동안만 이용이 가능하거나, 복수의 플랫폼에 등록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실

제 1박 이상 숙박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보급률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 현재 공유

경제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교환은 기존의 관광 통계 수집, 분석 시스템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최

근 콜롬비아에서는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을 활용해 공유경제가 관광에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

립하기 위해서는 관광분야 공유서비스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충분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광 공유경제를 주제로 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연구결

과들이 실증적 자료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  

 프랑스 경제산업디지털부(2015)는 자국 내 민간 숙박시설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를 통해 

전체 880만 개의 침대 중 380만을 공유숙박으로 추정했다. 휴가용 숙소 대여(holiday 

rental)
1의 숙박일수는 총 1억 8300만 건, 조식을 제공하는 민박(bed-and-breakfast) 약 800

만, 주거지 교환(home exchange)
2은 약 250만, 카우치 서핑(couch surfing)

3은 약 200만으로 

조사되었다.   

 그리스 호텔상공회의소[Hellenic Chamber of Hotels(2015)]의 연구에 따르면, 홈어웨이

(HomeAway)에 등록된 그리스 관광지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은 6,500개 이상이며, 2014년 

10월 기준으로 이 중 53%는 크레테와 키클라데스 및 도데카네스 제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401,332개의 객실 내 773,445개의 침대를 보유한 9,677개 호텔들 중 

46%가 해당 관광지에 위치한다는 점과 비교할 수 있다. 

                                           
1 풀 옵션 아파트, 집 또는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콘도, 리조트, 별장 등을 관광객에게 임대하는 공유숙박 형태 

2 일정 기간 동안 상호합의 하에 서로의 주거공간을 교환하여 생활하는 공유숙박 형태 
3 현지인의 집 소파 또는 사용되지 않는 여유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유숙박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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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스페인 관광위원회 엑셀투르[Exceltur(2015)]의 연구는 최근 

몇 년간 P2P방식을 통한 대여량과 집중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0

년부터 2014년 사이 P2P방식을 통해 대여한 집에서 머문 국제 관광객 수는 59.7% 증가

했으며, 특히 바르셀로나와 말라가와 같은 핵심 관광지구에서 휴가용 숙소 대여에 사용

된 방은 270만 개로 240만의 일반 숙박업소를 넘어섰다. 이러한 공급량의 3분의 2(65%)

는 에어비앤비(Airbnb), 홈어웨이(HomeAway)와 니움바(Niumba)라는 3개의 주요 플랫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엑셀투르(Exceltur)는 전체 경제 및 고용에 대한 공유숙박의 기여

도는 기존 관광산업 부문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한다. 경제적 이익의 경우 

84.8% 감소하며, 일반 숙박업이 객실 100개 당 53.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반면, 공유숙

박은 9.8개를 창출하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밀라노 보코니 대학과 Assolombarda-Confindustria의 연구(2015)에 따르면, 밀라노 엑스포 

2015를 앞두고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에 등록된 공유숙박 건수는 약 8,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라노에는 통상 455개의 호텔과 398개의 호텔 외 등록 허가된 

숙박시설이 있다. 에어비앤비(Airbnb)에 등록된 숙소(샘플 규모 505, 전체의 60%)를 분석

한 결과, 대다수(84%)는 집 전체를 개인적으로 대여해주는 경우였으며, 집주인의 40%는 

에어비앤비(Airbnb)에 하나 이상의 집을 등록했으며, 20%는 다른 관광목적지에도 대여 가

능한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Exceltur(2015), 프랑스 경제산업디지털부(2015), Hellenic Chamber of Hotels(2014), HOTREC(2014), Bocconi 대학(2015).  

관광분야 내 공유경제 관련기업의 급속한 성장은 주로 숙박, 교통, 식사, 여행경험이라는 네 

가지 하위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그 중 공유 숙박은 에어비앤비(Airbnb, www.airbnb.com) 및 홈어웨이 (HomeAway, 

www.homeaway.com) 같은 플랫폼을 필두로 가장 확실히 자리잡은 분야이다. 개인이 집 전체 혹은 

일부를 단기 대여하는 구조로, 방문객들은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글로벌 호텔 체인인 Hilton 

Worldwide가 76개 국가에 보유한 객실 수는 21만 5,000개지만, 2014년 기준으로 에어비앤비(Airbnb)

에 등록된 숙소는 약 200개 국가 내 100만 개 이상이었다(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2014). 

에어비앤비(Airbnb)의 기업가치는 255억 달러에 달하며(2015년 6월 기준), 벤처자본투자를 받은 기

업 중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기업가치가 높다. 반면, Hyatt Hotels Corp의 시장가치는 67억 달러이

다(Reuters, 2015).  

주요 글로벌 기업과 함께 소규모 지역 기반 플랫폼 혹은 틈새 플랫폼도 많은 국가에서 운영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의 부크아바크(Bookabach, www.bookabach.co.nz)는 별장(holiday home) 

주인들(일명 “baches”)과 주로 휴가철에 숙소를 예약하려는 뉴질랜드의 내국인 관광객들을 연결해

준다. 2000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부크아바크(Bookabach)에는 5만 개 이상의 별장이 등록되어 있

으며, 최근 홈어웨이(HomeAway)에 인수되었다.   

글램핑(고급 캠핑) 및 카우치 서핑을 비롯해 독특하고 색다른 곳에서 머무는 비전통적인 숙

박 형태도 최근 몇 년간 인기가 크게 증가 하였다.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활발해진 공유숙박도 이

러한 흐름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의 경우, 신규 호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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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 부족의 결과로 공유숙박이 활성화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프랑스 경제산업디지털부, 

2015).   

공유숙박과 함께 확고하게 자리 잡은 또 다른 관광 공유경제 분야는 바로 차량공유(car-

pooling), 승차공유(ride-hailing)
4
 및 자전거 공유(bike-sharing)를 아우르는 교통 분야이다. 우버(Uber), 

리프트(Lyft, www.lyft.com)와 블라블라카(Blablacar, www.blablacar.com)는 관광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

지는 혁신적인 사업 방식이다. 승차공유 서비스 플랫폼인 Uber는 전 세계 약 400개 도시에서 운

영 중이며, 2016년 1월 약 625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사상 최고의 수익성을 

자랑하는 스타트업 중 하나이다(Wall Street Journal, 2015a). 우버(Uber)는 출장 목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반면, 순수 차량공유(카풀) 플랫폼인 블라블라카(Blablacar)

는 주로 레저 시장과 도시 간 여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차량공유는 사람들의 이동

을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택시 및 기타 운

송 서비스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기존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분야 내에서도 다양한 플랫폼들이 서로 차별화된 사업 방식을 선보여 왔다는 점도 주

목할 만 하다. 한 예로, 우버엑스(UberX)나 우버팝(UberPOP)은 개인 차량을 공유하고자 하는 일반

인들이 참여하는 형태로서, 기본적으로 운전기사와 플랫폼 모두의 이윤을 추구하는 형태이다. 반

면, 블라블라카(Blablacar)는 플랫폼에서 거래 수수료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승객은 주유비 같은 

실질적 주행 비용만을 지불하므로, 기사에게 추가적인 이윤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처럼 기존의 

상업적 가치와 문화를 거의 흡사하게 구현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들의 공동체 의식에 호소하는 

사례도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접근방식들은 광범위한 공유 경제 플랫폼 내에서의 다양성을 강조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공유경제가 인기를 얻고 있는 관광의 또 다른 하위분야 두 가지는 식사와 여행 경험이다.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면서 관광객들은 포장 음식 대신 집 밥을 먹거나 현지인들과 저녁 식사 파

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트위드(EatWith, www.eatwith.com), 본아페투어(BonAppetour, 

www.bonappetour.com), 피스틀리(Feastly, www.eatfeastly.com)와 비즈이트(VizEat, www.vizeat.com)는 여

행지에서 집주인이 직접 준비한 음식을 대접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적으로 식사공

유 트렌드를 널리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식사공유 서비스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현지 음식을 먹고 현지인들과 교류하면서 진정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선보인다. 또 다른 예로는 핀란드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 잡은 식당의 날

(Restaurant Day, www.restaurantday.org)이 있다. 연간 네 번 개최되는 이 행사는, 관심 있는 사람이라

면 누구나 일일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축제이다. 2011년 시작된 이래로 7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

으며, 각 행사에는 약 2천 개의 식당이 참가한다.   

여행 계획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경제 회사도 많다. 투어바이로칼스(ToursByLocals, 

www.toursbylocals.com), 위드로칼스(WithLocals, www.withlocals.com)와 부마고(VoomaGo, 

www.voomago.com)를 비롯해 바야블(Vayable, www.vayable.com)과 사이드투어(Sidetour, 현 Groupon 

계열사)는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관한 지식을 활용해 관광객들을 위한 개별 맞춤형 여

                                           
4 이동수단이 필요한 소비자가 승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 딸린 차량을 이용하는 공유 서비스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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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관광객의 수 및 여행 기간과 상관 없이, 

기존의 여행사들 보다 대체로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 계획을 대신 짜줄 능력이 있는 현지인들과 

직접 연결시켜준다.  

식사공유가 집에서 함께 집 밥을 먹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면, 여행 계획 플랫폼은 관광 

안내나 일정을 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지인들과 연결을 시켜준다. 이 두 사례는 공유경제

가 어떻게 광활한 지리적 차이를 극복하고, 일반 관광객들도 진정으로 현지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스라엘과 한국(참고 3.2)은 이러한 ‘세계와 지역과의 만남’(global 

meets local)을 통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참고 3.2. 한국의 공유도시 서울 

서울은 한국의 진정한 공유 도시로 자리잡았다. 2012년 시작한 공유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서

울시는 다양한 측면에서 공유경제를 아우르고자 노력해 왔다. 서울은 높은 인구밀도와 고도로 발

달한 IT 인프라, 매우 높은 고속 광대역 보급률로 공유경제 분야에서 앞장설 수 있는 적합한 조

건을 갖추고 있다. 공유도시 서울의 핵심은 다양한 공유 서비스 및 프로젝트에 관한 공공 교육, 

뉴스, 정보를 제공하는 사단법인 코드(구 Creative Commons Korea)에 의해 힘입어 구성된 온라인 

공유 허브(ShareHub) 플랫폼이다(ShareHub 2015).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해 서울시는 선발된 공유기업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온라

인 소셜 다이닝 플랫폼인 집밥(Zipbob, www.zipbob.net)과 현지 여행가이드 서비스 마이리얼트립

(My Real Trip, www.myrealtrip.com), 플레이플래닛(Play Planet, www.letsplayplanet.com) 등이 선정된 바 

있다. 지방 정부가 승인한 공식 공유기업이 된다는 점이 기업 참여를 독려하는 인센티브로 작용

한다. 또한 서울시는 공용 공간 및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시민들이 예약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쏘카(SoCar, www.socar.kr)와 그린카(Green Car, www.greencar.co.kr)로 

구성된 나눔카(Nanum-Car)라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기존 교통 네트워크의 일부로 도입했다. 차량

공유라는 대안을 통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한 달에 대중교통비를 

4만 원 넘게 지출하는 사람들은 쏘카 이용 시 5%의 할인을 받으며, 저소득층은 매월 1만 원의 

쿠폰을 받는다(Kojects, 2013). 현재 서울 시내 전체 292곳에서 492개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으로 예약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공유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사업 방식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도 더욱 발전하고 있다. 에어

비앤비(Airbnb) 및 우버(Uber)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장 여행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공유경제 업체들도 기존의 여행 및 관광 시장 환경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arlsonWagonlit Travel, 2015).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Airbnb)는 레저와 비즈니스 시장을 동시에 공

략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을 전개하였다. 즉, 기업출장 및 여행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총무 담당자

가 출장 임직원들의 지출 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게시판과 통합 청구 시스템을 포함한 기업전용 

에어비앤비(Airbnb) 서비스도 개시했다.  

공유경제 플랫폼과 기존 관광 서비스 제공자 간의 통합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힐튼(Hilton)과 우버(Uber)의 파트너십으로, 이를 통해 힐튼(Hilton)의 힐튼아너스(HHo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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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Uber 차량을 직접 예약할 수 있으며, 힐튼(Hilton)의 앱은 우버(Uber) 사용자 데이터를 이

용할 수 있게 된다. 우버(Uber) 데이터를 활용해 손님을 현지 식당이나 인기 관광지에 데려다 주

고자 시작된 이 기업 간 제휴 및 협력 관계는 단절 없는 여행 경험 제공과 경험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공유경제는 P2P방식 혹은 공유사용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일

컫지만, 기업가들이 공유경제의 원리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되면서 공유경제의 속성도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더 많은 상

업적 교환 및 거래와 더불어 진정한 개인 간 교환 및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CREDOC, 2014). 우버

(Uber)는 활용도 낮은 자원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공유경제 기법을 바탕으로 플랫폼과 투자자들에

게 엄청난 상업적 기회를 창출해 낸 가장 우수한 사례일 것이다.  

공유 서비스가 더욱 전문화되고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부상하고 있는 공

유경제 분야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공유경제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그 속성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활발히 운영되는 대규모 플랫폼이 시장의 역학에 

따라 소규모 시장을 몰아낼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호도 및 소비 동향은 끊임없이 진화한

다는 점과 대부분의 공유경제 경험은 현지 밀착형 서비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규

모 P2P 기업들이 향후에도 공유경제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혁신과 관광 개발  

공유경제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창출하면서도 관광분야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여행

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공유경제가 더욱 폭넓은 선택을 제공함으로 인해 새롭고 다양한 관광객에 의한 소비를 유도 

및 증진시킬 수 있다. 어떤 이들은 협력적 속성과 독특한 현지 경험에 매료되기도 하고, 젊은이들

과 알뜰 여행족에겐 저렴한 가격과 디지털 접근성이 매력적으로 다가가기도 한다. 이는 미래세대

의 여행자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관광 정책 입안자들은 젊은 여행자

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스페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유숙박을 선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체 여행자 수와 여행에 대한 기대에 기반한 예산과 숙박 조건이다(Exceltur, 2015). 한편, 

프랑스의 한 연구는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진정한 현지 경험의 기회를 공유 경제가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프랑스 경제산업디지털부, 2015). 일본에서는 공유숙박 서비

스가 일본인의 일상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기존 호텔과 전통 숙박시설

을 보완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련 부처들은 공유숙박의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상품들과 서비스는 기존에 간과되어 온 시장 부문을 공략해 수요를 충족시키

고 새로운 틈새시장을 창출해 낼 수도 있다. 공유경제의 발전은 대규모 투자 없이도 기존에 활용

도가 낮았던 자산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장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공유

숙박은 기존 숙박 서비스가 포화상태에 다다른 더블린과 파리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관광지의 숙

박업소 공급 부족현상의 수요 충족을 위해 기존 숙박 서비스를 대체하는 대안으로 작용하여 업계 



3. 관광 공유경제 정책-11 

 

2016 OECD 관광 동향 및 정책 ⓒ OECD 2016 

내 가격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P2P방식 공유숙박을 통해 농촌지

역사회가 마을 축제와 행사기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철의 

장막 자전거길(Iron Curtain Cycle Trail) 주변과 같이 관광 서비스가 부족한 곳에서도 관광객들이 하

룻밤 머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우버(Uber)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에 이미 익숙한 여행객들은 

현지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으므로, 여행객의 이동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공유경제 플랫폼은 관광 인프라의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인기가 없었던 새로운 목적지

로도 관광객들을 안내한다. 특히, 중요한 관광 인프라가 부족했던 지역들이 이에 해당하며,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목적지도 포함할 수 있다. 한 예로, 에어비앤비(Airbnb)가 스

위스 관광분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발래산 관광 연구소[Observatoire Valaisan du Tourisme (2014)]의 

연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Airbnb)의 서비스는 알프스 지역뿐만 아니라 제네바와 취리히 같은 도

시에서도 인기 높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도심 속 호텔 숙박비가 매우 비싼 스위스에

서, 공유숙박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틈새시장을 활짝 열어준 셈이다. 스위스의 관광 서비스는 대

부분 스키 리조트와 알프스, 농촌지역탐방에 초점을 맞춰왔고, 단기 도시 여행은 거의 간과된 상

황이었다. Airbnb는 스위스 전체 숙박시설의 약 8%를 차지한다.   

공유경제로 도입된 관광 서비스의 혁신과 확대가 관광분야 규모의 순이익 증가로 이어진다

는 증거도 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 주 에어비앤비(Airbnb) 시장이 상당히 증가(10%)하면서 호텔

의 매출이 약간 감소(0.4%)한 것으로 나타났다(Zerbas, Prosperio, Byers, 2015). 다른 곳에서는 샌프란

시스코를 포함하여 에어비앤비(Airbnb)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지역에서 신규 호텔을 건립하려는 움

직임이 살아나기도 했는데, 이는 공유숙박 플랫폼과 기존 숙박업계의 상호 보완적인 성장 가능성

을 보여준다(Slate, 2015).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실시한 에어비앤비(Airbnb) 영향 연구(2015)에 따르

면, 기존 숙박시설에 머문 관광객들이 평균 2.7박을 하며 760캐나다달러를 지출했지만, 에어비앤

비(Airbnb) 이용객들은 평균 5박을 하면서 909캐나다달러를 지출했다고 한다. 이 조사의 결과는 

기타 다른 도시에서 진행된 에어비앤비(Airbnb) 영향 연구 결과와 맥락이 같기에, 공유숙박 여행

객들의 일일 평균 지출액은 적지만 더 오래 머문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서 공유숙박이 기존 시장

을 대체한다기 보다 보완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방식의 관광 서비스 확대는 추가 투자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신규 관광객을 유치하고 새로운 여행자 경험을 창출함으로써, 공유경제는 관광 분야에 혁신

을 가져오며, 관광으로 인한 혜택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다른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분야의 기존 

사업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여행 서비스 및 경험의 공급과 다양성 증대는 소

비자들에게 폭넓은 선택을 제공하고 기존 관광업계의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존 사

업자들의 수요가 일부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공유경제는 관광산업 전반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잠

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는 기존 서비스 제공자들이 새로운 접근법과 경쟁 압력을 직

시하도록 하여 현재의 서비스와 사업 방식을 더욱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금까지 관광 공유경제 서비스의 발전은 대부분 기존 관광 이외의 부문에서 나타났으며, 

향후 관광 소비자들의 선택에도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기존의 관광 사업자

들은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 여행사들도 관광분야에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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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 커지고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들과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  

많은 OECD 회원국 관광 부처들은 전략적 정책 목표 제시를 통해 관광산업의 계절성을 줄

이고 연중 전 지역에 걸쳐 관광의 경제적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 정부는, 여름휴양관광지(sea-sand-sun location)들로 대표되는 대규모 

휴가철 관광 모델과는 대조적인, 독특한 관심사를 반영하거나 틈새를 공략하는 여행에 더욱 초점

을 맞추고 있다. 또한, 자국의 관광 경쟁력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공유경제 플

랫폼이 제공하는 진정한 현지 경험은 특히 문화 관광을 촉진하고 젊은 여행자 계층을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공유경제 플랫폼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시행 중인 

각기 다른 단계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 전략을 보완할 수 있다.    

공유경제의 성장이 관광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기존 관광업계에

는 도전과제 및 폭넓은 정책적 질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러한 이 기회를 활용하여 어려

움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도모하고, 관광분야 전반의 확대와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관광 정책 관련 도전 과제와 영향  

관광분야 공유경제의 엄청난 성장을 고려할 때,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유경제를 위한 효과적인 공공 정책 체계를 고안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Johal and Zon, 2015). 표 

3.2는 관광 공유경제의 주요 참여자를 나타내며,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광객, 기존 관광 업계 

(참고 3.3),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와 여행 목적지 지역사회로 나누고 있다.  

공유경제의 빠른 성장은 현재의 정책 체계에 압력을 가한다. 이는 규제, 조세, 경제 성장, 심

지어 사회 안전망 구축 등과 같은 분야에서 관광분야 정책 입안자들이 공유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중요한 질문들을 다수 야기한다.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

된다. 공유경제는 새로운 현상이며 그 발전에 관한 정보 대부분은 공유경제 플랫폼 자체에서 제

공되기 때문에 공정한 자료 출처를 통해 유의미한 동향을 뽑아내기가 어렵다.   

소비자 보호, 안전 및 서비스 품질  

훨씬 더 확산되고 분산된 형태이며 비공식적인 거래가 다수인 공유경제 시장의 특성상, 현

재의 소비자 보호, 안전 및 품질 보증 체계가 공유경제 모델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가 공유경제의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와 상충할 수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업체 간 경쟁이 득이 되는데, 규제가 오히려 이를 가

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신용카

드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유경제 모델은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접근성

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보호 이슈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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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관광 공유경제의 주요 참여자 

주요 참여자 이해관계 

관광객 관광객들은 공유경제의 성장으로 가능해진 혁신과 경쟁으로 혜택을 누린다. 공유경제는 또한 관광

객들이 더욱 폭넓고 향상된 경험과 현지 문화, 여행 경험을 하도록 해준다. 공유경제가 점차 발달

하면서 평점 시스템을 비롯해 외국 여행 시 글로벌 플랫폼 이용 등 안전과 경험 개선을 위해 새로

운 형태의 신뢰 및 검증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새로운 관광 서비스는 비 

전문화된 시장으로써 규제와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재의 소비자 보호, 안

전, 품질보증 방식에 문제가 된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공유경제 기반의 새로운 관광 서비스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계관광

박람회 2014 산업 보고서[World Travel Market (WTM) 2014 Industry Report]에 따르면, 영국 내 휴가 여

행객 10명 중 1명은 P2P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예약했으며, 이들 중 86%는 경험에 만족했고 재이

용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관광 업계 호텔, 음식점과 같은 전통적인 사업자들은 공유경제 논의에서 가장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참여자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정부에 의해 허가된 곳이거나 운영 유연성 및 자본 등의 측면에

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대개 업계의 협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존 업체들은 동일한 규정

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새로운 공유경제 경쟁자들과의 불공정한 경쟁 가능성을 우

려한다. 또한 전반적인 여행 경험 품질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다. 정책 입안자들은 공정 경쟁에 대한 요구와 신규 시장 진입자에게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기

존 업계의 압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업체들은 대개 새로운 서비스에 잘 대응하지 못했으며, 혁신의 기회를 포착하는 속도가 느렸

다. 세계관광박람회 2014 산업 보고서(WTM 2014 Industry Report)에 따르면, 조사 대상 관광 업체 5

곳 중 1곳은 공유경제 기업으로 인한 영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68%는 그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밝혔

다. 공유경제의 영향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다는 증거도 있다. 프랑스 경제산업디지털부의 연구

(2015)에 따르면, 새로운 경쟁으로 고급 호텔보다 중저가 호텔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공유 플랫폼 공유경제 대상 기술 플랫폼은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 같은 글로벌 기업과 소규모 현지 기

업이 혼재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관광 공유경제 기업으로, 때로는 완전한 기술 기업으로 자신들

을 정의한다.   

새로운 규정을 만들거나 규제 적용에 저항하면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자신들의 시장에 걸림

돌이 되는 것을 없애는 것이 공유 플랫폼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이다. 대부분의 경우 공유경제에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플랫폼에서는 기존 업계와 다르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비스 제공자 공유경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의 이익은 공유 플랫폼 자체의 이익과는 구별된다. 예를 들

어, 우버(Uber) 기사의 이익은 우버(Uber)라는 회사의 이익과 같지 않다. 구성원이 많고 분산화된 특

성상,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이해관계는 복잡하며 정책 논의에서 종종 미흡하게 다뤄진다.   

공유경제의 성장은 기존의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관광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

록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새롭고, 기업가적이며 유연한 소득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

운 시장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해 파생되는 법적 의무나 영향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

들은 플랫폼 사업자나 소비자들로부터 착취를 막기 위한 보호 장치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공유경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수당이 제공되지 않는 불안정한 형태의 독립 계약자가 더

욱 많아져 전통적인 고용 관계가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여행 목적지 중앙, 광역, 지방 정부는 여행 목적지의 공동체가 공유경제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

할을 한다.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수입, 접근성, 공공안전 등 다른 

공공 정책 목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공유경제는 목적지가 되는 지역사회의 기존 인프라 수용력이 제한적인 경우 주류 관광(mainstream 

tourism)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방문객들이 일반 가정집에서 숙소를 대여하는 오랜 전

통이 있는 쿠바가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또한, 공유경제는 관광의 혜택을 지역사회에 더 많

이 돌려주는 것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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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3.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환대 공유경제를 위한 호트렉(HOTREC) 헌장 

유럽 환대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인 호트렉(HOTREC)에 따르면, P2P 플랫폼을 통한 단기 개인 

숙박 대여의 성장이 호트렉 회원들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발생시키며, 소비자 보호와 안전에 위험

을 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호트렉은 유럽 당국에 이러한 새로운 사업 방식이 중소기업, 지역 공동

체 및 사회, 경제적 응집력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개인 간 거래를 

촉진하는 공유 플랫폼에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현행법 시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제 당국과 협

력할 것을 요청했다. 호트렉은 정책 입안자들과 공유경제 플랫폼을 대상으로 다수의 권고 사항과 

행동을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   

 법률상 단기 개인 숙박 대여를 관광 숙박업에 포함할 것.  

 등록 및 허가절차를 확립할 것.  

 단기 개인 숙박 대여를 관광 통계에서 측정할 것.  

 안전 및 보안 의무를 시행하고 안전 조사를 할 것.  

 회계 의무를 지킬 것.   

 솅겐 협약 의무사항에 따라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할 것.  

 직원들의 권리와 수당을 보호할 것.  

 주변 이웃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것.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구분할 것.  

 분산된 단기 개인 숙박 대여를 관리할 것.  

출처: HOTREC(2015).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관광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규정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고 시대에 발맞춰 개선될 필요

가 있다. 기존 시스템의 의무에서 면제되거나 기존 시스템을 벗어나서 운영되는 공유경제 서비스

는 낮은 규제 기준이 적용되거나 혹은 규제를 아예 받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혹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만약 안전이나 서비스 품질 문제가 나타날 경우, 특정 

서비스는 안전성이 떨어지거나 서비스 품질이 낮다고 인식될 수 있으며, 나아가 브랜드 관리와 

목적지 선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공 당국이 안전과 보안을 아우르는 소비

자 보호에 책임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 보호 정책은 소비자의 협상 우위가 낮으므로 영향력이 큰 기업으로부

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가정을 토대로 한다. 그러나 P2P 시장의 경우 이 역학이 반대로 나타

나기 때문에,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더욱 평등한 공유경제 시장에서는 공유경제 내의 소규모 

관광 서비스 제공자 또한 시장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책상 고려되어야 한다(유럽연합 집

행위원회, 2013).  

공유경제 참여자는 불공평한 협상 우위를 지닌 대기업으로부터의 보호는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공공 안전 측면의 폭넓은 사안에는 새로운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직거래라는 새로

운 가치사슬 구조에서는 현재의 법적 제도가 다루지 않거나, 책임을 지는 중개인이 없는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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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소비자가 참여하게 될 때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서비스 평점을 매기는 시스템으로 기

존의 소비자 보호 규제 중 일부는 쓸모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Bracy, 2015).   

신뢰(혹은 평판 자본)는 P2P 교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평점 시스템은 관광분야에

서 공유경제의 성장을 이끄는데 크게 기여했다. 신뢰라는 요소는 특히 관광에서 두드러진다. 여행

은 구매 전 가치를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험재이며, 소비자는 시장에서 거래 시에 관련된 비

용을 줄이기 위해 신중하게 알아보아야 한다. 이 비용에는 안전과 위험에 관계된 금전적 비용, 시

간, 개인 비용이 포함된다(Sigala, 2015).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주요 동력은 분산된 소비로 거래

비용이 줄어든다는 데 있다. 대부분 공유경제를 통해 두 개인 간 교환을 하게 되면 개인과 회사 

간 교환보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다(Australian Institute of Public Affairs, 2014).   

다수의 공유 플랫폼은 미래의 이용자들을 위해 상품 및 서비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거래 만족도에 대한 평점을 매기도록 한다. 이 평점 시스템은 교환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

는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도록 도와주며, 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

를 갖도록 하고, 판매자에게는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사용자 평점

과 동료 평가(peer review)는 소비자들이 서로 서비스 가치에 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며, 나쁜 

관행을 몰아내도록 도와주는 이상적인 방법이다. 이렇듯 평점 시스템이 부차적인 보이지 않는 손

으로 작용하면서 사람들이 사리추구가 아닌 사회 규범에 기반을 둔 시장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

(Thierer et al., 2015).    

그러나 이러한 평점 시스템은 차량 성능이 우수한지, 집주인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범죄 기

록이 있는지, 혹은 광범위한 공공 안전 및 보안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에는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 개인적인 시각과 선호에 기반을 둔 사용자 평점 및 리뷰 시스템은 정확도와 

편견 개입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최종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는 공유

경제 플랫폼 자체 내에서도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한 예로, 우버(Uber) 기사들은 범죄기

록 및 차량 기록 조회를 받는다.   

더욱이 평판 메커니즘은 막대한 양의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한다. 물론 이 정보가 의미 있

긴 하지만, 자료 보안과 사용을 둘러싼 더 큰 우려를 일으킨다. 또한,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바

탕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 사생활 침해 문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가격 차별을 비롯하여 취약계층 사용자를 노리거나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

성도 있다(Bracy, 2015).  

공유 플랫폼은 평점 및 평판 시스템을 활용해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비양심적인 서비스 제

공자와 사용자를 확인하고 이들을 걸러낼 수 있다. 그러려면 플랫폼의 이익과 소비자, 넓게는 공

공의 이익이 서로 합치되어야 하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플랫폼이 문제가 있거나 비양심적인 

제공자와 사용자를 배제한다고 해도, 이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갈 수 있다. 따라서 공익 보호 

측면에서 공유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이러한 평판 메커니즘이 시장 내 신뢰형성에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당국은 핵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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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읽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와 제삼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등 문

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 의무  

많은 국가에서 관광 서비스 제공은 규제가 심한 분야이다. 보건 및 안전, 접근성, 위생 및 

청결, 방음, 근로 환경과 관련한 운영 기준을 비롯해 숙박, 교통, 투어, 기타 서비스 제공자를 대

상으로 하는 허가나 기준이 관광분야 규제에 포함된다. 오스트리아나 아일랜드처럼 다양한 대안

이나 민간 혹은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가 활성화된 국가도 일부 있긴 하지만, 관광분야는 규제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공유경제 기반 관광 거래는 기존의 규제 범위에 대부

분 또는 전체가 해당하지 않는다. 규제를 피하고자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우려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듯, 심한 규제를 받는 서비스 제공자와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쟁상

대의 공존은 불공정 경쟁과 규제차익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정부는 기존 규제 체계에 딱 들어맞지 않는 공유경제 활동을 현행법에 포함할 것을 재고하

도록 요구 받고 있다. 최근에는 오스트리아(참고 3.4)처럼 현재의 규제 하에서 공유경제 참여자들

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거나 현행 규제가 공유경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움직

임이 많이 나타났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과 

규제를 잘 알지 못하거나, 공유경제 활동이 임대차 계약 등 다양한 부문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에 관한 인식 및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한편, 공유 플랫폼들은 공유경제 활동을 공식 경제

영역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공유 경제라는 새로운 사업 방식의 속성이 기존과

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고 3.4. 오스트리아의 숙박공유 관련 법률 체계 재검토 

2015년, 오스트리아 연방 과학연구경제부는 현행법하에서 개인 숙박시설(private 

accommodation) 대여의 법적인 측면을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시행했다. 이 연구는 세금, 이용 요

금 및 각 연방 주 별로 다른 세부 사항을 포함한 지방/ 지역별 계획을 반영하였을 때 성립 가능

한 계약의 형태, 등록과 관련한 법률 해석 및 규제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는 침대, 방 혹은 

아파트를 대여하는 개인들에게 해당하는 규정과 규제를 알리고, 숙박 대여를 할 때 나타나는 다

소 복잡한 법률적 배경에 관한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과학연구경제

부는 반드시 따라야 할 주요 조항과 법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짧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에는 이용자의 경우 대여 조건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상의해야 하며, 아파트 내 다른 거주

자의 서면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해당 주의 제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10개를 초과하는 침대를 보유한 개인 숙박시설의 대여는 산업 분

류 코드의 적용을 받으며, 별도의 사업 허가가 필요하다. 

출처: 오스트리아 연방 과학연구경제부,  

www.bmwfw.gv.at/Tourismus/Tourismus studienUndPublikationen/Seiten/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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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은 특히 세분화된 산업으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다수의 정부 부처가 감독하는 수

많은 상품과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이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경쟁 기

반을 조성하도록 규제를 조정하고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규제 체계는 혁신이나 신규 사업 창

출을 가로막거나 기존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관광시장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야기해서는 안 되며, 폭넓은 공익성과 투명하고 열린 경쟁을 장려해야 

한다. 한 국가의 단일 시장 내에서도 기업의 규제 요건과 규제 이행 비용의 편차가 클 경우, 투자 

및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관광객과 서비스 사용자들에게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특히 지역이나 국가 차원에서 규제 대응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가중

된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성장은 관광 분야의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재평가하고, 현재 상황에 가

장 적합한 대응을 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유럽연합 집행위

원회(2014)가 시행한 공공 협의(public consultation)는 기존의 규제 체계를 기술기반 거래에 적용시

키는데 있어서, 명확성, 범위, 접근 방식의 측면에서 최근의 전자(e-) 관광 및 모바일(m-) 관광 흐

름에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관광분야 규제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부정적인 영향에 놓일 수 있는 거래 외부 당

사자와 구매자, 판매자 모두를 보호하는 보험과 관련한 의무이다. 새롭고 독특한 공유경제 거래의 

특성상 지금까지는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가 제삼자 보험을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처럼 

개인 보험만으로는 불충분하거나, 상업 보험이 지나치게 비싼 경우, 시장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

다.    

이러한 보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대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

(Airbnb)처럼 집주인의 기존 보험에 더해 분실 및 파손 시 최대 100만 달러까지 보상해주는 집주

인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공유 플랫폼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

에서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의 수요를 공략하여 신규 상품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 (퀸즐랜드 관

광산업협회, 2014; 영국보험중개사협회, 2014; 미국보험협회, 2015).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보험 시장 내 격차는 공유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

나이다. 따라서 분쟁 및 문제 해결을 위해 효율적이면서 쉽게 접근 가능한 사법 절차가 요구된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법적 책무 규범이 새로운 행동 방식에 맞추어 조정될 시간이 필요하므

로 정부 규제 당국이 너무 빠르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Koopman et al., 2015). 보험 

체계를 포함한 규제 체계의 진화는 장기적으로 공유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 하게 될 것이다.  

세금에 미치는 영향 

관광분야 공유경제는 규제뿐만 아니라 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는 시간제(part-time) 및 

비공식적인 활동(informal activities)과 관련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을 비롯해 호텔이나 숙박시설에 부과되는 세금과 같이 관광에 특화된 세금이 포함된다.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시행을 하는지에 따라 과세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과세 표준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만약 대다수의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아닌 비공식적 분야(informal sector)로 이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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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준수 비율이 낮을 경우, 정부는 과세 압력을 가하게 될 수도 있고, 호텔이나 관광 관련 세금

이 P2P방식 숙박에도 적용된다면 과세 기준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공유경제가 소규모 자영업자

의 활동을 촉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데이터와 디지털 결제 사용 비율이 높아서 거래가 쉽게 추적

되기 때문에 꼭 비공식 경제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공유경제 활동의 분류가 반드시 어려울 필요는 없으나, 개인용과 기업용 부동산을 혼합해 

사용하거나 일반 근로자/ 독립 계약자와 관련한 문제에서 살펴볼 수 있듯, 대다수 공유 플랫폼이 

운영되는 방식은 명확한 정의를 어렵게 만든다(Oei and Ring, 2015). 반면, P2P방식 서비스를 제공하

는 개인은 자신들을 사업체로 생각하지 않거나 공유경제 행위와 관련한 납세의 의무, 결제 과정

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활동

이 현재의 규정과 규제에 맞는지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방식에 맞춰서 적용

되도록 해야 하며, 세제 기관은 효과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공유경제 기업들

이, 특히 예약과 결제 시 디지털 서비스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세제 기관과 제삼자가 

효율적인 과세 절차를 충분히 고안할 수도 있다.    

세금 제도 자체가 의무 준수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규정을 간소화하여 명확

한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고 규정 준수에 걸리는 시간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과세와 관련

한 그 어떠한 대응에서보다 중요한 부분이다(OECD, 2015b). 한 예로 호주 국세청은 다양한 공유

경제 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짧고 쉽게 설명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

유경제 참여자들에게 분명하고 직접적인 안내를 제공한다(참고 3.5).    

참고 3.5. 호주의 공유경제 세제규정 준수 

2015년 5월, 호주 국세청은 기존 방식으로 진행되는 활동에 적용되는 세법이 공유경제에서 

시행되는 활동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알리는 성명을 발표했다. 호주에서는 회사의 매

출이 75,000호주달러 이상이면 상품 및 용역세(GST)가 부과되며, 호주사업자 번호와 GST 납부를 

등록해야 한다. 호텔, 호스텔, 민박 등의 객실에는 GST가 부과되는 반면, 공유경제를 통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공급이 매출 일부가 아닌, 면세가 적용되는 주거 임대료이

기 때문에 매출과 관계없이 등록할 필요가 없다. 만약 과세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가 부과될 수 있다.   

출처: 호주 국세청, www.ato.gov.au. 

공유 플랫폼 역시 여러 방법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무 준수를 지원하는 역할

을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와 정부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참여할 수도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에어비앤비(Airbnb)가 집주인 대신 직접 숙박 세를 징수해 납부하거나 세제 준수 정

보 및 소득신고서 작성을 위한 안내서를 제공한다. 프랑스는 최근 공유경제 플랫폼이 이러한 역

할을 수행하고 플랫폼과 개인 대상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광 관련 세금 제도를 변경했다. 

프랑스는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잃어버린 세수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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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적 경제 성장  

공유경제는 혁신 및, 새로운 경험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규 창업 기회를 창출하며, 관광의 

경제적 성과를 더욱 포용적으로 만듦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

력을 지니고 있다.   

공유경제는 활발한 관광 분야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혜택을 분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유

명 관광지 이외의 지역으로 관광객을 분산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으며, 여행자들

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을 방문하도록 장려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관광 인프라가 부족했던 지

역으로 관광객 유입을 증가시킬 경우, 지역 경제와 해당 지역의 서비스 및 문화 업계를 활성화하

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기존의 관광업 구조에서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

던 사람들의 경제참여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PwC(2015)가 미국에서 시행한 설

문조사는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들이 연령과 가계소득 수준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경우, 공유경제 참여는 소득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충한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보다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독립 계약자로서, 이러한 기회들은 서비

스를 제공하는 집주인, 운전기사 및 기타 개인들에게는 보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착취 위험을 수

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버(Uber) 기사들의 고용 상황을 비롯하여, 이러한 노동 분류의 문제점

은 공유경제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미 법적 분쟁의 쟁점이 되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및 사회보

장의 측면에서 공유 플랫폼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책무에 영향을 주며, 고용 특성

과 고용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특히 전통적인 고용 관계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보장 혜

택의 제공 방식을 재고해야 할 수도 있다(Financial Times, 2015b).  

관광 공유경제의 성장은 여행의 생태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을 줄이고 문화적 가치에 관

한 이해도 제고와 교류를 가능케 함으로써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동안 전통적

인 관광을 이용할 비용적 여유가 없거나 관광을 접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

써 여행을 민주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Sigala, 2015). 뉴욕대의 한 연구 결과는 공유경제의 

저렴한 비용이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여행 경험의 접근성을 향상함으로써 경제적 여유가 적은 

여행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Fraiberger and Sundararajan, 2015).  

그러나 공유경제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다. 특히 공유숙박 서비스는 소음과 

기타 불편을 초래하며 이웃과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관리가 부실한 서비스가 

증가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고유한 역사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주거지와 방문지로

서의 매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물가가 비싼 도시에서의 P2P방식의 숙소 대여 활동의 증가가 물

가가 비싼 도시에서의 주택 가격 상승에 더욱 압력을 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

나, 실질적인 상관관계는 모호하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에어비앤비(Airbnb) 사용 규모는 아직 주요 주택 시장에서 큰 요인

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공유숙박은 오히려 거주자가 비싼 주택 가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수입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New York Times, 2015b). 그러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더 

높고 유연한 사업 방식인 단기 임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임대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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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도 있다(Los Angeles Times, 2015). 스페인의 한 연구는 P2P 숙박 방식의 증가가 특히 바르셀로

나의 구도심(Old Town)과 마드리드 중심지와 같은 중심 관광 지구의 주택 가격 상승과 주민 감소

를 동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Exceltur, 2015). 에어비앤비(Airbnb)가 진출한 도시 중 가장 많은 4만 

개 넘는 숙소가 등록된 파리에 있는 숙소의 70%는 호텔 밀집지역을 벗어난 곳에 있다. 하지만 공

유숙박의 폭발적인 성장은 긍정적인 경제 효과뿐 아니라, 주변 환경의 변화를 우려한 마을 주민

들의 반발로도 이어졌다(Wall Street Journal, 2015b).    

가정집을 단기 관광객 숙소로 바꿔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가끔 관광객이 올 때만 집을 공유

하는 것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www.insideairbnb.com에서 취합한 일부 자료에는 아예 전업(full 

time)으로 운영되는 단기 숙소 대여가 만연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집 전체를 공유숙박으로 내놓는 

사람들의 비율과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연평균 대여되는 비율(도표 3.1)을 보면, 공유 플랫폼

을 통해 제공되는 상당수의 숙소는 가끔 이루어지는 P2P 거래라기보다는 관광 업체처럼 운영되는 

형식을 띄고 있다. 그러나 도시마다 정도의 차이는 매우 크다.  

관광과 공유경제 참여자 이해관계의 균형  

그렇다면 정부는 관광 공유경제의 가파른 성장에 어떻게 대응해 왔을까? 현재까지 정책 입

안자들의 대응은 크게 ‘관망’(wait and see)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공유경제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가치를 파악하거나, 신규 및 개정된 

규칙을 도입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접근방식을 취해왔다. 역으로는, 공유경제가 기존 사업

자, 총 소득액, 또는 넓은 범위의 공익에 초래할 수 있는 위협 요인들에도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규제 환경의 특성과 정부 개입이 자율 책임 원칙에 의해 어느 정도 좌우되

는지에 따라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대응 유형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적극적 대응, 소극적 대응, 무 대응이다.(참고 1.20). 그러나 각각의 대응 방식은 정책 입안자

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택지(option)를 고려한 뒤, 적정 관리 감독 수준을 결정해 나가

면서 더욱 심화하고 서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도표 3.1. 주요 도시의 에어비앤비(Airbnb) 대여 현황 

 
출처: Insideairbnb.com, used under Creative Commons Public Domain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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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들은 OECD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의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시행한 창의적

이고 발 빠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 대응 방향들은 어떻게 해야 정책 입안자들이 

공유경제가 주는 혁신 기회를 활용하면서 공익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대부분 교통과 건물 구역 설정, 공중 보건 및 안전 규제의 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

에 정책 대응도 주로 지역 차원에서 나타난다. 이처럼 관련 규제가 대부분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한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접근법이 있을 수 있다(참고 3.6). 이로 인해 한 국가를 여

행하는 여행자가 해당 국가 내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일관성 없는 규제를 적용 받게 될 

수도 있다.  

숙박 서비스  

많은 도시들에서 에어비앤비(Airbnb)나 홈어웨이(HomeAway)와 같은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속

도를 인식하고 집주인의 단기 임대를 허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미국 포틀랜드 시(2015a)는 

2014년 7월 집주인이 일년 중 최소 9개월 거주할 경우 단기 숙소 대여를 허가하는 규제를 도입했

다. 대신 집주인은 180달러를 내고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고, 안전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단기 대

여 허가 신청을 이웃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과 플랫

폼 제공자는 각각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에어비앤비(Airbnb)는 포틀랜드 시에서 집을 빌려

주는 사람들을 대신해 11.5%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며, 그 중 일부는 시의 주택 임대 비용 부

담을 낮추는 기금에 쓰인다(City of Portland, 2015b).    

참고 3.6. 독일과 스페인의 지역 환대 공유경제 대응 사례 

스페인에서는 새로운 숙박 공유 모델이 지자체의 규제를 받는다. 카탈루냐의 경우에는 비인

가 관광 숙박 통제의 중요성이 카탈루냐 전략적 관광 계획 2013-16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계

획에 따르면 약 50만 개의 숙소가 비인가 숙박에서 제공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숙박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해당 지방 정부는 공유숙박을 규제화하고 플랫폼이 규정을 따르도록 

조치를 취해왔다. 현재 민간 숙소 대여는 반드시 카탈루냐 관광업 등록 기관의 허가와 등록을 받

아야 한다. 에어비앤비(Airbnb)는 불법 숙소를 등록했다가 가장 높은 벌금인 3만 유로를 물어야 

했으며, 홈페이지에서 이들 숙소를 삭제하지 않아 1,500유로의 벌금을 추가로 물었다(WTM, 2014). 

2012년 이러한 방안을 도입한 이래로 카탈루냐에서 비인가 민간 숙소 대여는 거의 50% 줄어들었

다(카탈루냐 정부, 2015). 한편, 마드리드 자치 정부는 신청자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허가제도를 통해 민간 숙박공유를 규제하기로 했다. 2014년 7월 승인된 규정에 따라 관광객 대상 

숙소 대여는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숙박일수가 5박이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비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무선인터넷의 제공, 투명한 가격 정책, 영구 거주 금지 의무도 있다.  

독일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마다 각기 다른 대응이 나타났다. 함부르크 시는 일정 조건을 충

족하면 허가를 요청할 필요 없이 단기 숙소 대여를 합법화한 반면, 베를린은 거주자 대상 주택 

임대 공급이 원활하도록 지방 정부 당국의 명확한 허가 없이는 단기 대여를 금지했다. 베를린의 

경우에는 다른 곳과는 달리 주택 공급과 가격에 관한 우려가 심각한데, 이처럼 도시마다 각기 다

른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암스테르담도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년 최장 2개월

까지 집을 빌려주는 것을 허용하는 민간 대여라는 새로운 숙박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정책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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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도입했다. 한 번에 최대 4명의 손님에게 집을 빌려줄 수 있으며, 화재 안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주택 소유주 혹은 자가거주자 협의회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이웃들이 소

음 혹은 불편한 사항에 대해 신고한 불만 처리를 담당하는 절차도 있다(City of Amsterdam, 2015; 

Airbnb Policy News, 2015). 이후 암스테르담 시와 에어비앤비(Airbnb)가 체결한 합의서는 에어비앤

비 (Airbnb)가 집주인 소득에서 관광세를 징수하고 집주인들에게 연 2회 업데이트 사항을 보내 지

역에 적용되는 법과 의무사항을 알리며, 불법 호텔 문제 해결을 위해, 시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City of Amsterdam, 2014). 암스테르담은 공유경제 분야에서 앞장서는 

도시가 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2015년 유럽의 첫 공유 도시로 선정되었다.  

샌프란시스코, 런던과 파리 역시 지난 2년간 법 개정 및 규제 개정으로 집주인의 단기 숙소 

공유를 합법화한 주요 대표 도시들이다. 2015년 말,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연간 단기 숙소 대여

일수를 현행 90일 대신 75일로 제한하려는 제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제안에는 3개월마다 집주

인과 공유 플랫폼이 이용객 및 매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민간 숙소대여도 

호텔에 적용되는 세금을 지불하고 시 제정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다.   

흔치 않은 경우이긴 하나, 자국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일관적 법적 체계를 보장 하기 위해, 

이러한 법률적 변화가 국가 수준에서 이행되기도 한다. 한 예로, 그리스는 최근 경제개발관광부

(관할지역 관광사무소)를 통해 휴가철 대여 허가제도를 변경했다. 단기 민간 숙소 대여는 이제 자

유롭게 허가되며, 고급 빌라 대여 절차는 2013년에 간소화되었다. 고급 빌라는 구조, 화재, 보건 

및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생한 수입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참고 3.7). 

참고 3.7. 그리스의 민간 숙소 대여 자유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리스는 빌라와 아파트를 포함하여 호텔이 아닌 숙박 시설과 관련한 행

정상 번거로움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는데 적극

적으로 임해왔다. 2013년까지 휴가철 단기로 숙소를 대여하고자 하는 개인은 세금 납부 때문에 관

광 사업자로 등록한 후 관할지역 관광사무소(competent regional tourism offices)의 허가를 받고 일련

의 의무조항을 준수해야만 했다. 2013년, 이러한 절차와 기준이 크게 간소화되었고 개인의 단기 

민간 숙소 대여가 처음으로 승인되었다. 그 결과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이 사업자 등록이나 

특수 보험 보장 없이도 개인 소유의 단독 주택을 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최소 주택 크기, 위

치, 건물허가 관련법 준수, 화재 안전, 위생, 단기 숙소 임대 기간, 당국에 의한 운영 허가증 교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급 빌라로 분류되는 주택은 계속해서 2013년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2015년 11월 1일부로 

기타개인 소유의 집이나 아파트도 세부 조건을 충족할 필요나 관광 사업자로 등록할 의무 없이 

단기 대여가 가능해졌다. 민간 단기 대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체계적인 단기 대여에서 발생

하는 어떤 소득이든 기업 활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소득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

다. 2013년 개인 소유 고급 빌라의 대여를 허용한 법 개정의 결과는 현재까지 고무적이다. 2015년 

개정된 법의 영향력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허가제도는 여전히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

의 주요 관심사이다. 그리스 호텔상공회의소[Hellenic Chamber of Hotels(2015)]에서 2015년 법 개정 

이전에 시행한 연구는, 공유경제와 관광산업의 상호 영향에 관한 이해 제고, 공정 경쟁의 확립, 

혁신의 장려, 호텔 분야 강점 살리기 등을 비롯한 다수의 이행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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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은 자국 내에서 증가하는 공유숙박에 과세를 하고, 서비스 품질을 관리(monitoring)

하는 새로운 법안을 승인했다. 주요 목적은 공유 서비스를 공식 경제 분야의 일부가 되도록 공유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 공유숙박 제공자들은 포르투갈 관광청(Turismo de 

Portugal)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보고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현황과 활동을 해당 지

자체에 알리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2년간 공

유숙박 서비스의 제공이 금지된다. 해당 절차 도입에 이어 몇 주 만에 공식 자료은행에 등록된 

합법적 지역 숙소가 10배 증가했으며, 관리감독 및 세금 징수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당국에 제공

되었다.   

일부 정부는 새로운 관광 동향에 발맞추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나, 공유숙박이 기존의 대

안적 숙박 서비스와 다를 바 없다고 여기는 정부도 있다. 한 예로, 아일랜드에는 에어비앤비

(Airbnb)와 매우 유사한 형태이자 오랜 전통인 민박시설(home-stay accommodation)이 존재해왔다. 

사실상 현재의 관광관련법은 이미 호텔 같은 등록 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의무 조항과 그외 기타 

형태의 숙박시설을 위한 자발적인 시스템을 명시하고 있다(참고 3.8).   

참고 3.8. 아일랜드의 대안 숙박 환영 기준(Welcome Standard) 

아일랜드의 오랜 전통인 침대와 조식을 제공하는 일종의 민박(bed-and-breakfast & home-stay 

accommodation)은 단기적으로 민간 숙소 대여를 제공하는 공유경제 플랫폼과 매우 유사하다. 이처

럼 공유숙박과 비슷한 개념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규제 환경에서는, 공유경제 기반 숙소대여의 

인기가 높아져도 그 파괴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관광교통법(Tourist Traffic Acts)1939-

2011은 호텔과 사업자등록증(protected title)을 사용중인 기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조항

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등록 및 품질보증 승인을 포함한다. 해당 법령 하에 등록된 숙박업소는 

연수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행사의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 

대상이 아닌 기존과 다른 유형의 관광 숙박시설의 자발적 참여 역시 적극적으로 권장된다. 아일

랜드 국가 관광 개발을 담당하는 아일랜드 관광개발공사(Fáilte Ireland)는 소비자의 취향이 변화하

고 있으며, 공유경제를 비롯해 팟(pod), 유르트(yurt), 등대 등 관광객들이 원하는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숙박 선택지가 새롭고 다채로워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아일랜

드 관광개발공사(Fáilte Ireland)는 기존의 품질보증 시스템에 들어맞지 않는 모든 숙박시설을 대상

으로 하는 윤리강령과 최소한의 기준인 ‘환영 기준’(Welcome Standard)를 개발했다. 관광의 진정성, 

독창성, 특징,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유지하면서도 손님의 여행 경험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새로운 환영 기준은 전통적인 관광 숙박 연합(pool)에 더해 더 많은 숙박 운영 시설이 승인된 관

광 공동체의 일부가 되도록 해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헝가리에서는, 휴가철 단기 숙소 대여가 기타 숙박 시설로 분류되어 상업용 

숙박 서비스 규정(commercial accommodation services regulation)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지자체 차

원에서 규제하며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단기 대여 숙박시설은 반드시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

며, 운영자들은 매년 지방 정부에 이용객 숙박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2014년 이래로 코스타리

카는 지방 정부와 관광업 협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에 등록된 집의 위치와 집주인

을 파악하고, 규제와 납세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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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서비스 

미국 내 다수의 주 정부에서는 우버(Uber)와 리프트(Lyft) 같은 운송 네트워크 기업들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을 승인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네바다와 위스콘신 주는 대부분 승차 공유 업체의 허가증 구매와 손해배상 보험 가입, 기사 이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채택했다. 이러한 규제는 승차 공유를 기존의 택시 서비

스와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스턴 시는 이러한 규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버(Uber)와 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 

우버(Uber)의 탑승 정보를 익명으로 받아서 우버(Uber)가 보스턴 전 지역에서 적절히 운영되고 있

는지를 확인하고, 차량 흐름과 혼잡, 교통이 불편한 곳의 환승 경로, 최적화된 주차 수용량 등 보

스턴시 자체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해당 정보를 활용한다(The Washington Post, 2015a; Uber 

Newsroom, 2015).  

아일랜드에서는 최근 우버(Uber)를 비롯한 기타 운송 네트워크 회사가 규제 대상인지,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정부가 택시 규제법을 재검토했다.  

이와 유사하게 뉴질랜드 교통청, 교통부와 경찰청은 소형 서비스 승용차 대상 규제 체계와 

해당 규제의 우버(Uber) 적용 여부를 재검토 중이다. 이는 규제 환경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도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는 정보의 공

급(data sourcing)과 연구, 그리고 택시 및 개인 고용 서비스, 정부, 공공분야 대표와 기술 서비스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포함되었다. 법률 변경 안이 제안 될 경우에는, 공공 협의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 우버(Uber)는 기존 규제의 해석 방식과 관련해 이전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나, 재

검토 결과로 사람들이 우버(Uber)의 서비스 품질과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교

통 당국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섰다.   

디지털 플랫폼의 부상을 고려해 네덜란드는 규제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공익을 생각하

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면 혁신과 기업가정신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와 혁신적 사업 방식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

도록 여지를 주고 행정 절차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단기적으로 택시 시장에 적용되는 일

부 법적 규정을 개정하거나 철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광객 대상 개인 숙소 대여도 검

토 중에 있다.  

프랑스는 교통 분야 공유경제 각각의 하위 분야마다 다른 규제 접근법을 택했다. 도시 간 

차량공유를 제공하는 블라블라카(Blablacar)는 디지털 기반 차량공유(carpool)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만,  우버엑스(UberX)의 프랑스판 서비스인 우버팝(UberPOP)은 우버(Uber)와 임원진들에게 형사처

벌이 내려지고 프랑스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다(참고 3.9).   

식사 및 여행경험  

표 3.1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듯 식사와 여행경험 분야에서는 공유경제가 그렇게 많이 발달

하진 않았다. 식사공유 활동은 지역 보건 및 안전 규제(loc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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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규제가 적용되는 일반 식당과 지인들과 식사를 공유하는 편안한 초대 사

이에 불분명하게 걸쳐있어서 현재까지 정부가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이스라엘 관광부는 이트위드(EatWith) 집주인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홍보하면

서 적극적으로 공유경제 관광 기회를 받아들여온 반면, 스페인에서는 보건 당국이 해당 가정 주

방의 청결 상태 점검을 하기도 했다(BBC Travel, 2015). 피스틀리(Feastly)와 이트위드(EatWith) 모두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집주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체 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다(TechHive, 2014).  

참고 3.9. 프랑스의 영리, 비영리 차량공유 구분 

우버의 P2P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팝(UberPOP)은 2014년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개시했다. 최

고 성수기에는 우버를 통해 1만 명의 개인 운전자들이 기존 택시요금보다 20~40% 저렴한 요금으

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했다. 우버팝은 기존의 택시 운전기사들과 새로운 형태의 운전기사 차

량 서비스의 심한 반발을 야기했고, 도로 출입 차단과 우버팝 기사와의 충돌로 이어졌다. 우버팝

의 적법성 논란 소송에 이어 우버는 2015년 7월 3일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2015년 9월 22일,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택시 서비스와 운전기사 차량 서비스 간 경쟁에 관한 2014 테버노드법

(Thévenoud Law)에 따라 우버팝 서비스가 불법이며, 최장 2년 형과 3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블라블라카(BlaBlaCar)와 같은 비영리 P2P 차량공유 서비스와 

UberPOP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분명히 구분했다. 한편, 우버의 운전기사 차량 서비

스인 우버풀(UberPOOL), 우버엑스(UberX), 블랙카(Blackcar)와 밴(Van)은 프랑스에서 계속해서 영

업 중이다.  

출처: Le Monde, www.lemonde.fr.  

2012년, 한국의 수도 서울은 공유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용되어지

지 않는 공공시설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유경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공유경제를 활

성화하고자 고안된 20개의 프로그램과 정책이 포함된다. 서울시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

업 중 하나가 집밥(Zipbob)이다. 식사공유 플랫폼으로 시작된 집밥은 독서모임이나 야유회와 같은 

사회 활동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참고 3.2).  

공유경제 기반 여행계획 서비스는 기존 여행사와 거의 흡사하거나 다른 공유경제 플랫폼보

다 훨씬 더 지역 중심의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의 대응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

었다. 숙박이나 차량공유와는 달리 기존 관광업계로부터의 반발도 없었다.  

관광 정책 입안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  

공유경제가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관련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3

가지 핵심 분야는 전략적 운영 체계 강화, 기존 정책 인센티브 재고(re-thinking existing political 

incentives), 시의성 있는 규제 채택이다(Jhal and Z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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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운영 체계 강화  

공유경제와 관련한 쟁점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다. 핵심적인 고려 요소

와 우선순위 정책 목표를 명시하는 전략적인 운영 체계를 개발하면 향후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

고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에도 참고가 된다.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 실제 사례가 바로 영국에서 2014년 시행된 공유경제에 관한 독립적 

재검토이다. 재검토 이후, 영국정부는 공유경제 분야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대응방안

을 발표했다(영국 기업혁신기술부, 2014, 2015). 프랑스 정부도 공유경제와 공유경제가 일으키는 주

요 공공정책 문제들에 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했다(프랑스 경제산업디지털부, 2015)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공유경제의 기회를 더욱 잘 활용하고 기존 업체, 일자리, 소비자에게 

공유경제가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협력적 경제, 신사업 방식, 중소기업 담당 작업반

(Collaborative, New Business Models and SME Task Force)이 설립되었다. 공유경제에 적극적인 유럽연

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내의 다양한 업무를 연결하고자 만들어진 이 수평적 작업반

에는 관광분야도 포함되어 있다(참고 3.10).  

참고 3.10. EU의 협력적 경제, 신사업방식, 중소기업 담당 작업반(TF) 

관광업무를 다루는 국내 시장, 산업, 기업가정신 및 중소기업 총국(DG GRWOTH, Directorate-

General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은 2015년 초에 협력적 경제, 신사업 

방식, 중소기업 작업반을 설립했다. 필요할 경우 정책 이니셔티브를 권고하는 등 성장총국의 업무 

관점에 관련 이슈를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공유경제 내의 신규 사업 모델에서 

창출되는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유럽연합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

책과 시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작업반은 공유경제가 다양한 부문의 기존 사업 환경, 일자

리의 질과 소비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실증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2년간 작업반의 과제는 성장총국(DG 

GRWOTH)이 진행하는 업무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주류화하기 

위해 공유경제 관련 이슈를 담당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전반에 걸쳐 관심 있는 총국과 교류협

력을 하는 것이다. 성장총국은 통신네트워크 콘텐츠 기술총국(CNECT), 교통수송총국(MOVE), 사

법 및 소비자 총국(JUST), 관세총국(TAXUD)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작업반은 관광을 포함한 유

럽연합의 다양한 산업, 경제 활동에 공유경제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정책 논

의를 활성화하고 지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공유경제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들은 관광분야만을 위해 특화되어 있지 않으

므로, 관광 분야를 넘어선 폭넓은 정책 체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공유경제와 관광 관련 체계

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폭넓은 정책 목표에 공유경제가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많은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관

광에 초점을 맞추고 관광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 감소, 자원 절약, 사회 통합과 

같은 관련 전략들을 개발해 왔다. 이러한 정책 우선순위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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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가치를 끌어 올리고 개인 간 연결을 도모하는 공유경제의 다양한 측면과 분명 연

계되어 있다. 공유경제의 확대가 어떻게 더욱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이어질 것인가? 경

제 성장, 저렴한 주택 임대, 편리한 교통 체계 같은 폭넓은 정책 목표 역시 공유경제에 

의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은 이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

다.   

 비공식 경제의 범위. 공유경제 거래 중 상당수가 회색영역(grey zone)에 해당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정부 규정과 규제에 의해 잡히지 않는 미신고거래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공유경제 플랫폼에 의해 형성된 디지털 활동기록(digital trail)은 규제 당국이 기존

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

이가 크긴 하나, 비공식성(informality)은 OECD 전반에 걸쳐 관광분야의 주요 쟁점이다. 

기존의 세원을 잠식하지 않도록 정부의 이익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호하고, 업계 별로 

효율적이고 평등한 세제를 적용하며, 규제준수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내 혁신을 지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시장 내 정부의 역할. 일부 사례에서 나타나듯, 공유경제 플랫폼이나 기타 민간 기업에 

의해 정책적 우려 사안이 해결될 수도 있다. 한 예로, 태스크래빗(TaskRabbit, 

www.taskrabbit.com)은 최근 최저임금을 전체적으로 도입했으며, 인스타카트(Instacart, 

www.instacart.com)는 장보기를 대행해주는 사람들을 수당제공 대상 시간제 근로자로 여긴

다. 개인적, 상업적 차량 이용 모두를 아우르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기업들에 의해 승

차공유 기사들에게 어떤 보험이 적합한지의 문제도 해결되고 있다. 공유경제 플랫폼에 

의해 자체적으로 채택된 기준과 지침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 정부가 초점을 

맞춰야 할 사안이 될 것이다.   

 사회적 프로그램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 더 많은 사람이 시간제 및 새로운 근로 형태로 

일하게 된다면, 이것이 그들의 복지와 공공 사회보장 프로그램 대상 여부에도 영향을 미

칠지, 그렇다면 구체적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지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새로운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이 태동할 수도 있다(Financial Times, 

2015b).  

근본적으로, 정부는 공유경제의 잠재적 위험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예방적인 접근 방식을 택

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악영향이 입증되기 전까지 혁신이 이어지는 허가 없는 방식을 원

하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Thierer, 2014). 공유경제의 어떤 측면이 고려 대상이 되는지에 따

라 적절한 방식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관광객과 식사를 공유하거나 방문객에게 가

끔 방을 빌려주는 진정한 의미의 소규모 P2P방식 거래는 도시 전체의 교통이나 주택부문을 근본

적으로 탈바꿈시키거나, 특정 부문의 노동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변화보다 우려가 적

을 수 있다.   

정치적, 문화적 인센티브 재고(再考)  

정부는 실제 운영 환경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자체적인 평가를 신중히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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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리더십과 투명성. 무엇보다도 공유경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간 이익의 상충

을 빠르고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시장 참여자의 맞서는 기존의 사업자

들은 현상 유지를 해야 (현재의 택시나 호텔 규제를 보호) 이익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조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로비와 정치적 압력이 정치인과 정책 

입안자에게 가해지기도 한다. 공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진입과 장벽 

문제를 고려하여 투명하고 개방된 의사결정 과정을 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행정적 장려책. 기존 규제 형식 및 틀에 쉽게 들어맞지 않는 새로운 기술로 얻어진 아이

디어와 기회를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실험하도록 공무원들을 격려해야 한다. 덴마크의 마

인드 랩(www.mind-lab.dk)과 같이 관광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방안

을 논의 해보고(brain storming), 실험하고, 평가해보는 정책연구소 또는 혁신연구소의 활용 

확대도 권장되어야 한다.   

 최종사용자의 사고방식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빈번하게 정부 정책과 사업들은 시민이나 

소비자들의 관점이 아닌 정부만의 관점에서 만들어진다. 현재의 규제 체계가 관광객과 

관광업계에 잘 적용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기존 및 신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잘 준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정을 위해서는 합리적

이고 이해하기 쉬운 규정을 만드는 것이 권장된다(OECD, 2000).  

정책 및 규제 접근법 현대화  

공유경제 플랫폼은 대개 자체 소유가 아닌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므로 자본 제약이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대부분 국가에서 정책과 규제 체계가 공유경제 플랫폼의 운

영과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기존 체계가 어떻게 불필요하게 혹은 의도치 않게 

공유경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지, 혹은 공유경제와 기존의 전통적 경제 간의 공정 경쟁을 저

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융합행정(a whole-of-government perspective) 도입. 공유경제 기업과 관련한 이슈의 상당 

부분은 고용 기준, 경쟁, 과세 대상 정의, 지역 설정과 같이 다양한 정부 부처와 중앙정

부, 지방정부 모두를 아우른다. 그 결과, 국가 내에서 수평적, 수직적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록 더욱 혁신적이고 규제대상을 고려하는 접근법이 개발될 수 있다. 관광분야 정책 입

안자 측면에서는 교통, 숙박, 식당 관련 규제에 다양한 정부 부처와 중앙 및 지방정부 공

무원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모든 수준의 정부(중앙, 광역, 기초) 공무원으로 구성된 작

업반(taskforce)을 발족하여 장기적 사안과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수 사안을 함께 고

려하는 것도 융합행정을 활성화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성과기반 및 자체 규제 접근법 도입 확대. 어떤 경우에는 중앙집권적 통제 방식의 규제

가 공익 보호에 최선이다. 그러나, 많은 부문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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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의무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혁신을 촉진하지 않으며, 사실은 혁신을 가로막는다

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OECD, 2007). 정책 입안자들은 공유숙박 객실이나 승차공유 차

량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유연한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공유경제 플랫폼과 

직접 협력하여 세금 납부와 같은 복잡한 규제를 공유 플랫폼이 다루고 개인에게는 과도

한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공유경제에 참여하

고 있든, 그렇지 않든 관광분야의 모든 참여자를 위해 더욱 개선된 접근 방식을 개발할 

기회가 될 것이다.   

자체 규제 위주의 접근법도 기업의 인센티브가 공익과 맞닿아 있으며, 기업 활동을 독립

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다. 한 예로, 이트위드(EatWith)는 집주인

이 준비하는 식사의 품질과 플랫폼에 등록된 집주인의 실력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갖추고 있고, 서비스 품질 보증을 위해 면접과 실제 요리 시연도 하며, 

지원자 중 4%만 집주인으로 등록된다고 한다(BBC News, 2015). 공통 서비스 품질 보증서

를 통해 신뢰받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알리는 새로운 프로젝트인 쉐어트레이드(Sharetrade, 

www.sharetradeinternational.org)는 공유경제 전체 차원에서 폭넓게 이루어지는 자체 규제의 

좋은 예이다.    

 공유경제 플랫폼의 자료와 평판 정보 활용. 공유경제 기반의 거래 대부분이 판매자와 구

매자 양쪽에 의해 평가된다. 이러한 평점 제도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지불한 대가만큼 서

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신뢰와 기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예약해놓고 나타

나지 않거나 방을 더럽히거나 파손한 고객들도 공개한다. 정부는 이러한 평점 제도를 활

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일관되게 좋은 평점을 받는 이들보다, 문제가 있는 서비스 제공자

를 파악하고, 위험도가 높고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의

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유 플랫폼과 규제 당국 간 

지식의 불균형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플랫폼이 불리한 정보를 숨기지 못 하게 하는 등 

평점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다. 관광분야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관광 성과와 동향 

평가에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수집한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다.   

 면제 및 예외 규정. 공유경제 플랫폼이 기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없어서 효과적인 규정을 고안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신규 기업에 일시적 면

제나 예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규제 당국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장 상황을 파

악한 후 어떤 규정이 효과적일지 판단할 수 있다(The Mandarin, 2015). 미국 뉴욕, 디트로

이트, 펜실베니아에서 승차 공유와 관련해 이러한 접근법이 활용되었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접근방식과 더불어 관광분야에 새로운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고려해볼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정기적 규제 검토. 규제는 특정 시점에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술, 경제, 사회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기술 발전에 특히 취약한 규제의 경

우에는 정기적 검토 혹은 자동 폐기 되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을 적용하는 것도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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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방법이다.  

 협의 과정의 투명성 증대.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협의 과정이 더욱 개방되고 투명할

수록, 특정 이해관계 단체나 로비 단체의 이익에만 부합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규정이 

만들어질 확률은 낮아진다. 소 소비자 복지와 시장 경쟁 관련 사안은 종종 자신들의 이

익에 맞게 시스템을 교묘히 바꾸는 방법을 잘 아는 기존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도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폭넓고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 그러한 위험을 극복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증거기반 관광 정책 의제로의 도약(Towards an evidence-based tourism policy agenda) 

공유경제는 지난 5년간 빠르게 성장하면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전 세계 정책 입

안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공유 기업들이 국민의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양상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존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수의 

국가 혹은 지방 정부만이 종합적인 정책이나 규제 체계를 제시했으며,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공유

경제를 받아들이는 태도도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공유경제에 관한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긴 했으

나, 관광분야와 관련하여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볼 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공유경제 플랫폼이 진입하기 전 기본 정보 수집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자료(예: 

GDP, 거래 수량, 정규직 창출량/ 감소량/ 영향)와의 비교를 포함하여 관광분야에 미치는 

공유경제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유경제가 경제 전체의 파이를 늘리는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재분배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숙박, 교통, 여행 등 각 세부 분야

의 정보가 특히 중요하다.    

 공유경제에 참여하거나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요 이해관계자의 경험을 이해해야 한다. 

현지 택시, 관광 가이드, 호텔 운영자는 공유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 혹은 사용자로 참여하는 개개인은 어떠한가? 관광객은 집에 있을 때와는 반대로 

휴가철에 특정 공유경제 거래에 더 많이 혹은 적게 참여하는가? 다양한 공유 플랫폼 각

각의 역할과 사업 형태(business model)들을 무엇이며,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어떤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자가 현지 관습이나 언어에 친숙하지 않은 관광객

들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가? 관광 업체의 재원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

러한 다양한 시각을 고려해보면 정책 입안자들은 공유경제가 관광 분야에 실질적으로 미

치는 영향을 더욱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P2P방식 숙박공유를 비롯해 관광분야 공유경제가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

해야 한다. 한 예로 P2P 공유숙박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지만 유연한 추가 수

입원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처럼, 공유경제가 지역에 주는 영향은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

날 수 있다. 전용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을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면 소

음과 혼잡이 가중될 수도 있지만, 지역 경제에 고객이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모든 수준의 정부(중앙, 광역, 기초) 간 우수 사례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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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규제 대응과 관련한 우수 사례 공유는 유사한 어려움과 기회에 직면한 다른 지역

에도 상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공유경제를 둘러싼 정책 문제들을 

연계하고 모든 수준의 정부기관 간 협업을 추진할 경우 우수 사례 모델을 더욱 쉽고 빠

르게 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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