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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공유와 연결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인 승차 공유경제 산업
의 현황과 경제·산업적, 법률적 쟁점에 관해 논의하고자 했다. 대립하고 있는 두 집단 간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공유 경제
의 산업적 쟁점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한 국내외 사례에 관한 문헌 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승차공유 
산업은 생산, 공급, 분배, 소비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종합경제의 면모를 보였다. 접근이 용이한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 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종합할 수 있게 만들었다. 택시 산업과 승차공유 
산업의 갈등 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승차 공유 기업은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여금을 내거나 택시 총량제 
방안을 마련하고, 택시업계는 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선택했던 소비자의 입장에 관한 이해가 필요
할 것임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 문제와 법적 안정성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정책을 제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공유경제, 종합경제, 승차 공유, 4차 산업혁명, 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the ride-sharing platform industry, which 
embodies the core valu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haring and connectivity, as well as 
economic, industrial, and legal issues. To understand the position of competing groups, the research 
conducted extensive literature review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technical and legal issues 
of the sharing economy.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ride sharing industry showed the economy of 
synthesis in which production, supply,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are on one platform. It made 
possible to share values to users and synthesize them with new services through easy-access mobile 
application technology.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taxi industry and the ride sharing industr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ide-sharing companies should make contributions to provide 
legitimate services. The taxi industry needs to understand the value of the new industry and consumers 
who chose the shared platform service. The significance of the current study is that it proposed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policy direction toward the issue of bal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nd leg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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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공유경제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
는 이슈 중 하나이다[1].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 회장
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스위스 다보스 포
럼에서 기존 산업분류에서 정의되지 않는 모든 산업이 
가져올 세계 경제 변화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초 산업 
사회이며,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
되는 초연결 사회(hyper-connectivity)의 특성을 가진
다[2]. 어떤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
받은 자원은 플랫폼 산업과 연결되며, 플랫폼을 통해 사
람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가치와 관계가 연결되게 
되는데, 이 연결성이 확장되어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에
도 유사한 개념을 적용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성
이다[3].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성을 대표하는 새로운 산업인 
공유경제 스타트업들은 스마트폰과 GPS, 정교한 결제 
시스템 등의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플랫폼 산업의 기반
을 마련했으며, 개인과 개인(Person to Person), 오프라
인 연결 O2O(Online to Offline), 이용자의 요구에 따
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맨드(On-demand)라는 새로
운 산업 특성을 보인다[4]. 전 세계적으로 우버, 리프트와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은 놀라운 성장세를 나타낸다. 
2019년 3분기 기준 우버 이용자 수는 1억 300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18년 8,200만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5]. 한국에도 타다, 풀러스, 럭시 등 승차 
공유 플랫폼이 시장에 등장하고 소멸하는 등 다양한 사회
적 이슈 및 정치적이고 법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승차 공유 플랫폼의 등장과 흥행으로 기
존 운송 분야-특히 택시 업계가-커다란 도전에 직면했
다. 특히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택시기사 등 운송 노동자
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택시운송사업조
합은 승차 공유 플랫폼에 대해 불법 여객 운송행위로 규
정하고 지속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압박했고, 단속
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승차 공유 
플랫폼의 등장은 기존 택시 산업의 축소가 아닌 산업혁
신으로 인한 운송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6].

현재 국내에서는 운수사업 관련 업체와 정부·지방자치
단체, 승차 공유 플랫폼 사업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

아 승차 공유 서비스는 제한되거나 완전한 형태로 존속
되는 경우가 드문 실정이다. 카카오의 경우 기존 업체를 
인수해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려다 정부가 택시 이외의 
운송 서비스는 택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
면서 기존 법인 택시 회사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
고[7], 또 다른 카풀 업체인 풀러스는 2019년 택시업계
의 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약 1년간 유상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으며[8],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불법 
택시 영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가 1심 판결에서 초
단기 승합차 렌트계약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지
만, 검찰은 항소를 결정했다[9]. 이후 국회에서는 국토교
통부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방
안’을 기반으로 만든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
업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이
후 타다는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대표이사는 사임
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사측이 무책임하게 서비스를 중
단하고 있다며 본인들의 생계 문제가 달려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공유경제에 관한 정책 및 법률 연구를 
토대로 이익 집단 간의 도전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
술적 쟁점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성을 대표하는 공유경제 플
랫폼 스타트업의 국내외 산업 현황과, 경제·산업적 법적 
쟁점, 나아가 택시와 타다의 갈등으로 대변되는 승차 공
유경제의 국내외 규제 현황 및 그에 따른 정책 제안과 함
의를 주제로 논의할 것이다. 특히, 사법부와 입법, 행정부
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승차 공유서비스를 바라보는 가
운데(사법적 판단과 입법부의 충돌), 국내 승차 공유 시
장 현황과 의의, 승차 공유 산업 활성화의 원인과 이를 
규제하는 법률, 그리고 공유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
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하는지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
는 아래 연구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연구문제1– 승차 공유 플랫폼의 국내외 산업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연구문제2– 승차 공유 플랫폼의 경제·산업적·법적 쟁
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3– 승차 공유 플랫폼의 국내외 규제 현황과 
정책 제안 점은 무엇인가?

2. 국내외 승차 공유 서비스 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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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승차 공유 서

비스는 공유경제 활성화 메커니즘을 통해 흥행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 메커니즘은 시장 환경
적, 기술적, 인구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경기침체와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었고, 공유를 통
해 낭비를 줄이고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
능하다. 둘째로, 모바일 소셜 네트워킹 기술의 발달로 개
인 간의 거래가 용이해졌고, 온라인 개인 간 거래의 단점
인 상호 신뢰성이 높아졌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
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더 많은 이용자와 거래가 가능해
졌다. 세 번째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과도한 소비와 낭
비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식의 개선이 있었
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공유경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
다[10,11].

공유경제의 활성화 메커니즘은 두 가지 유형의 승차 
공유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했다. 하나는 우버와 풀러스 
같은 카풀 형식의 승차 공유 서비스이고, 두 번째는 국내 
타다 서비스이다. 본 연구는 국내 승차 공유 플랫폼인 풀
러스와 타다를 통해 승차 공유 산업의 의의와 현황을 주
로 살펴보고자 한다. 풀러스는 현대적 의미의 공유경제인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활용에 가장 가까운 플랫폼으로 공유
경제 플랫폼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ODMS(On-Demand 
Mobility Solution)서비스를 지향한다. 승차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여 운전자(드라이버)와 탑승자(라이더)는 카풀을 통해 
통근을 돕고, 교통과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한다. 타다는 차량공유 플랫폼인 쏘
카와 모바일 커플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던 VCNC가 
2018년 하반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새로운 형식의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다. 타다는 쏘카가 운영
하는 온라인 렌터카 비즈니스 모델에 VCNC가 채용(도
급)한 운전기사를 알선하여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이다.

 타다가 시작된 초반, 택시업계와 타 카풀 플랫폼 사
업자 간에는 강한 충돌이 있었지만 타다는 서비스 초창
기에 택시업계와 큰 갈등이 없었다. 그러나 카풀 플랫폼 
업체들이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이후 타다는 택시 
업계와 강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
다는 2020년 3월 기준 약 12,000명에 달하는 드라이버
가 1,500대 이상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17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10월에는 2020년까지 
1만 대 증차 계획을 밝히며 타다에 대한 시장 수요가 많
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12]. 그러나 검찰의 기소로 인
해 증차 계획을 중단했고, 1심 승소 이후 타다는 택시 면

허가 있는 운전기사를 고용한 프리미엄 서비스(카카오블
랙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등 사회적인 활동 
및 현행법과 제도를 준수하여 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하겠
다고 밝혔다. 그러나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송
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타다는 여객법 
시행 유예기간이 1년 6개월가량 남았음에도 서비스를 중
단했다.  

한편, 승차 공유 서비스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우버는 
2010년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출발지와 도착지
를 앱 내에서 정하고, 카드를 미리 등록해 결제가 이루어
지며, 차량의 위치 공유가 이루어져 언제 차량이 도착할
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장점으로 승차 공유 시장을 선점
했다. 2018년 기준 약 600여 개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택시
업계와 충돌이 있었다. 우버는 택시와 매우 유사한 서비
스를 제공한다. 택시 면허가 없는 드라이버가 승객이 원
하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
공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우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종식되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택시업계와의 충돌 및 정부
의 규제로 인해 우버 서비스-일반 차량 공유 서비스인 
Uber X-는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3. 공유경제 쟁점 논의
3.1 경제·산업적 측면: 공익과 사익 간 쟁점

공유경제는 대량 생산 위주의 자본주의와 상반되는 개
념으로, 생산된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사용함으
로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제체제이다[10]. 앞서 언
급했듯이, 에어비앤비와 우버, 리프트 등 공유경제 플랫
폼들은 규모의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같은 집단 간에서
(peer-to-peer economy) 가치를 창출하고, 나누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즉, 한 사람이나 법인이 재화 등을 독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공유를 통해 협력적 소비 
형태의 경제가 문화로 정착되는 것으로 정의한다[13,14]. 
사회적 자본 중 사회적 신뢰에 “더 많이 의존하여 공통의 
가치를 창출하는” 네트워크의 형태인 것이 공유경제가 
시장경제와 다른 점이다[3].

하지만 공유경제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합치는 것에 
가까울 수 있다. 레식은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활용’이라
는 현대적 의미의 공유경제를 정의하며, 공유경제는 자기
만족과 이타심이 동기가 되어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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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라고 주장했다[13,15]. 즉, 공유경제를 재화의 창출
이 아닌 소비의 방식으로 해석했다[16]. 이 점에서 우버
나 풀러스, 타다는 플랫폼이 중심인 서비스 산업의 일환
으로 기존의 ‘공유’경제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플랫폼 사
업자는 중개인이며, 플랫폼의 수익이 중요한 목적이 된다
[17]. 또한, 플랫폼 중심의 공유 서비스는 플랫폼 노동자
라는 새로운 형태의 계급을 만들어냈다. 이렇듯 현재까지 
이상적인 형태의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가 부재한 가운
데, 공유경제의 개념 또한 논쟁 중이다[18]. 플랫폼 산업
에 중개인이 등장하며 기존의 이상적인 공유경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승차 공유 플랫폼 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승차 공유 플랫폼은 기존 시장 구조
에서 불가능했던 다양한 시도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긍정적이다[19,20]. 따라서 본 
연구는 공유(Sharing)경제라기보다는 종합(Synthesis)
하는 경제라는 입장을 견지한다[16]. 우버와 같이 공유가
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승차 공유 플랫폼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어있는 공간이나, 자동차를 수요
자와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고객의 
비용을 절감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접근이 용이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통
해 이용자에게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종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산업의 차원에서 타다는 
운송업계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
택권을 주고 있으며, 우버와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모
빌리티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기존 승차 비즈니스에 공
유 경제의 개념을 일부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새로
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생산과 공급, 분배, 그리고 소비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타다를 종합
경제라고 볼 수 있다. 

공유와 종합 사이에서 급속히 변화하는 4차 산업 공유 
경제 환경에서 정부는 기존 시장을 위한 신산업 규제와 
법률 적용과는 다른 접근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특히 우버는 전통적 자본주의의 기준인 영업
권, 소유권, 접근권, 이용권이 혼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
적, 사회적 질서와 다른 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21].

우버 이외에도 한국형 차량 공유 플랫폼인 풀러스와, 
럭시가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카풀 서비스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22]. 타다는 우
버와 카카오 카풀이 택시업계와 충돌하고 있는 시점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타다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승차 

공유 시스템과 달리,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운전사를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을 선보였고, 택시보
다 더 친절하고 깨끗한 서비스를 표방했다. 많은 타다 이
용자들은 이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다[23]. 그러나 택시업계는 렌터카의 유상운송, 관광 목
적이 아닌데 11인승 이상이라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붙이
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며, 결국 검찰은 타다를 기
소하기에 이르렀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2019년 카풀서비스를 포기하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 4개의 단체와 손잡고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를 압박했다. 카카오는 결
국 기존 산업 주체와 손잡은 것이고, 타다는 새로운 승차 
공유 플랫폼 산업을 지속해서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익을 소비자의 측면에서 바
라본다면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와 택시업계가 박탈한 것이다. 택시업계
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타다와 우버 금지는 결국 
기존 운수사업자의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소비자의 선택
권이라는 또 다른 공익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1
만 3천 명의 타다 드라이버 입장에서도 새로운 일자리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들의 이익은 박탈당하며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3.2 승차 공유 산업의 법적 문제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공익을 위한 공유경제의 잠재

적 가치를 간과한 채, 사익에 초점을 두고 법률적 적용 
및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우버는 2013년 한국에
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가 아니며, 우
버의 영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하고 있는 유
상운송, 운전자 알선 행위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써 택시
업계의 사업영역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운송 질서를 문
란하게 할 소지가 크다-서울시는 이후 우버의 불법 서비
스를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를 시작했다[24]. 이후 우버
는 서울시에 기사 등록제를 제안하였으나 합의점에 도달
하지 못하고 2015년 서비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25]. 
한편, 2016년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한국판 우버를 키우겠다는 발표를 하였
고, 경찰청에 등록된 면허 정보를 우버와 같은 차량공유
업체에 제공하여 부적격 운전자를 거를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발표했다. 택시 면허권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정책이 충돌해 승차 공유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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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했고, 새로운 산업이 가져
올 여러 이점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버
는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인 우버 블랙(UberBLACK) 등
의 새로운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선회했다[26].

사실상 승차 공유 서비스는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시작한 편에 가깝다. 한국 시장에서 가장 이용
자 수가 많았던 국내 카플 플랫폼인 풀러스도 법적 분쟁
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4조
와 81조의 위반을 이유로 불법 유상 운송이라는 불법행
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풀러스는 동법 81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 조항인 ‘출·퇴근 시 승용자동차를 함
께 타는 경우 유상 운송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에 근거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 81조 제1항 1호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타다도 여타 승차 공유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 34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타
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의 예외조항인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
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기사를 포
함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정당한 법률에 따라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결국, 1심에서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서비스가 맞으며, 
여객 운송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으나, 해당 판결이 승차 공유 플랫
폼 업계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는 구 
산업과 신산업의 상생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
라고 입법자는 밝히고 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운송사
업을 제도화하고, 신규 사업자가 기여금을 내면 사업자 
면허를 발급해준다는 내용과 11인승 이상 승합차가 기사
를 포함하는 렌터카 모델의 사업은 제한하는 조항이 들
어있다. 타다는 이를 혁신 산업의 시장 진출을 금지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은 오로지 택시
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법일 수 있다.

3.3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이익집단들의 입장
3.3.1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입장 
앞서 언급했듯이 택시운송사업조합은 모바일 승차 공

유 서비스를 불법 여객 운송행위로 규정하고, 단속과 규
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입법부와 행정부, 지자체를 압박하
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을 지정해 그 시간 동안 카풀
을 할 수 있는 풀러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택시
업계는 여객운송사업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의 택시 
영업을 하는 위법 행위임을 강조한다. 서울시 또한 81조
의 단서조항은 혼잡시간 교통 분담을 위한 것인데, 주말
과 공휴일까지 운영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자가용 택시 
영업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27]. 

카풀 서비스의 또 다른 문제는 81조 1항이 허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카풀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드라이버와 라이더가 출·퇴근 시간과 방
향이 같은 것이 카풀의 의미이지만, 택시와 마찬가지로 
라이더가 원하는 목적지로 차량이 운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출·퇴근은 하루 2회가 기본이나, 2회를 넘어 유상
으로 부업 운행을 하는 드라이버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일부러 도로를 다니는 것이 아니더라도 영업직의 
경우 업무시간 내에 돌아다닐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반박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택시업계의 반대 이유는 안전 문제다. 서
울 택시 면허를 허가하는 서울시는 택시 운전자의 전과
기록을 면허 취득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교통사
고가 나는 경우에도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사고에 대한 처
리 및 보상을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카풀 업체는 간단한 
온라인상의 절차를 거쳐 드라이버로 등록할 수 있고, 사
고가 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보상을 직접 해주는 것
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타다는 파
견업체를 통해 드라이버를 프리랜서 형식으로 고용한다. 
직접 고용이 아니라 도급으로 드라이버를 고용하기 때문
에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 가능하다. 실제로 남성 드라
이버가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촬영해 다른 기사들과 공
유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사례가 있었다.

3.3.2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입장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일관된 규제나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택시 면허 발급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도 마
찬가지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여러 이익단체에 의한 압력
을 받기 때문에 정책 방향 설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이러한 가운데 승차 공유 서비스의 공익성이 무엇인
지 정의하는 것에 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플랫폼 노
동자들은 이익집단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
다. 소비자들도 승차 공유 산업에 대한 집단화된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택시업계만이 집단의 목소리
를 내는 실정이다.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카카오 
모빌리티와 여당,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출
범하여 24시간이 아닌 주말을 제외한 출퇴근 시간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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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2회만 제한적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28]. 그
러나 이 결정은 모든 사업자가 합의한 것이 아니고, 강제
적인 것도 아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타협안으로 마무리
됐다. 

택시업계와 정부, 서울시의 대응은 4차 산업혁명, 공
유경제 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규제라는 비난을 받기
도 한다.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가 승차 공유 플랫폼
이 사실상의 택시 영업이라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
률 해석일 수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간의 
카풀에 대해 아직까지도 모호한 입장이다. 2020년 2월 
타다의 1심 판결에서도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상호관계에 기초해 처벌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횟수로 유상운송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
지만, 횟수가 많다면 유상운송의 가능성이 크다는 태도를 
보인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유상운송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승차 공유 서비스 
운전자가 진정한 의미의 카풀을 수행했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는지는 법원의 최종심 판단이 중요
한 잣대가 될 것이다.

나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출·퇴근 경로 또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출·
퇴근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출·퇴근 과정 중 카풀을 하였는지 
여부 또한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불법
성 판단은 쉽지 않아 보인다.

3.3.3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와 플랫폼 사업
     자의 입장
한편, 수요자 측면에서 승차 공유 플랫폼과 택시가 제

공하는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다[29]. 택시는 승객을 원
하는 목적지에 운송해 주고, 승차 공유 플랫폼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는 점이 다를 뿐, 기본적으로 드
라이버가 라이더를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구조이기 때문
이다. 심지어 카카오택시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으로 승차 
위치와 목적지를 제공하고,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지불한
다는 점, 이용객이 타고 내린다는 점에서 다른 승차 공유 
플랫폼과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
은 결국 승차 공유 플랫폼이 원칙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다. 그러나 승차 공유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를 부정한다. 
이들은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에서 구시대적 법률로 새로

운 가치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택시 업계에서 지적한 문제는 두 가지 쟁점으로 논점
을 압축할 수 있다. 먼저, 허가받지 않은 드라이버가 운송
행위를 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승차 공유 플랫폼들은 자동차 등
록증과 운전면허증,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보험가입 인증
을 통해 명확한 개인 입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드라
이버로 등록할 때 필수적으로 해당 서류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타다의 경우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드라이버를 채용하고, 탑승자의 평가를 통해 이들을 관리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문제는 사고가 난 경우 
피해 보상 문제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
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제 3자에 대한 인적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 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대물배상, 운
전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를 보상해주는 자동차 상해로 
구분된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 상의 면책조항인 ‘비사업용 자동차의 영리 목적 
운행조항’이 문제의 소지가 된다. 출·퇴근 시 카풀의 목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상적 보험 가입자라면 사고가 났
을 때 피해의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카풀이 아닌 영리 목
적을 취지로 운행한 경우 보험 적용이 어려워진다. 사고 
피해 보상 문제는 카풀 업체에서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카풀의 목적이 아닌 승차 
공유 서비스의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애매한 결론만 남는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여객법과 자동차보험법의 개정을 통
해 충분히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4. 법률 및 정책 변화의 필요성
4.1 경제·산업적 측면에서의 변화 필요성

2012년 9월 서울시는 민관 거버넌스인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을 ‘공유도시’로 선언하고 
기업 중심의 공유 사업 모델이 아닌 공공 차원의 공유 사
업 모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7년 11월, 
공유도시라는 선언이 무색하게 승차 공유 플랫폼인 풀러
스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30]. 단 5년 만에 서울
시의 공유경제에 대한 정책이 변한 것이다. 마치 지방자
치단체가 공유경제 플랫폼 스타트업을 반대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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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으로 비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17년 11
월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
하고자 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토론회는 무산되었다. 
이 토론회는 정부가 승차 공유 플랫폼 산업을 허가해주
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주장하며 개회를 반대했다. 이후 
반복되는 집회와 여당과 야당의 정치 공방이 이어졌고, 
사실상 한국의 승차 공유 플랫폼 시장-특히 카풀-은 사
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체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자유 시장 경제 내의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이다. 소비자는 선호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으나, 정부와 이익집단의 목소
리를 반영해 왔던 공청회나 토론회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 

이러한 갈등에도 플랫폼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는 공유 경제 산업 요건을 갖추게 되었고, 단
기간에 대기업 수준의 형태와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갈등과 법률적 쟁점이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 환경과 특징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
라고 분석한다. 나아가 급변하는 4차 산업인 승차 공유 
플랫폼 산업에 기존 산업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적용하
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공유경제에는 수요와 
공급의 전통적인 경제학적 접근이 아닌 나눔과 협력이 
새로운 기준이 됨으로써 기업 중심의 이윤 창출에 초점
을 둔다면 올바른 법률 혹은 정책적 해석이 불가능할 수
도 있다[10,31].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받아들이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진통이 심했다. 협력적 소비, 소유에
서 공유로, 기업 위주의 생산이 아닌 개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 창출의 경제체제는 지금과는 다른 
정책과 제도, 그리고 법률 위에 존재해야 한다.

기존 산업인 택시업계와 새로운 도전자인 온라인 승차 
공유 플랫폼 업계,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를 조율
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가 협력하고 대화를 해
야 관련 법제가 제정되고, 그 법률에 따라 공익의 진정한 
의미 창출과 그 공익의 보호가 가능해지며 안정적인 경
제적 발전이 뒤따른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경제 플랫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장, 차량 서비스 업체, 정부가 이해
관계 해결을 위해 “통합적 관점에서 협력적 접근이 요구” 
된다 [32,(p.22)]. 우버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버를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인정해주고, 그에 맞는 운송사업과 다른 우버 
드라이버들에게 적합한 정책과 규제를 통과 시켜 주었기 
때문이다[3,33]. 영국 옥스퍼드 마틴 스쿨의 발표에 따르
면, 우버의 등장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 택

시 공급은 8%, 개인택시 공급은 25%가량 증가했고, 일
자리가 창출되는 결과를 보였다[34]. 뉴욕주의 택시 기사
들이 시간당 USD 15를 버는데, 우버 드라이버는 USD 
23을 번다고 했다[35]. 이는 온라인 카풀이 기존의 택시
보다 수입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식이라
는 것을 함축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36].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기존 산
업과 운송 플랫폼 업체의 충돌은 있었지만, 한국처럼 우
버가 철수하고, 토종 스타트업인 풀러스나, 카카오 카풀, 
타다 등이 사업을 포기하여 관련 산업이 몰살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기존의 운송업계가 사양
산업이 되고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가 대세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타다와 같은 변형된 승차 공유 플랫폼
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완벽히 시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4.2 법적 안정성과 불법행위
승차 공유 플랫폼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는 경제·산업 측면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사고 피해의 
보상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정책제정이 필요하다. 승차 공
유 플랫폼의 가장 큰 가림막은 기존 택시산업과의 충돌
이다. 법률은 택시운송사업의 의미와 역할, 요건 등에 대
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의 규모나 종사
자 수, 서비스 가격 등은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운송사
업 면허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급하기 때문이다. 자가용
과 대중교통의 발달로 택시 수요는 감소하였지만, 택시 
대수는 증가해 택시의 수입구조가 악화하였다. 그리고 불
법 도급 택시나, 승차 거부,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의 질이 저하되고, 택시에 대한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다
[37]. 이런 상황에서 승차 공유 플랫폼 업체는 더 깨끗하
고,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함을 강조하며-프리미엄 서비스
나 타다를 제외하고-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투
자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형국에 택시업계는 지속해서 반
발하는 실정이다.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우버는 다른 국가에서도 
이미 불법 또는 불공정 거래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
나 우버는 운송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사업자로 등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했다. 드라이버나 소비자 관점에서 위 주장은 기업이 드
라이버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드라이버가 중
개된 정보로 불법 유상운송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
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논의를 확대하면 타다가 4차 
산업이나 공유경제와는 동떨어진 산업이 아니냐는 주장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4호108

을 뒷받침한다. 혁신적인 이동 수단이라 평가받고 있지
만, 도급계약 형식으로 운전기사(노동자)를 파견받아 사
용하기 때문이다. 기사를 동반한 렌터카 소개회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 4차 산업과 공유경제가 단순 인력소개 혹은 
도급계약이라면, 이를 옹호해야 할 의미는 무색해진다. 
타다는 택시업계나 정부의 입장을 절충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 기존 사업자들은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항상 경계
하며 시장의 우위를 뺏기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는 정부의 권고를-기여금을 내고 
영업을 허가받는-받아들이고 기존 사업자들과 공생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4.3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
승차 공유 플랫폼 산업이 합법화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택시산업과의 충돌이다. 이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소비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
택하고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익적 측면의 해결 방
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택시운송 사업의 면허 발급권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타 산업과 다르게 공권력과 규제/법
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해당하는지 
구분 짓는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택시는 시민들의 필수적
인 운송수단에 속하는 공적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
요와 공급의 측면과 아울러 수용자 중심의 공익적 측면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이 시장에 등장하
면, 소비자들은 시장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필요 또는 기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해소
할 수 있다면,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은 경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한쪽이 도태된다. 여기서 공익적 문제가 발생
하고, 정부는 기존 산업을 보호해 사익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공익을 위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결정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맥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
국에서는 우버가 등장한 이후 우버의 수익률이 택시보다 
높아 택시 면허를 포기하고 우버로 업종을 변경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뉴욕 택시 라이센스 가격이 우버 등장 
이후 대폭 낮아졌다. 한국은 택시도 많고, 택시비도 상대
적으로 저렴하지만 왜 소비자들이 승차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고, 서비스가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공적 차원
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차산업 시대를 맞
아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면서 동
시에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중단하게 만든 결
과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 되었다고 주장한다. 승차 공
유의 공유성을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효

율성, 새로운 서비스의 시작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측면
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이러한 점을 중요
하게 생각하고 1심 판결을 내렸지만, 입법부와 행정부에
서는 기존 택시 산업 보호와 택시 면허권에 집중하여 새
로운 서비스와 공익에 대한 가치를 간과했다. 

4.4 해외 주요국의 승차 공유시장 규제
정부와 택시업계 그리고 승차 공유 플랫폼 사업자 간

의 갈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규제와 정책 
사례를 분석했다. 특히 영국과 독일, 프랑스, 미국을 중심
으로 국내 승차 공유 시장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
는지 고찰하고자 했다.

영국에서는 런던 택시기사 연합(Licensed Taxi 
Drivers' Association, LTDA)이 우버의 요금 책정 방식
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우버의 운행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38]. 영국 고등법원은 민간고용차량법(Private 
Hire Vehicles Act 1998) 제11장에 따라 우버 운행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39]. 하지만 차량 공유 플랫폼 
등록 차량이 폭증하여(2015년 기준 10만대 가량이 등
록) 교통체증과 공공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
적을 받았다.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 혹은 
TfL)은 결국 우버 영업 허가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고, 
우버는 런던 대중교통 규정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다. 
승객과 운전자 안전에 대한 불만 사항을 TfL에 보고하
고, 1년에 두 차례 감사를 받고, 중대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40].

독일은 많은 충돌 끝에 뮌헨과 베를린에서만 우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프랑스에서는 배차 요청 이후 15
분 이후에 승객을 태워야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가 플랫
폼 업계의 강한 반발에 의해 위 규제를 철폐하기도 했다. 
싱가포르에서도 우버는 매우 까다로운 사설 차량 운전자 
직업 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을 할 수 있다. 결국 우버는 
싱가포르 기반의 택시업체와 제휴한 승차 공유 플랫폼 
업체(‘그랩’)에 싱가포르의 사업을 매각했다. 그랩은 싱가
포르 규제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태국, 
베트남 등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서비스를 진행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는 미국 우버는 2010년 서비
스를 시작했다. 당시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조례(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de Section 5353, H)에 따르면 자동
차 승차 공유가 운전자의 소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
우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 위원회(California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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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ies Commission, CPUC) 혹은 샌프란시스코 도
시교통청(San Francisco Municipal Transportation 
Agency, SFMTA)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 당
시 우버와 리프트는 사업 내용에 차량 공유를 포함하여 
규제 당국의 규제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 이로써 캘
리포니아주 택시업계는 차량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많
은 이용객을 빼앗기며, 우버와 리프트의 단속을 요청했
다. 차량 공유플랫폼 운전자가 차량 보험 없이 승객을 운
송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음주나 약
물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결국 CPUC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며 적법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급증하는 이용자와 드라이버로 인해 
모든 차량을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41].

이후, CPUC는 2013년 TNC(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에 해당하는 기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
전자의 신원과 차량의 안전기준 및 보험가입을 의무로 해야 
한다는 규제 항목을 신설했다.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서
비스 허가 및 규제를 기존 택시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입법한 것이다. 이러한 규제의 주된 목적은 승객에 대한 
보호였다[42]. 이후 뉴욕, 보스턴, 시카고 등 타 도시에서
도 샌프란시스코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 기준을 받아들이
게 되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다른 나라들
과는 다르게 소비자의 선택권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장 주요한 공익으로 간주한다면 미국
식 모델이 우리가 적용할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해외 및 국내 승차 공유 플랫폼 기업이 기존 운수회사
와 어떤 갈등을 겪었고, 규제를 받았는지 분석해보면, 다
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기존 규제 법률의 빈 곳
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승차 공유 
플랫폼이 과연 불법을 피해 교묘히 서비스를 추진해야 
할 만큼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일인지는 의문이다. 기존 
산업과 새로운 승차 공유 플랫폼 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
록 법률 또는 규제를 도입한 곳은 미국뿐이다. 다른 국가
에서는 플랫폼 업체들이 기존 산업에 포함되거나, 대체하
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존 산업과 손잡은 기업에 매
각되어 서비스를 지속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기존 택시
기사를 새로운 산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을 
시행했다. 소비자의 권익도 마찬가지이다. 소비자가 원하
지 않는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속에서 도태되기 
마련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기술적 특성인 초연
결성을 중심으로 공유 경제 산업 현황과 경제/산업적, 법
률적 쟁점을 논의했다. 신산업의 등장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지만, 한편으로 현존하는 산업에 위기
를 야기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의 기술 산업적 
관점에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술적 쟁점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고, 대립하고 있는 
두 집단 간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나아가 정부
와 입법부의 공평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공유경제 법
률 쟁점에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공유경제는 
세계적인 흐름이며, 기존 산업과 신산업은 종합 혹은 융
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로의 사익을 더 큰 공익을 위해 
추구해야 함을 주장했다. 공유 경제는 초연결성이란 기술
적 혁신으로 생산과 공급, 분배, 소비를 하나의 플랫폼에
서 가능하게 해 서비스를 종합(Synthesis)하는 측면이 
강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승차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연결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비
용 절감과 수익 창출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기존 승
차 비즈니스에 공유 경제의 개념과 기술 혁신을 통한 종
합 경제의 가치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했다. 본 연구의 주장은 타다의 1심 선고 내
용과-새로운 시장에 대한 수용자의 선택이 기존 운송 업
체의 사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타다 서비스의 소비
자 권리를 인정했던–유사하다.

기존 산업과 새롭게 등장한 산업의-승차 공유 플랫폼
과 택시업계의-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여타 
공유경제 기업과 다르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라는 일종의 
특권으로 인해 더욱 그 충돌이 크게 드러난다. 정부가 부
여하는 면허권에 대한 특권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 시대에 강조하는 것은 이권 다툼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승차 공유 플랫폼은 세계적으로 이
미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드라이버는 금전적 수익과 
공유 문화의 사회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스타트업
의 육성을 위해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 중이
다.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체감 제도 효율성은 
낮다고 평가받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안
이 통과되고, 승차 공유 플랫폼 사업자들은 일정 수준 규
제 내의 궤도로 들어오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의 결
과와 영향은 추후 평가될 것이지만, 혁신적인 산업이 기
존 정책이나 규제로 인해 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승차 공유 플랫폼 기업은 공유가치를 통해 기존 택시
업계와 운송업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기업과 기업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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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중개자이며, 접근이 쉬운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영역의 산업을 
창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사람들이 새로운 공
유 문화를 창출하게 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하
지만, 승차 공유 서비스는 여러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고, 
이 갈등은 많은 법률적 쟁점(타다의 1심 판결과 타다 금
지법 통과)을 야기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거나, 흐름을 막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을 언급한 
폴 데이비드(Paul David)에 따르면, 기존 인프라 위에 
새로운 기술을 얹는다는 것은 한 가지 기술적 패러다임
이 다른 패러다임으로 옮겨 가는 역사적 전환 과정에서
도 이례적인 사례였다고 지적한다[43]. 제조업자들이 증
기에서 전기로 동력원을 바꾸는 데 약 40년이 걸렸다. 두 
체제를 완전히 바꾸기 전까지 두 가지 동력을 함께 사용
하는 경우도 있었다[4].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 새
로운 것은 기존의 것과 충돌하며, 공존하다가 결국 변화
한다. 본 연구는 행위자들의 상호 이해와 타협을 통해 4
차 산업혁명의 공유 경제와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다 1심 선고 공판 이후 모빌리티 산업 주체와 규제 
당국은 함께 고민하고 건설적 해결책과 방안을 찾는 것
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이라고 생각한
다는 말을 남겼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년 3월 국회
에서 통과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승차 공유 플
랫폼의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며, 기존 택시 사업과 업종
영역을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을 주장하는 
입장과 혁신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중 어디가 
옳은지는 추후 평가받게 될 것이다.

기존 산업 체제와 공유 경제의 새로운 산업의 갈등은 
법정 공방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공유와 종합은 
한 가지 경우만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택시 업계, 공
유 경제 플랫폼 기업, 그리고 정부는 새로운 시장의 수요
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도 문제를 해결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승차 공유 서비스는 쾌적하고, 승차 거부가 없다는 이
유로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았다. 이미 카풀 서비스는 거
의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타다 역시 타다 금지법으
로 인해 멈춰있는 상황이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
어들었다. 새로운 산업과, 혁신, 소비자를 위한 유일한 모
빌리티 서비스는 오직 택시뿐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
다. 나아가 현 상황에서 타다는 여객법 개정안에서 다시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금을 내 거나 
택시 총량제에 대한 방안을 세우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정
부와 택시회사에 양보해야 하고, 택시업계 또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의 가치와 타다를 선택했던 소비자
의 입장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입법부와 행정부 또한 
한 쪽의 견해만을 받아들이고 ‘금지법’으로 비칠 수 있는 
법률 개정보다는, 택시 업계에서 주장해왔던 택시 광고 
규제나 택시 귀로 영업(택시가 사업 구역 내에서만 운행
할 수 있는 규제), 택시기사의 노령화에 대한 사안을 고
려해 규제 철폐로 선회해야 해야 할 것이다. 말뿐인 창의
와 혁신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저해한다.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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