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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

고 있는 공유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산업 간 갈등의 조정과정을 분

석한 사례연구다. 본 연구가 분석한 사례는 한국에서 최근 갈등이

불거졌다가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를 도출해 낸 승차공유

서비스 관련 갈등사례다. 승차공유 갈등은 공유경제로 인해 발생

하는 갈등 사례 중 하나이며 향후 유사한 갈등사례가 빈번하게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유경제는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화나 용역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소비를 가능케 하지만 이는 기존의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이윤을 감소시키는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경제는 아직까지 기존의 규제나 정책으로 충분히 규율되고 있

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정책의 격차는 기존 산업이 공유

경제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격하게 되는 갈등의 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승차공유 갈등사례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서 연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갈등의 발생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인 정

책대안이 구성되는 정책결정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Peltzman의 규제이론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틀을 활용하여 승차공유 서비스 갈등조정 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정책결

정과정에서 정책문제의 흐름은 택시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

문제가 승차공유 서비스의 등장이라는 초점사건으로 인해 심화되

는 과정에 해당된다. 택시산업은 외부환경 측면에서는 승용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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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 확대, 대중교통의 발달 등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했지만 지속

적인 증차로 인해 공급은 증가해왔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사납

금제도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 및 법인의 경영효율화 노력 부재 등

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에 연료비용 상등 등의 비용측면

요소가 결합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의 등장은 택시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가시적인 위협요

인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 정책대안의 흐름은 택시산업의 수

익성 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액관리제, 감차효율화, 대중교통

지정 등의 대안들이 해당된다. 그리고 승차공유와 관련된 갈등을

먼저 겪은 해외에서 중재안으로 제시된 면허매입을 통한 감차대금

조성 등의 대안 역시 정책대안의 흐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의 흐름은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의 증대와

우호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약 100만 정도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택시업계의 이익집단으로서의 강한 결집력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사회적대타협기구라는 정책의 창을 통해 결

합하여 택시제도 개편방안이라는 정책결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정책선도자는 이같은 갈등의 조정과정을 주도적으로 중재한 국회

라 할 수 있다.

정책결정의 메커니즘은 갈등조정의 결과물인 택시제도 개편방안

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갈

등조정의 결과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

으나 기존의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되었다. 전반적인 갈등과정에서 택시업계의

보호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정책선도자인 국회의 정치적 보수 극대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Peltzman의 규제이론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국회는 택시

업계 표와 승차공유에 우호적인 여론의 지지를 모두 확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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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결정을 주도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승차공유 서비스 갈등조정에서는 기술발달로 인해 심화된 정책문

제의 흐름이 정책의 창 개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이러

한 산업 간 갈등조정은 규제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이는 국회의 정

치적 보수 극대화 논리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유사한 갈등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조정기제를 활용한다면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

하고 4차 산업혁명 하에서의 산업 간 구조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련 갈등을 조정할 때 정부 조직인 4차산업

혁명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

사점이다. 이 경우 반복적인 갈등 조정을 통해 해당 위원회의 갈

등조정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고 일관된 정책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어 : 정책흐름모형, 승차공유, 규제일반이론, 갈등조정, 정책선도자

학 번 : 2018-2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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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기술발전은 정책환경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의 기준에 맞게 수립된 기존의 정책들은 신기술이

기술적·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새롭게 창출해내는 신산업의 영역을 규

율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많은 정책들이 기술이 발

전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신산업의 확장을 발목잡는 ‘불필요한 규제’

라는 불명예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과 정책의 격차(gap)는 4

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누리는 집단과 그로 인해 사양산업의 길로 들어서

는 집단의 갈등 속에서 더욱 부각된다.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로 공유경제를 꼽을 수 있

다. ‘사유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자본으로 삼아 이윤을 추구해오던

전통적인 경제활동의 관념이 공유경제의 시대를 맞이하여 극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자가용의 유휴시간은 타인의 최대지불의사금

액(WTP)과 교환이 가능해졌고 내 집 역시 미지의 여행객에게 일시적으

로 임대가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공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공유경제가 작동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높은 거래비용과 정보

의 비대칭성 때문에 특정 산업의 형태로만 가능했던 것들이 기술의 발달

에 힘입어 개인이 이러한 제약을 넘어 자신의 유휴자산을 판매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기존 산업에게는 위협적인 경쟁

자의 등장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기존 산업의 종사자들이 자신의 자원을

공유하는 각 개인들을 일일이 견제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대상도 불분명하다. 이로 인해 기존 산업은 개인들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싶어하고 그 무기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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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 또는 규제’를 활용하고 있다.

‘우버’로 대표되는 승차공유 서비스와 택시산업 간의 갈등은 이러한 기

존산업 대 플랫폼사업자 간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

호주·중국·일본·독일·스페인 등 주요 국가들은 승차공유 서비스로 인한

갈등을 겪었고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은

2013년에 우버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택시업계의 반발 및 위법성 논란

이 제기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모두 우버의 영업행위를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1조의 유상운송행위 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후 우버는 검찰기소까지 당했으며

택시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정부의 단속으로 인해 2015년에 서비스를 종

료했다. 국회에서는 우버와 같이 기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

항을 추가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기존 산업(택

시업계)이 플랫폼사업자(우버)를 기존 정책을 활용해서 퇴출시킨 것이다.

하지만 동 조항에는 과거 환경보호 차원에서 카풀을 장려하기 위해 출

퇴근 시간에 카풀에 대한 예외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1) 우버가 철수한

이후 이러한 예외조항을 이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승차

거부가 없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며 사업을 확장해갔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계기는 2018년 10월 카카오가

카풀서비스 시범 운영을 위한 드라이버를 모집하면서부터다. 기존의 스

타트업이 택시업계의 이윤에 잠재적인 위협대상이었다면 카카오택시를

기반으로 여객운송업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카카오의 카풀 서

비스 개시는 택시업계의 이윤에 명백한 타격을 입히는 요인으로 인식된

1) 여객자동차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

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

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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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후 총 3회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으며 4명의 택시기사가 분신

했고 승차공유 업체 대표의 SNS 발언에 대해 현직 금융위원장이 유감2)

을 표하는 등 갈등이 점점 심화되었다.

현재 승차공유를 둘러싼 갈등은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한 중재안이 도

출되고 이후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되면서 일단락되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비롯된 정책갈등에

대해 가장 시급한 문제만 해결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현실과 정책의

격차(gap)에 의한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그 속도는 더욱 빨

라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해서 연구하

고 ICT 발달에 의한 산업 간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갈등을 해

결하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데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분석

틀로 사용할 것이다.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에서 발

전된 이론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의 비합리성에 주목하는 것이 특징이다.

합리적 정책결정이란 ‘문제인식→대안탐색→대안비교→대안선택’의 과정

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승차공유 관련 갈등

사례는 기존에 존재하던 문제의식이 기술발달에 의해 급속도로 심화되었

고 이로 인해 촉발된 갈등이 기존의 정책대안들과 결합되어 해결된 사례

이다. 이는 합리모형과는 다른 비선형적이고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정책

결정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국회가 중재자로서 주

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거 등 정치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정책흐름모형에서 제시되는 정

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합류되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부합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

석틀에 맞추어 승차공유 관련 갈등사례를 분석해볼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틀 하에서 본 연구는 특히 정책문제의 흐름과 정책선도

자의 행위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시

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정책흐름모형을 다룬 많은 선행연구들은 정치의

2) 한겨레. “최종구 금융위원장, ‘타다’이재웅에 무례하고 이기적“. 20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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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과 정책선도자의 주도적인 행위가 정책의 창을 여는 중요한 요인이

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승차공유 갈등사례는 기술의 발전이 정책문제

의 흐름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이것이 정치의 흐름에 영향을 미쳐 정책

의 창이 열리게 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정책선도자는 기존 연구들에서

정책의 창을 개방하는 요인 및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서 다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창 개방 이후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그 행위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본 사례의 정책선도자인 국회는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기존의 정책대안들을 활용한 중재안이 도출되도록 정책결정과정

을 이끌어 나갔다. 다양한 정책결정의 경우의 수가 존재했지만 현재와

같은 형태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정책선도자의 행위에 영향을 받

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합리적 행위자인 정치인

의 보수극대화 즉, 득표극대화를 설명한 Peltzman의 규제이론을 보충적

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도출하고자 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은 정책문제의 흐름을 급속도로 심

화시켜 산업간 갈등을 수반한 정책결정과정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은 갈등의 심각성과 시급성으로 인해 합리적 정책결정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소

비선형적이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정책결정과정에 가깝다. 둘째,

정책의 창 개방 이후 정책결정의 메커니즘은 최종적인 정책대안의 구성

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은 정책선도자가 누구이며 어

떤 유인구조를 가지고 행동하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향

후 유사한 갈등사례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보수 극대

화 논리가 작용하는 국회 주도의 갈등조정보다는 정부 조직인 4차산업혁

명위원회를 활용하는 갈등해결 방식이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갈등조정 경험이 축적되면서 각 사안들에 대한 일관성 있고 신속한 갈등

해결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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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승차공유 서비스로 인한 갈등의 조정과정과 택시

제도 개편방안 결정과정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배경요인들까지 포함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각 제도 변화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략 2000년 이후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

이다.

최근의 승차공유 관련 갈등을 거쳐 도출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정책결

정과정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해당 개편방안에 포함된 세부 정책들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정

책이 도출된 배경과 주요 영향요인들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따라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

치의 흐름, 정책의 창 그리고 정책선도자를 각각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질 것이다.

정책문제와 정책대안은 택시산업의 수익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선 문제의 흐름은 지속적인 택시산업의 수익성 악화를 분석대

상으로 한다. 기존의 택시산업은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수익이 증가

해왔다. 이는 철도나 항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서 택시가

승객 운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수익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가용 보급의 증가와 철

도 교통의 발달로 인한 대체효과에 따른 승객 수 감소의 결과이다. 그리

고 2015년부터 등장한 승차공유서비스는 이러한 수익성 악화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위기감을 증폭시킨 본격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정책대안의

흐름은 이러한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대안들을 대상

으로 한다. 법인택시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자의 수익 제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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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도할 수 있는 전액관리제와 과다공급된 택시 대수를 줄이는 감차사

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함으로써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분석할 것이다. 그

리고 이미 승차공유와 택시산업 사이의 갈등을 겪은 해외의 다른 국가들

이 갈등의 중재안으로 제시한 방법들도 기존의 정책대안의 범위에 포함

시켜 살펴볼 것이다. 정치의 흐름은 승차공유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여

론의 찬반 비중을 택시업계의 이익집단으로서의 결집력과 비교할 것이

다.

정책의 창 개방과정은 한국에서 승차공유 서비스가 최초로 시작된 2015

년부터 2018년 10월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의 시범적용을 공표하고 발생

한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 등의 갈등을 거쳐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까

지를 분석 범위로 한다. 정책의 창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개방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3가지 흐름이 결합되는 순간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의 정책결정과정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담긴 세부적인 내용을 분

석한다. 갈등조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포함

된 대책들은 어떤 내용이며 이러한 대책들은 정책대안의 흐름 중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택시

업계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

결정 메커니즘이 작동한 방식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선도자인 국

회의 행위에 대해서도 분석함으로써 국회의 이해관계가 정책결정과정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본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책결정과정 사례연구를 위해 주로 문헌조사에 기반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승차공유 갈등사례는 시간적으로 최근의 갈

등사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충분하게 축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사례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탐구는 갈등의 발생과 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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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파생된 다양한 신문기사와 주요 인터뷰, 정부의 보고서 등을 활

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정책선도자로서 국회의 행위를 분석하기 위

해 국회의사록을 활용하여 입법과정 및 배경을 분석하고 주요 정당 및

후보들의 공약집, 백서 등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영향요인 등을 분

석할 것이다.

택시 관련 제도의 변동과정은 관련 기관들의 연구보고서를 활용한다.

연구보고서들은 세부 주제별로 문제점과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러한 보고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택시산업 전반의 정책변동과

정을 도출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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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Cohen, Olsen, March가 주장한 쓰레기통

모형에서 발전된 이론이다. 정책흐름모형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의 3가지 흐름이 정책이 창에서 합류되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정책선도자가 선호하는 정책(Pet Solution)을 반

영시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과정을

보여준다.

정책흐름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의 비합리성을 강조한다. 합리적 정책결정

은 ‘문제인식→목표설정→대안탐색→비교분석→선택’의 선형적인 흐름을

보인다. 하지만 정책흐름모형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각 정

책과정이 ‘거의 상호독립적(nearly independent)’인 구조를 지니고 있으

며, 별개의 흐름들이 서로 합류(Coupling)할 때에 정책이 정책의 창

(Policy window)을 통과한다고 본다.(최성락·박민정, 2010)

정책흐름모형을 통해서 살펴보려는 정책결정과정의 모습은 주요 정책결

정자들이 어떤 식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가에 있지 않다. 오히려

참여자들이 어떤 이슈는 고려하면서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가 하는 것

을 이해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Kingdon, 1984) 따라서 기존에 존재

하던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정치의 흐름과 만나서 어떤

대안들이 선택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책선도자는 어떤 노력을 기

울이는지가 주요 연구목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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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문제의 흐름

전술한 바와 같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어떤 문제는 정책결정자

의 관심을 끌고 어떤 문제는 관심을 끌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

발하는 이론이다. 이는 정책결정자 또는 정부 관리들이 인식하는 상태나

문제가 정의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문제가 인식되는 요인으로는 ①주

요 지표의 변화 ②위기 또는 사건의 발생 ③환류 등이 있다(Kingdon,

1984). 합리모형에서는 위기나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이 시작된다. 그러나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서

는 이러한 문제의 흐름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정책공동체 내부의

구성원들은 이미 문제로 인식하고 있던 것이다(최성락·박민정, 2010). 다

만 이것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 공식의제(Formal agenda)로 설정되고 그

이후부터는 정책결정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다.

2) 정책대안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은 여러 정책 대안들이 소수의 가능한 대안들로 좁혀가

는 과정이다. 정책대안은 정책문제가 발생해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다. 이

러한 대안들은 그 이전부터 존재해오는 것으로서 아이디어의 수프(Soup

of ideas)로 표현된다.(Zahariadis, 2007) 이러한 정책대안들은 정책공동체

내에서 어떤 것은 살아남고 어떤 것은 도태되며 생존진화과정을 거쳐 정

책대안으로 인정받게 되기도 한다.(Kingdon, 1984)

이러한 과정은 대안 간의 비교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다. 정책대안의 기술적 실현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 가치수용

성(Value acceptability), 예산제약 등을 고려하여 아이디어가 선택되는

것이다. 정책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

라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장기간의 진화과정을 거쳐서 선정된다는

것이다.(최성락·박민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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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의 흐름

정치의 흐름은 국가적 분위기의 변화, 이익집단의 활동, 행정부의 교체,

선거 등을 고려한 의회 내 이념의 변동 등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 이러한 변화는 주요 의제의 우선순위를 바꾸기도 하고 정책결정자들

이 선거를 의식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든다. Kingdon 모형에

서 정책결정과정의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가장 큰 요인은 정치의 흐름이

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사건에 의해서 갑자기 새로운 의제가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의 흐름은 정책흐름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 꼽힌다.

4) 정책의 창

정책의 창은 위의 3가지 흐름이 결합되는 기회이다. 정책의 창이 열렸

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들이 선호하는 해결책을 강요하거나 자신들의 특

별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정책변화의 기회를 맞

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Kingdon, 1984) 정부 내의 구성원 또는 정부

주변의 관련자들은 이러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정책대안

과 문제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기다리고 있는 사

람들에 대한 반응으로 정부가 스스로 창을 열기도 한다.(최성락·박민정,

2010) 이러한 정책의 창은 언제 열릴지 예측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

도 있다. 각종 사건들이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번 정책

의 창이 열릴 기회가 지나가면 언제 다시 열릴지 가늠할 수 없다.

5) 정책선도자

정책선도자는 각 흐름을 합류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책선도자는 자신들

이 선호하는 대안이 최종적으로 선택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가진 시간

과 에너지, 명성, 돈 등 모든 자원을 기꺼이 투입하는 사람 또는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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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ingdon, 1995) 즉 정책문제를 정책의제로 끌어 올리고 대안들을 소

개하고 대안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러

한 정책선도자의 역할은 정책의제설정과정이 정책구조나 체계 내에서 시

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최

성락·박민정, 2010)

정책선도자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직

업의 유지, 자기 조직의 확대, 개인 경력의 증대와 같은 개인적 이익의

추구나 그들이 원하는 가치를 정책대안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오는

순수한 즐거움 등의 유인으로 인해 그들의 아이디어나 정책대안을 지지

하기도 한다.(Kingdon, 2011) 정책선도자는 정부 내외부의 선출직, 임명

직, 이익집단, 전문가 등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정책선도자가 정책의 창

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정책선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전문성이나 능력, 지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좋은 정치적 연

결과 협상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끊임없는 토론, 연락, 증언 등을 할 수

있는 인내력과 끈기가 필요하다.(Kingdon, 1984; 조일홍, 2000; 성욱준,

2013)

2. 정책흐름모형의 수정 및 보완

1) 정책선도자의 행위에 대한 분석

정책흐름모형에서 정책선도자는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

하는 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선도자는 서퍼가 큰 파도를 기다리

는 것처럼 정책의 창의 개방을 기다리는 존재로 표현되지만(Kingdon,

1984), 실제로는 전문성, 권한, 추진력 등의 역량을 갖추고 정부 내·외부

에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서는 이러한 정책

선도자의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후 정책

선도자에 대한 발전된 연구에서는 정책선도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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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정책선도자는 단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책을

실행할 권력을 지닌 경우도 많다. 그리고 정책선도자는 정책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형태로 형성되는 경우 행위자들을 교체하거나

문제를 재정의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선도자는 관련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부자와 외부자를 모두 포함한 팀을 구성하기

도 하고(Oborn, Barrett, and Exworthy, 2011)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도

한다. (Mintrom & Vergari, 1998).

2) 정책의 창 이후의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

정책흐름모형은 의제설정(agenda setting) 단계에서의 우연성을 강조함

으로써 그 이후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중요성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책의 창이 열리는 순간에만 집중하여 어떤 정

책이 정책입안 후에 부각 받지 못하다가 갑자기 정책이 결정 및 실행되

는 등의 역동적인 정책과정을 간과하기 쉬운 것이다.(정우철·우창빈,

2015) 이를 보완하기 위해 Sabatier(1991)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정책흐

름모형과 결합한 모형이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Howett, McConnerll, &

Perl(2014)은 의제설정 이후에 과정(process)과 프로그램(program)의 흐

름이 합류하는 다섯 흐름 합류모형(Five streams confluence model)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형을 활용해서 정책의 창이 의제설정 단계

이후에도 열릴 수 있게 되므로 역동적이고 복잡한 현실의 정책결정과정

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책선도자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이러한 흐름이

환류를 통해서 다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할 수도 있

다.

3) 평가

Sabatier(1991)는 정책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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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론들을 통합한 분석틀을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복잡한 정책과

정을 하나의 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

다. 또한 상호배타적인 요소들의 인위적인 결합이 아니라면 관련된 정책

모형들을 결합하는 것은 현실을 설명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책흐름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된 분석모형들은 정책흐름모

형의 이해를 심화시켜주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이

론적 검토를 참고하여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진

행하되 기존 이론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정책흐름모형의 한계를 보완

하고 연구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적인 이론을 검토하고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3. Peltzman의 규제 일반이론

1) 의의

규제이론의 적용은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연구에서 정책선도자가 정치

적 지지에 민감한 경우 이러한 정책선도자의 행위를 분석하고 정책의 창

개방 이후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정책흐름모

형을 적용한 사례연구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Peltzman의 규제 일반이론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규제의 변동이 수

반되는 경우 정책흐름모형과 함께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2) 규제 일반이론

Peltzman의 규제이론은 합리적 행위자인 정치인이 자신의 보수를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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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가 활용됨을 보여준다. 이는 규제가 규제대상

인 이익집단의 효용극대화를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Stigler의 규제 경

제이론으로부터 발전된 이론이다. Stigler에 의하면 규제는 높은 수익성

을 누리기 원하는 산업(이익집단)과 재선을 노리는 정치인 간의 거래에

서 파생되는 것으로서 규제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사적 이해가 맞아떨어

진 결과인 것이다.(최병선, 2012) 따라서 규제는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Peltzman은 이

러한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Peltzman에 따르면 규제의 수혜집

단은 한 집단에 국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득표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치

인 입장에서는 여러 집단을 승자연합(Winning coalition)에 포함시킬 충

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최병선, 2012) 즉, 최대한 많은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제의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득표극대화가 가능

한 것이다. 한 집단에 규제의 이익을 집중시키기보다는 규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집단에게 이익의 일부를 할애함으로써 반대를 무마한다면 이것

이 정치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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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의 정리 및 분류

(1) 사례의 특성에 따른 분류

① 갈등 vs 가치중립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사례연구는 대부분 갈등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는 정책흐름모형의 분석틀이 각기 다른 흐름이

특정 계기로 인해 결합(coupling)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정

책선도자는 정책결정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정책흐름모형을 다룬 많은 선행연구들이 정부 정책체계의 단선적인

변동을 다루거나 특정 집단의 숙원이었던 의제가 정책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정부 정책체계의 변동을 다룬 연구들은 해당 정책이 정책환경에 따라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변화했거나 또는 의제설정에 실패했는지를 보여준

다. 박윤영(2002)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 부형욱(2002)은

방위력 개선사업 정책변동과정을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해서 분석했다. 공

병영(2003)은 교원정년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했고 이순남(2004)은 국군간

호사관학교 정책변동과정을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김병준

(2006)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 결정과정을 다루었다. 이외에도

이진만·전영상(2009)의 한국컨텐츠 진흥원 설립과정과 같이 특정 정책

집행기관의 변동을 다룬 연구도 존재한다. 또한 고명석(2013)은 정보통

신기술 정책추진체계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정책변동 분석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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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추진하는 체계 자체의 변동을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도 했다.

갈등을 수반하지 않는 사례들 중 다른 주요 연구대상은 특정 집단에 효

과가 집중되는 정책의 결정과정이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재정적·법

률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쳬계가 마련되는 과정을 다룬다. 이

진숙·조은영(2012)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면서

정치의 흐름이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밝혔으며 비슷한 맥락에서 전성욱

(2014)은 기초연금법 입법과정을 분석했다. 기초연금은 노령층이 주 수

혜대상이며 이 역시 대선이라는 정치의 흐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

다.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을 다룬 김주경·현재은(2014)의 연구 역시 정치

의 흐름에 압도되어 정책선도자가 정책결정과정을 주도했다는 결론에 도

달함으로써 정책흐름모형을 통한 정책결정과정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전국이 아닌 지자체 단위의 정책에 초점을 맞춘 연구

들은 정책선도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추윤미·김기영(2013)의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설립 정책형성과정을 다룬 연구나 박재우·박현욱

(2011)의 지방공공체육시설 개선관련 법 개정과정 분석은 정책선도자의

지속적인 의제설정 노력이 정책결정의 주요 요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반면 갈등이 수반된 정책사례를 다룬 선행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

러한 선행연구로는 김중길(2014)의 SSM 규제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

구가 있다. SSM의 진출에 위협을 느낀 중소상인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했고 그 중재 과정에서 규제정책이 형성된 과정을 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

다는 상황과 중소상인 연합의 낙선운동이 맞물린 정치의 흐름이 정책형

성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갈등사례를 다룬 다른 연구로는 고경훈

(2004)의 서울시와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 갈등사례를 다룬 연구가 있다.

이는 정책의제 채택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의 창이 열리는 것을 경험적으

로 증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② 단일사례 vs 복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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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는 단일사례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대

다수이다. 왜냐하면 정책흐름모형 분석틀의 특성상 3가지의 흐름을 분석

하고 이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책의 창이 열리는 것을 확인해야하므

로 특정 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정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복수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비교를 통해 분석하는 선행연구들도 존재한다. 이처

럼 복수사례를 다룬 정책흐름모형 선행연구는 국내와 국외 사례를 비교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정책결정과정 상의 시사점을 도

출해내는 것이다. 이용선(2011)은 한국과 일본의 도로관련 공단 민영화

사례를 비교하면서 최고정책결정자가 정책선도자인 경우 정책형성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진상현·박진희(2012)는 한국과 독일의

원자력정책 형성과정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탈원전정책이 형성되지 못한

이유로 정치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주요 원인

으로 지적했다.

③ 정책결정과정의 미완결 사례

정책흐름모형을 다룬 선행연구는 특정 정책형성과정을 살펴보고 그로부

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정

책흐름모형에서 정치적 흐름과 정책선도자가 정책형성의 주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를 분

석한 선행연구도 존재한다. 김상봉·이명혁(2011)은 비축용 임대주택 정책

이 폐기된 사례를 통해 잘못된 정책의 창이 열린 경우 정책의제로 설정

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과정을 보여줬고, 이현정(2016)은 영리병원설립

정책이 형성되지 못한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민의 반대 여론을 충분히 고

려하지 못한 정책이 정책의 창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줬다. 이와

별개로 지은정(2016)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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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분석대상
정책형성

주요요인

단일

사례

박윤영(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정치의 흐름

부형욱(2002) 방위력 개선사업 정책변동과정 정치의 흐름

공병영(2003) 교원정년정책 변동과정 정치의 흐름

이순남(2004) 국군간호사관학교 정책변동과정 정치의 흐름

에서 3가지 흐름 중 정책대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정책의 창은

열릴 수 있으나 정책결정 자체는 미완성에 그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

처럼 정책이 형성되지 못한 사례도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분석이 가능함

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2) 정책흐름모형의 이론적 측면을 분석한 선행연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는데 활용한

연구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

한 이론적 측면의 선행연구도 존재한다. 최성락·박민정(2010)은 Kingdon

의 정책흐름모형의 목적이 정책의제설정의 비합리성을 보여주는데 있으

며 따라서 이를 적용한 연구들도 해당 모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문제의 흐름 측면에서는 기존에 존재

하던 정책문제가 어떠한 계기로 갑자기 대두되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

음을 강조했으며, 정책대안의 흐름은 기존에 존재하던 정책대안이 어떠

한 과정을 거쳐서 주요 대안으로 선택되는지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주장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부각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지적이다.

아래의 표는 정책흐름모형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요약표이다.

[표1] 정책흐름모형 관련 선행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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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수·주선

미(2004)
KT 민영화 과정 정책선도자

고경훈(2004)
서울시와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

갈등사례
정치의 흐름

이진숙·안대

영(2005)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 정치의 흐름

김병준(2006)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결정

과정
정책선도자

유은주(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과정 정치의 흐름

이진만·전영

상(2009)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과정 정치의 흐름

유홍림·양승

일(2009)
새만금간척사업 정책결정과정 정치의 흐름

김지원(2009)
4대 사회보험 통합 정책형성과

정
정치의 흐름

이진만·전영

상(2009)
한국컨텐츠 진흥원 설립과정 정책선도자

이명혁(2010)
비축임대주택정책의 정책형성

및 갈등과정(정책형성 실패)

잘못된

정책의 창

이진숙·이석

형(2011)

장애인연금법 정책결정과정 분

석
정책선도자

이용선(2011)
한국과 일본의 도로관련 공단

민영화 사례
정책선도자

박재우·박현

욱(2011)

지방공공체육시설의 개선관련

법 개정과정
정책선도자

이기영(2011) 석면피해구제법 정책 형성과정 정책선도자

이진숙·조은

영(20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책결정과

정
정치의 흐름

김시진·김재

웅(2012)
반값등록금 정책 형성과정 정치의 흐름

이지호(2012) 기초노령연금정책 결정과정 정치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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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김민

조(2012)
수석교사제 정책 형성과정 정책선도자

박용성 외

(2012)
세종특별자치시 정책 형성과정 정책선도자

허만형·정주

원(2012)
국회선진화법 개정과정 정책선도자

고명석(2013)
정보통신기술 정책추진체계의

변동과정
정책선도자

성욱준(201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정 정치의 흐름

추윤미·김기

영(2013)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설립 정책

형성과정
정치의 흐름

전성욱(2014) 기초연금법 입법과정 정치의 흐름

김중길(2014)
SSM규제정책 형성과정 및 갈

등
정치의 흐름

최홍삼(2014)
정권교체기의 교육정책 결정 및

변동과정
정치의 흐름

김주경·현재

은(2014)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변동과정 정치의 흐름

이현정(2016) 영리병원 정책추진 사례 정치의 흐름

지은정(2016)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변동과정 정책선도자

김영준·이찬

구(2018)
원자력안전법안 형성과정 정치의 흐름

복수

사례

이용선(2011)
일본과 한국의 도로관계공단 민

영화 추진사례
정책선도자

김상숙(2012)
17대와 18대 국회의 유통산업

규제정책 형성과정
정치의 흐름

진상현·박진

희(2012)
한국과 독일의 원자력정책 비교

정치 및

정책대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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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미형성

성욱준(2013)
참여정부와 MB정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사례 비교

정치의 흐름

정책선도자

기타
최성락·박민

정(2010)

한국에서의 정책흐름모형 적용

사례연구 경향

(3) 선행연구에서의 정책결정 주요요인 분석

선행연구들에서 정치의 흐름이나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이유는 해당 사례들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

로 다루는 사례들은 특정 제도의 형태 변경(법제정, 추진체계 변동 등)이

나 특정 집단에 혜택이 제공되는 정책(외국인 근로자, 장애인연금, 노인

기초연금 등)의 결정과정에 해당된다. 이러한 정책은 대상 집단 이외의

집단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인 정책이거나 특정 집단

에 편익이 집중되고 그 비용은 예산 지출의 증가 형태로 분산되는 특징

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서는 공중의제(public agenda)

가 공식의제(Formal agenda)로 선정되기 위해 특정 이익집단의 의제설

정 시도(정치의 흐름) 또는 정책선도자의 의제설정 노력이 중요한 변수

로 작용한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정책문제 흐름의 중요성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정치의 흐름 또는 정책선도자이다.

하지만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다뤄진 사례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책

환경에서 정책변동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최

근의 정책환경은 ICT의 발달로 인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기술발달은 정책문제의 흐름을 심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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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는 정책흐름모형에서 정책문제의 흐름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문제의 흐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시

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기술발달에 의한 정책문제의 악화는

관련 이익집단의 결집 등을 통한 갈등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정치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정치의 흐름은 의제설정 자체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정책문제의 흐

름에 의해 조성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요인은 정책문제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기술발달

에 의한 유사한 정책갈등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구와의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의제설정(agenda setting)

단계에 주목한다. 이는 정책흐름모형이 쓰레기통 모형으로부터 발전함으

로써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우연적인 순간에 주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흐름모형의 이러한 특성은 정책결정의

우연성을 중시함으로써 이후에 일어나는 단계의 중요성을 분석하는데 상

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우철·우창빈, 2015) 즉 정책의 창 이후 정책결정과정의 메커니즘을 간

과하기 쉽다는 것이다.(Birkland, 2005: 226; 정우철·우창빈, 2015: 443)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정책이 재구성되거나 긴 기간을 거

치면서 사라지기도 하는데 우발성이나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를 강조하다

보니 정책문제가 장기적으로 재정의되거나 폐기되는 경우를 고려하지 못

하는 것이다.(Colebatch 2006; Jann & Wegrich 2007)

본 연구에서 다루는 승차공유 관련 갈등사례는 국회가 정책선도자로 활

동하며 갈등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이 다룬 사례들

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정책의 창 이후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으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승차공유 서비스 갈등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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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정책결정 행위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최종적인 정책의 형

성과정은 갈등조정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추가함으

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할 것이다.

2. 수정된 정책흐름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정책의 창이 개방되는 계기의 우연성을 강조하는 정책흐름모형은 개방

이후의 정책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설명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선행연구들은 정책흐름모

형과 다른 모형을 결합시키거나 정책흐름모형을 일부 수정시켜서 분석에

활용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

를 적용한 선행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정책옹호연합모형과의 결합

수정된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는 선행연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것은 정책옹호연합모형과의 결합을 활용한 연구다. 정책흐름모형에서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정책의 창을 개방시키는 정책선도자의 역할을 설명

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양승일(2005)의 그린벨트 정책 변화와 관련된 연

구에서는 정책옹호연합으로 구성된 정책하위체제에서의 정책의 흐름이

촉발기제로 작용하여 결국 정책옹호연합들이 정책의 창을 개방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김인자·박형준(2011)은 과학기술 규제정책의 형성과 변

동을 분석하면서 정책옹호연합이 3가지 흐름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책의 창이 개방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제시했다. 이동규·우창빈

(2013)의 연구에서는 재난 관련 정책변동을 분석하면서 정책의 창이 개

방되고 그 충격에 대응해 정책옹호연합이 정책변동을 시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식으로 두 모형을 결합시켜서 활용한다. 이재무·박용성(201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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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두 모형을 결합하여 영유아 교육복지 관리체계 일원화 정책

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는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상호 대

립적인 정책옹호연합 간의 정책변동을 중재할 정책중개자와 정책지향학

습이 부재하여 정책변동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현정

(2015)은 진주의료원 폐업사례를 분석하면서 정책선도자의 절대적인 영

향력으로 인해 정책옹호연합이나 정책중개자의 역할이 정책결정과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2) 기타 다른 모형과의 결합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사례분석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옹호연합

모형이 아닌 다른 모형을 결합한 선행연구도 존재한다. 박용성(2015)은

기존의 정책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이 덧씌워지는 정책

가겹(policy layering) 형태의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정

책흐름모형과 Hacker의 정책변동모형을 접목하여 국가보훈 정책변동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연한 계기로 열

리는 정책의 창뿐만 아니라 내·외부적 장벽요인이 작용함으로써 전개되

고 이로 인해 정책가겹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우철·우창빈

(2015)은 정책흐름모형에 Howlett의 다섯흐름 합류 모형의 수정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창이 여러번 개방되고 폐쇄되는 비교적 장기의 정

책과정을 설명하였다. 치매특별등급제도의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면서

정책의 창이 여러번 개폐되는 과정에서 정책선도자의 역할과 역량이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3. 택시 및 승차공유 관련 선행연구 검토

승차공유 관련 선행연구는 갈등사례를 직접 다룬 연구보다는 승차공유

의 도입과 그에 따른 규제정책 변화 방향 등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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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다. 이는 국내의 승차공유 갈등사례가 2018년에 본격적으로 불거진 갈

등이므로 시기적으로 선행연구가 축적되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승차공유 서비스로 인한 갈등사례에 대해서

는 해외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보고서 등을 참고하고 현재의 갈등이 격화

된 구조적인 원인은 택시의 수익성 악화에 있음에 착안하여 택시산업 관

련 정책을 다룬 연구보고서 등을 선행연구로서 활용한다.

조주은(2019)은 택시와 승차공유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해당

갈등 사례에 통합적 가치축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유사 갈등사례에 해당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함의를 이끌어냈다. 공유

경제로 인한 해외의 갈등사례 및 정책대응 방향을 소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는 해외의 승차공유 갈등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외경제연구

원(2017)은 승차공유와 관련해서 국내외 정책변동 현황과 다양한 갈등사

례를 제시하고 각 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했고 국제무역연구원

(2019)은 신산업 규제개선의 측면에서 한국과 해외 주요 국가를 비교하

는 연구를 수행했다.

승차공유 갈등이 택시산업의 수익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택시산업 관련정책에 대한 연구도 관련 선행연구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

다. 대부분 택시산업의 임금구조나 수익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이며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주를 이룬다. 교통연구원은 전액관리제의 도입

배경과 현황, 정착을 위한 조건 등을 제시한 연구, 감차사업을 위한 택시

총량제 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택시총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과 가중치 등을 제시한 연구이다. 노동연구원은

택시 사납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임금제도 연구 및 최저임금

제 적용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요약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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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택시 및 승차공유 관련 선행연구 요약

분 류 연 구 목 록
중 점

내 용

갈등접근
조주은

(2019)

택시vs차량공유 갈등에 ‘통합적

가치축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모

델 적용’

갈등관리

방안

공유경제

사례

대외경제연

구원(2017)

국제사회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

사점
택시관련

규제완화

필요성
국제무역연

구원(2019)

신산업 규제개선에 관한 우리나라

와 주요국 비교

택시산업

관련정책

교통연구원

(2018)

제4차 택시 총량제 수립기준 개선

방안 연구

택시

임금체계

및

관련제도

개선

교통연구원

(2015)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태

조사 및 정착방안

노동연구원

(2015)

택시업종 최저임금 현장연구 및

제도개선 방안

윤준병

(2009)

법인택시 경영 및 서비스 개선방

안(서울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

우개선을 위한 경영개선을 중심으

로)

노동연구원

(2001)

택시업종의 바람직한 임금제도 연

구

경기연구원

(2000)
경기도 택시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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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승차공유 서비스로

인한 갈등사례 및 그 결과로 도출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정책형성과정

을 각 흐름별로 살펴보고 최종적인 정책결정의 메커니즘을 살펴볼 것이

다. 이에 따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승차공유 관련 갈등사례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라는 정책형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

인은 무엇인가

2.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달리 정책문제의 흐름

이 정책의 창이 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이유와 갈등중재

자로의 정책선도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책결정과정을 주도하였

는가

3. 향후 유사한 갈등사례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신속한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갈등조정기제가 필요한가



- 28 -

제 2 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에서 위와 같은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승차공유 서비

스 갈등조정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의 함의는 다음

과 같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승차공유 갈등 사례를 Kingdon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심층적인 분

석을 위하여 규제이론을 적용하여 정책의 창 개방 이후의 정책결정 메커

니즘을 분석한다. 이는 정책선도자의 행위와 최종적인 정책대안을 규제

이론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흐름모형의 확장적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

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향후

유사한 갈등의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산업 간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도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

술발달로 인한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갈등의 추가적인 발생은 예견된 것

이고 이는 승차공유 서비스 갈등사례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기존의 규제

를 둘러싼 정책갈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조정은 정책흐

름모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선형적이고 인과관계가 모호한 정책결

정과정의 형태를 나타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책결정은 규제이론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보수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향후 효과적인 갈등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본

격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함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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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승차공유 서비스 갈등의 조정과정

을 분석한다. 따라서 갈등 조정의 결과물인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도출되

는 과정을 정책흐름모형의 3가지 흐름을 통해 분석한다. 하지만 본 연구

의 함의는 향후 유사한 정책갈등 사례의 분석을 위해 갈등양상의 구조를

분석하고 정책이 어떠한 결정기제를 통해 구성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창이 개방되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

즘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정책흐름모형만으로는 정책의 창 이

후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 메

커니즘 분석을 위해서 갈등 중재 과정을 주도한 정책선도자인 국회의 행

위를 설명할 수 있는 Peltzman의 규제이론을 활용할 것이다. 즉, 정책흐

름모형의 틀 안에서 정책선도자와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틀로서 규제이론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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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의 분석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ㅇ외부환경변화

- 택시 수익성 악화

ㅇ내부구조의 문제

- 사납금제도

ㅇ승차공유 등장

- 불안감 가시화

영향

→

ㅇ승차공유에 대한

국가적 관심 증대

ㅇ국민여론

- 승차공유(긍정)

- 택시산업(부정)

ㅇ이익집단 압력

- 택시단체 반대집회

ㅇ택시경쟁력 제고

- 감차(면허총량제)

- 전액관리제(월급제)

- 대중교통 지정

ㅇ승차공유서비스의

제도권편입

↘ ↓ ↙

정책의 창 정책선도자

사회적 대타협기구 ← 국회(더불어민주당)

정책결정

메커니즘

↙ ↑ (행위분석)

Peltzman 규제이론

(득표극대화)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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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승차공유 관련 갈등사례 분석

제 1 절 전반적인 갈등 전개과정

1. 승차공유 관련 갈등일지

1) 2013~2015년 : 우버의 승차공유 서비스 개시 및 여객자동차법 개정

한국에 첫 승차공유 관련 서비스는 2013년 7월 31일 우버X가 출범하면

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버X는 해외에서 시행되는 우버 서비

스를 한국에도 도입할 것을 선언하며 서비스를 개시했다. 하지만 2014년

7월 서울시, 8월 국토부는 해당 영업행위가 여객자동차법 제34조의 유상

운송행위로 보고 불법으로 규정하여 단속할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우버

X는 2014년 10월에 영업을 개시했다. 이에 4개 택시단체는 우버의 운송

행위를 반대하며 우버 퇴출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승차공유 서비스

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첫 번째 대규모 집회였다. 이후 우버X는 불법

여객운수 혐의로 2014년 12월 24일 검찰에 기소당했고 이후 2015년 3월

6일에 결국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국회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막고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빠르게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태·이노근(새누리

당), 한정애(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여객자동차법 제81조에 ‘알선’하

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는 본

회의를 통과하여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3)

2) 2016~2018년 10월 : 국내 승차공유 스타트업의 등장과 택시업계의 반발

3) 서론의 여객자동차법 제81조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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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에 ‘콜버스’라는 모빌리티 업체가 서비스를 개시했다. 콜버

스는 심야시간대에 강남역에서 귀가 방향이 같은 승객을 모아서 태우는

일종의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했다. 심야시간대 번화가에서 택시잡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은 상황에서 승차거부가 없는 콜버스는 출시 이후 빠르

게 입소문을 타고 확장해나갔다. 하지만 이는 택시업계의 주요 수익원인

심야시간대의 장거리 승객의 이탈을 야기했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조직적

인 반발에 직면했다. 택시업계는 콜버스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광고를 통

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정부는 콜버스의 면허조건을 택시

및 버스 면허업자로 제한했고 콜버스는 결국 2017년에 4월에 전세버스

대절이라는 전혀 다른 서비스로 사업을 변경했고 2018년 5월에 운행을

중단했다.

이후 2016년에는 풀러스, 럭시 등의 업체가 등장하여 카풀 기반의 승차

공유 서비스를 개시했다. 풀러스는 판교·분당 지역 업무지구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5시~9시, 17시~2시로 시간대를 지정해서 카

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후 2017년 6월부터는 유연근무제 형태의 확대

에 따른 ‘출퇴근시간선택제’를 표방하며 실질적인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선언했다. 이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야기했고 서울시는 이를 불법으로 규

정하여 고발했다. 결국 풀러스는 2018년 6월에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며

규모가 축소되었고 2019년 1월부터는 무상카풀이나 드라이버에게 포인트

를 제공하는 방식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럭시는

우버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80여

명의 운전기사가 불구속 입건되며 서비스를 중단했다. 럭시는 이후 2018

년 2월에 카풀서비스를 시작하려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인수된다.

3) 2018년 10월~2019년 7월 : 카카오의 카풀 참여로 인한 갈등심화와

타협안 마련

2018년 10월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시범서비스에 참여할 드라이버를

모집하기 시작한다. 이미 대기업의 반열에 올라선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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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은 기존의 스타트업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강도의

반발을 야기했다. 택시업계는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2018년 10월 4

일 카카오 본사 앞에서 두 번째 카풀 반대시위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일에 카풀 TF를 출범시키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중재 움직임을 보였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12월 7일에 카카오T를 통한

카풀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반발하여 12월 10일 법인택시 기사

최모씨는 유서를 남기고 국회 앞에서 분신자살을 한다. 3일 후 카카오는

카풀서비스 제공 연기를 발표했고 당정은 택시업계 지원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갈등조

정 계획을 발표한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다음날인 20일 여의도에서 대규

모 3차 집회를 열고 카풀 영업 중단만이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임

을 내세웠다. 이후 2019년 1월 10일 택시기사 임모씨는 광화문 광장 근

처에서 카풀 반대를 주장하며 두 번째로 분신자살을 한다. 결국 카카오

카풀서비스는 잠정 중단되고 택시업계가 사회적대타협기구 참여 선언을

하며 1월 22일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이후 택시

산업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던 중 2월 11일에 택시기사 김모씨가 카풀 서

비스에 반발하여 택시에 불을 지른 채로 국회로 돌진하다 구조되는 세

번째 분신시도가 발생한다. 2019년 3월 7일에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출퇴

근시간대 카풀 허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택시월급제 도입 등

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렌터카 기반의 타다 등의 영업

을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반발은 여전했고 5월 15일 택시기사가 타다를

반대하며 네 번째 분신시도를 했고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후 이러한

갈등은 타다 대표의 SNS 상의 설전으로 확대됐고 금융위원장이 해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등 긴장의 강도를 높여갔다.

하지만 사회적대타협기구의 논의 끝에 7월 11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를 통과했고 17일에 국토부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

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갈등은 일단락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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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의 갈등양상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 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서 특정 형태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해

서도 중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정책결정 이후의 갈등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정책결정의 메커니즘은 정책의 창 개방 이후 정책결정시

정책선도자의 의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책선도자의

의도는 실제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야기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파악 가

능하다. 따라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의 갈등양상을 살펴보고 이

후 정책선도자에 대한 분석에 활용할 것이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합의를 거친 타협안이기 때문

에 발표 이후에 택시업계의 공식적인 반대입장 표명 등은 없었다. 하지

만 해당 개편방안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는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기존 산

업 보호규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에 참여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면허매입 또는 기존 택시회사와의 가맹사업 등 초

기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고 이는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또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허용한 외국과

다르게 택시산업으로의 편입을 유도하는 이번 개편방안이 공유경제의 흐

름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들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는 제도

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가맹사업을 시도하며 새로운 시장환경 변화에 적

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플랫

폼 운송사업자인 카카오가 택시업계와의 협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

작했고 기존 택시회사들 역시 이러한 협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다. 이는 갈등의 조정결과로 도출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효과라 할 수

있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①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②택시산업 경

쟁력 강화 ③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의 3가지 기본방

향을 기초로 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운송사업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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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했고 기존 택시업계와의 가맹사업을 통한 협업이 수월하도록 규제

를 완화하는 방안과 택시 월급제, 감차사업 개편 등 기존 갈등의 쟁점이

되어왔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가맹사업부문

의 규제완화가 기존 택시업계와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협업을 발생시키고

있다. 아래의 표는 실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

후 진행 중인 운송서비스 제공 방향이다.

[표3]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후 카카오모빌리티의 여객운송서비스 현황

분류 세 부 내 용

직접운송 법인택시회사 6곳 인수 및 면허 약 460개 확보

가맹사업

(중형)택시가맹사업자 ‘타고 솔루션즈’ 인수 후 ‘카카오T 블

루’ 출시

(대형) ‘카카오벤티’ 출시 예정(11인승 승합차 택시)

중개사업 기존 ‘카카오T’ 플랫폼 확장

이러한 변화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택시업계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제도권 진입을 가능케 하는 것 역시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앞서 제시한대로 카카오와 같이

기존의 플랫폼과 자본을 갖춘 사업자가 신규 스타트업보다 유리한 조건

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해 전면 또는 일부 허

용(미국), 전면 불법(유럽), 일부 허용(중국)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결정

형태가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정책결정이 이루

어지는 것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존재할 것이고 이는 곧 정책의 창 개방

이후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정책결정 메커니즘 분석에서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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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문제의 흐름은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전부터

존재하던 정책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의 흐름은 어떠한 계기를 맞이하

여 공식의제가 되고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받는 의제가 된다. 본 연구

에서 정책문제의 흐름으로 지목되는 택시산업의 수익성 악화문제 역시

이전부터 존재하던 정책문제이다. 택시산업 내·외부 요인으로 인해 수익

성은 2000년대부터 악화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

되어왔다. 하지만 택시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금번 갈등사례에서 본격적

인 문제점으로 인식된 계기는 승차공유 서비스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책문제의 흐름을 급속도로 심화시켜 이후 정치의 흐름을 이끌어

내고 정책의 창을 개방시키는데 결정적 요인을 한 초점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정책문제 흐름의 변화와 초점사건에 대해 분석

할 것이다.

1. 외부 환경의 변화

1) 수요의 감소 : 택시 이용객의 감소

택시는 2000년까지 지속적인 수송분담률 증가를 보여왔다. 하지만 2000

년 이후부터 운송객이 감소하고 수송분담률도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산업

전체적인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철도교통의 확대 및 자가

용 보급의 증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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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택시산업 수송분담률 비교4)

단위 : 백만명, %

구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2016년

공로

택시 3,020 4,503 4,920 5,039 3,824 3,780 3,683 3,617

분담률 26.4% 31.1% 35.6% 37.3% 32.4% 29.7% 27.1% 24.5%

버스 7,581 8,219 6,369 5,372 4,978 5,718 6,170 6,047

분담률 66.3% 56.7% 46.1% 39.7% 32.4% 44.1% 45.4% 41.0%

철도

철도 503 645 790 837 951 1,060 1,224 1,449

분담률 4.4% 4.5% 5.7% 6.2% 6.2% 8.2% 4.1% 4.4%

지하철 325 1,102 1,693 2,235 2,020 2,273 2,476 3,572

분담률 2.8% 7.6% 12.3% 16.5% 17.1% 17.7% 8.2% 10.8%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택시의 운송수입 증가는 요금인상과 승객의 증가에 기인한다. 하지만

1995년 이후 자가용 보급의 증가와 지하철 운행 확대 등 경쟁수단의 성

장으로 인해 승객 수는 감소했고 이는 택시의 운송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2000년 이후에는 택시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택시의 분담률이 감소하는 반면

버스의 분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4) 2013년 이후는 공로 중 승용차를 제외하고 비교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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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택시의 운전자 운송수입 추이5)

단위 : 백만원, 명, 만원

구분 1985 1990 1995 2001 2006 2013

운송수입

(백만원)

법인

택시
805,465 1,488,585 2,053,118 3,316,456 2,846,600 3,379,799

개인

택시
693,366 1,370,635 3,415,879 4,464,876 5,176,800 5,166,459

운전자수

(명)

법인

택시
97,291 147,476 152,746 185,405 134,797 122,908

개인

택시
52,448 81,432 118,463 141,407 156,551 164,243

1인당

운송수입

(만원)

법인

택시
828 1,009 1,344 1,789 2,112 2,750

개인

택시
1,322 1,683 2,883 3,157 3,307 3,146

자료 :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전체적으로 택시의 총운송수입은 1985년에 비해 2001년에 약 419% 증

가했다. 그러나 택시 운전자의 증가로 인해 같은 기간 1인당 수입은 법

인택시는 116.1%, 개인택시는 138.8% 상승에 그쳐 기사 개인의 영업환

경은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는 택시의 요금인상이 승객감소에 의해 상쇄되

면서 수입증가폭이 훨씬 둔화되었다. 2001년에 비해 2013년 전체 운송수

입은 9.8% 증가에 그친 것이다. 같은 기간 법인택시 1인당 운송수입은

53.7% 증가했으나 이는 1인1차제 확대와 2009년 최저임금제 적용에 의

해 회사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개

인이 가져가는 수입이 줄고 고정급이 증가한 것으로 운전자의 총수입 증

5) 통계청 운수업조사보고서의 택시운송수입은 회사가 운전자에게 입금한 금액을 나

타내므로 운전자가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다만, 여기

서의 운송수입은 전체적인 추세를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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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폭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개인택시는 1인당 운송수입이 –0.3%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수입이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2) 공급 증가 : 택시의 지속적인 증차

택시는 1985년에 비해 2014년에 약 137% 증가했다. 이는 특히 개인택

시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다. 이러한 개인택시의 증가는 택시 수송분담

률의 지속적인 감소를 감안했을 때 장기적인 교통정책의 방향에 따른 것

이 아니라 법인택시운전자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6) 개인택시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법인택시를 일정기간 이상 무사

고 경력으로 운전해야하는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개인택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경력조건을 충족한 법인택시기사들의 개인택시면

허 발급 요구가 많기 때문이다.

[표6] 택시면허 변동 추이

구분 1985 1995 2000 2005 2014 2018.9

법인택시 47,653 87,372 90,984 92,027 90,189 80,872

개인택시 46,474 118,463 138,270 154,224 164,591 164,513

계 94,127 205,835 229,254 246,251 254,780 245,385

자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발췌

이러한 지속적인 공급 증가에 따라 현재의 택시는 약 18%가 공급과잉

상태로 추정된다.7)

3) 비용 상승 : LPG 가격의 급격한 인상

택시의 연료인 LPG 가격은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것은

6) 개인택시 면허는 해당 지역자치단체장이 발급

7) 한국교통연구원. (2018). 제4차 택시 총량제 수립기준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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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1999년 법인택시 운

송수입 중 연료비의 비중은 12.1%였으나 2013년 27.1%로 증가했다. 같

은 기간 개인택시는 10.5%에서 30.6%로 증가했다. 법인택시는 2배, 개인

택시는 3배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연료비용 부담 증가는 택시기사의 심

각한 비용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7] 택시운송수입 중 연료비 비중 변화

구분
1999년 2013년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운송수입(억원) 27,613 40,498 33,798 51,665

연료비(억원) 3,339 4,264 9,141 15,797

연료비/운송수입 12.1% 10.5% 27.1% 30.6%

자료 : 통계청 운수업조사보고서

2. 내부 구조의 문제

택시업계의 수익성 악화는 외부환경의 변화와 내부 수익구조(사납금제

도) 문제가 맞물려서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금

제도를 통해 회사와 기사가 수익을 분배해왔다. 사납금제도는 택시기사

가 매일 회사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고 그 외의 수익은 개인수입으로

가져가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납금 중 일부는 고정급의 형태로 기사에게

제공된다.

사납금제도 하에서 택시기사는 운송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사납금을 납

부하고 생계에 필요한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 장시간의 근로를 해

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장거리승객 위주의 운송

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하게 도는 것이다. 하지

만 법인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사납금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영효율

화 유인이 부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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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측면 : 근로여건 악화

택시의 수요감소, 공급증가, 연료비용 상승으로 인한 수입감소는 요금인

상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요금인상과 함께 사납금도 함께 상승하였다.

따라서 택시기사는 사납금을 채우고 생계를 위한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근로시간을 증가시켜왔다. 서울시 기준으로 1980년대에는 6시간 근

로시 사납금 충족이 가능했으나 2014년에는 8.2시간을 운행해야 사납금

완납이 가능해졌다.

[표8] 사납금 기준 충족을 위한 근로시간 변화

구분 1980년대 1990년대 2014년

사납금 충족

근로시간
6시간 7.3시간 8.2시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5) 「택시업종 최저임금 현장연구 및 제도 개

선 방안」

2) 경영자 측면 : 경영효율화 유인 부재

택시회사는 기사들로부터 정해진 사납금을 받고 일정 수준의 연료비용

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택시서비스의 개선이나 비용절감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 1994년에 전액관리제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택시월급제가 시행

되었으나 법률상의 기준이 아니라 행정부 자체 기준으로 시행되었기 때

문에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택시회사는 월급

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 택시기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시한다. 개

별 택시의 근로행태를 감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급제 시행 시 수익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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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차공유 서비스의 등장

택시산업의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한 위기감은 ICT를 기

반으로 한 승차공유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정책문제의 흐름에서 초점사건의 발생에 해당된다. 전술한 요인들

은 비교적 장기적인 추세변화에 해당하며 택시업계가 실질적인 수익성

악화를 체감하기에는 가시적인 효과들이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승차공유 서비스의 등장은 기존의 수익성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결국은 기존의 택시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는 위협으로 가시화

되기 시작했다. 택시기사들의 눈앞에 카풀 택시가 운행하고 출퇴근 시간

대의 콜택시 주문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진 것이다. 결

정적으로 모빌리티 분야의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카카오의 사업진출 선

언은 택시업계의 결집을 야기하고 본격적인 갈등 국면을 형성하게 만든

초점사건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지표의 변화는 초점사건의 등장을 전후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승차공유 서비스의 실질적 효과는 집계가 어

렵다. 공식적인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았고 서비스 개시 자체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택시 면허가격의 하락과 승객들의 승차공

유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8) 확대는 택시업계의 불안감을 심화시키

기에는 충분했고 이는 결국 택시업계라는 이익집단이 압력을 행사하게

되는 정치의 흐름을 이끌어냈다.

8)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설문조사(2018.1.3.) 94.1% “승차공유 필요하다”, 16.7% “승차

공유 이용경험 있다”, 74.2% “승차공유 허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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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책대안의 흐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서 정책대안의 흐름은 기존에 존재하던 대안

들 중 특정 대안이 주요 대안으로 선정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의의

가 있다. 승차공유 서비스로 인한 갈등 사례는 앞서 설명했듯이 택시산

업의 수익성 악화가 그 배경이다. 그리고 택시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

한 정책대안들은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이 중 일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

에 포함되어 본격적인 정책대안으로 적용된 것이다. 또한 승차공유 서비

스에 대한 대안도 해외사례에서 적용된 대안들이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적용됐다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대안들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의 수프(Idea Soup)’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한다.

1. 택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1) 감차(면허총량제)

(1) 추진배경

택시면허 총량제는 공급과잉 상태인 택시의 무분별한 증차를 방지하고

수급조절을 위한 감차 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되었다. 2004년부터 지역별

로 택시 숫자를 제한하는 택시총량제가 도입됐지만 지자체의 증차 추세

는 지속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09년 제2차 택시 총량제를 시행하며 제

도를 보완했고 2014년에는 관련 법령9)에 이를 명시했다. 2017년 제3차

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소속 시장·군수의 의

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소속 시장·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

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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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총량제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하여 택시

면허 총량을 제한하고 있다.10)

(2) 운영실태

총량제 계획 수립을 통해 택시의 감차 규모가 산출되었지만 실효성 있

는 감차는 진행되지 못했다. 감차사업은 개인택시 면허를 대상으로 진행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인택시 면허 반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한

다. 개인택시 면허는 시중에서 일정한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적어도

시중가격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발전법 상

감차재원 마련은 국가·지자체 예산, 운송사업자의 출자금 등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대한 출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차 사업에 필요

한 재원이 설정되지 않았다.

2015년 제3차 택시총량조사에 따르면 택시의 적정대수는 19만7904대이

나 당시 택시대수는 25만5131대로 초과공급비율이 22.4%에 달했다. 초과

공급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대구시로 전체의 36%에 이르는 6,123대가

과잉공급 상태였다.11) 감차사업 실적을 전혀 내지 못하고 2017년에 사실

상 포기를 선언한 광주시는 2014년 조사 당시 전체의 15.5%인 1,268대가

초과공급 상태였다.12)

라 소속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둔다.
10) 한국교통연구원. (2017). 제3차 택시 총량제도 수립기준 보완 및 개선방안 연구

11) 매일신문. “택시 공금과잉 전국 최악 대구, 이번엔 ‘감차’가능할까?”.

2019.8.6.

12) 연합뉴스. “‘택시 줄이기 어렵네’ 광주시 감차사업 포기.. 국비도 반납”.

201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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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제1~3차 택시총량제 연혁

구 분 내 용 평 가

1차 택시총량제

(‘05~’09)

ㅇ거리실차율과 가동률에 따른

산식 적용

ㅇ인구규모별 지역을 50만명을

기준으로 2개 권역으로 구분

일부 지자체의 증차가

지속되는 현상을 억제하

는데 한계 존재
2차 택시총량제

(‘10~’14)
1차와 비슷

3차 택시총량제

(‘15~’19)

ㅇ도시여건에 부합하는 엄격한

총량제 운용기순 주립

ㅇ과잉공급 지역 신규면허 금지

ㅇ인구규모별 지역을 6개 권역으

로 구분

제2차 총량제 대비 초과

공급 비율 1.6% 감소

자료 : 각 차수 택시총량제 연구보고서 요약 및 가공

이러한 기존 총량제 실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4차 총량제에서는 지역

별 특수성을 고려한 총량조정을 반영하고 군 지역의 교통 취약성을 고려

하여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택시 총량을 5% 범위 내에서 자율조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수립

했다.

(3) 평가

감차사업은 실현가능성, 가치수용성을 충족하나 예산제약에 의해 본격

적인 정책대안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택시

제도 개편방안에서 예산제약 문제가 해결되고 주요 정책대안으로 인정받

음으로써 여러 정책대안 중에 살아남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택시제

도 개편방안에서는 감차사업 재원마련을 위해서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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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을 하는 경우 감차 수량을 고려하여 운송사업을 허가하고 운영규모

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2) 전액관리제(월급제)

(1) 개요

전액관리제는 운송수입을 전부 택시회사에 납부하고 택시기사는 회사로

부터 고정급을 받는 형식이다. 전액관리제는 1994년 7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시행요령’의 형태로 도입되었다. 택시는 지입제, 도급제, 사납

금제 등으로 운송수입을 일부 관리하는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이는 택시

기사 개인의 생계 유지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되어 노조를 주축으로 월

급제 도입이 요구되었다. 이에 여객자동차법 상에 전액관리제 규정이 명

시되었다.13) 또한 전액관리제와 별개로 택시기사의 수익금 배분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표10] 택시산업 임금제도 변화

13) 여객자동차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

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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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기 세부내용

지입제

(도급제)
1960 ㅇ도급료 회사에 내고 경비 일체 부담

정액

사납금제

70중반~

84년

ㅇ사납금에 상응한 고정급여 + 일정 연료량 지급

ㅇ초과 수입은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연료량 초과분 등의

초과 비용 역시 개인부담

ㅇ낮은 고정월급, 개인수입의 불안정성과 사납금 임의인상

으로 안정적 생활이 어려워 분규 빈발

업적급식
85년~

92년

ㅇ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따른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

ㅇ운송수입금 기준액 이상은 노사가 6:4로 배분하여 추가 지급

ㅇ안정적 고정급 지급면에서 정액사납금제보다 진전된 제도

ㅇ기준액이 사납금처럼 작용하고 사납금제로 변형될 여지

가 있어 안정적이라 할 수는 없음

가감

누진형

99년

이후

ㅇ운송수입은 회사에 전액납부 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일

정한 고정급을 수령

ㅇ월간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성과수당을 산정함으

로써 사납금 압박감을 해소하고 안정성 보장

ㅇ그러나 사업주는 정액사납금제도를 선호하여 일부 업체

에서만 시행

전액

관리제

94년

도입

ㅇ운송수입을 전부 회사로 입금하고 회사가 고정급 지급

ㅇ수익을 높이려면 영업수익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므

로 택시회사의 관리비용 증가

(2) 운영실태

기존의 전액관리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그 원인은 경영적 측

면과 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경영적 측면 : 도입 유인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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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 하에서 운송수입 변동에 대한 부담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지

게 된다. 즉, 기사에게 지급되는 월급 및 차량 유지비 등은 고정적이고

전체 운송수입에서 이러한 비용을 제외한 부분이 사업자의 이윤으로 귀

속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따라

서 운송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효율화를 추구해야하는데 획일화된

택시 서비스 형태에서 다른 사업자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는

많지 않다. 또한 택시기사는 고정급을 받게 되므로 근무태만이라는 도덕

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택시 영업 형태상 이러한

근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운송사업자들은 전액관리

제보다는 경영효율화 유인이 낮고 일정 수준 이상의 근태 수준이 보장되

는 사납금제도를 선호했던 것이다.

② 법적 측면 : 법적 강제성의 부재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법 상의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법률

상의 규정이 아닌 행정부 내부 지침의 형태여서 법인택시 회사들이 채택

할 의무가 없다. 전액관리제 규정 자체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

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14) 이는 전액관리제를 명시한 여객자동

차법 상의 해당 규정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기업활동을 중대하게 제

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추구하는 공익은 더 크기 때문에 비례관

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택시운

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임 없이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기 때

문에 이를 위배한 것이 전액관리제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했다.15) 따라서 현재까지도 많은 택시회사들이 사납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의 수익성 악화 및 서비스 질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사납금제도가 지적되어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액관리제의 도입 요구

14) 1998.10.29. 97헌마345 전원재판부

15) 대법원 2007.03.30. 선고 2004두7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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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택시산업의 임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납

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들은 꾸준히 제시되어왔으나 이는 큰 틀에

서 사납금 제도를 보완하여 전액관리제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들

에 해당된다.

(3) 평가

전액관리제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법적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아 실현가

능성이 낮아 실행되지 못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택시업계의 경

쟁력 제고를 위해 전액관리제가 필요했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해서 별도

의 예산투입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수용성과 예산제약은 만족시

키는 대안이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률에 전액관리제 시행이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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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신·구법 비교

기 존 개 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

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

---------------------------------------------------

-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

<신 설>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

(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

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

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신 설>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신 설>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

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

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

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

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

<신 설>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

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송수입

금 자료를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

로 한다)할 것

<신 설>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

② ∼ ⑬ (생 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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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시의 대중교통 지정

(1) 개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는 2004년부터 대중교통법 개정

안이 처음 발의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17대 대선이 있던 2007년 한 해

에만 3건의 유사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모두 통

과되지 못했다. 2012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여야의 큰 이견 없

이 공동 발의 형식으로 12월말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하는 대중교

통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16)

택시의 대중교통 지정시 택시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정부추산으로 약 1

조 9천억원 정도이며 이를 통해 각종 비용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

을 우려한 정부의 지속적 반대17)에 부딪혔고 2013년 1월 대통령이 거부

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화가 무산되었다.18)

(2) 운영실태

정부의 거부권 행사 이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하는 대중교통법 개

정안은 재의결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가 대체입법안으로 제시한 택시운

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 2014년 1월 28일 제정

되었다. 해당 법안에는 기존 대중교통법 개정안에서 택시를 지원하는 성

격의 규정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는 택시만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법안

으로서 재정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지정과 관련한 대중교통법 체계의

문제나 대중교통 개념의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16) 중앙일보. 與野 "택시 대중교통법, 버스업계 오해 풀어야". 2012.11.21.

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311회-법제사법제13차. 2012.11.21.

18) 국토해양부. 정부, 택시대중교통법안 재의요구안 의결. n.p.: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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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택시의 대중교통 지정은 정부의 지속적인 반대 의사 표시 및 거부권 행

사로 인해 실현가능성과 가치수용성이 낮은 대안이며 재정부담이 그 이

유 중 하나로 제시된 점에 비추어보아 예산제약도 만족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택시에 대한 지원책이 택시발전법에 의해 시행됨에 따

라 대중교통 지정을 통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택시제도 개

편방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즉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하는 대안은

2004년부터 공식적으로 존재한 대안이었지만 다른 대안과의 경쟁과정에

서 채택되지 못한 것이다.

2. 승차공유 서비스의 제도권 편입

1) 택시산업과의 연계

(1) 감차 기여금

승차공유서비스가 택시산업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감차 기여금 납부 방식이다. 이는 미국, 호주 등의 국가

가 도입하고 있다. 택시면허는 지역 정부가 발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택시의 수익성 유지를 위해 총량이 제한된 상태로 유지된다. 이로

인해 택시면허에는 일종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고 이것이 면허권 거

래의 가격으로 기능한다. 감차 기여금은 승차공유 서비스 회사가 요금의

일부를 감차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이미 발급

된 면허를 회수함으로써 택시면허의 감소와 승차공유서비스의 확대를 동

시에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면허권 반납 수익은 대체로 고령자인 택시

기사들의 노후자금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반발을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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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법이다.

(2) 진입조건 강화

승차공유 서비스와 택시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승차공유 서비스의 진입

조건을 강화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주로 유럽에서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19)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은 소송을 통해 우버 서비스가 합법판정을 받았으나 무분별한 시

장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우버 기사의 자격요건 강화 등의 조치들을 이행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 기사의 노동권 보호와 보

험가입, 24시 콜센터 운영 등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조치들을 이행하

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우버 기사들의 불어 및 영어 테스트 의무화 등을

통해 기존 택시업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3) 평가

택시산업과의 연계방안은 감차 사업과 같이 기존의 택시산업 경쟁력 제

고방안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진입조건 강화와 같이 택시산업과의 규

제 형평성을 맞추려는 대안도 있다. 이러한 대안은 기본적으로 기존 규

제에 편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높고 가치수용성도 높다.

또한 별도의 예산제약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해외사례나 전문

가의 제언 형식으로 존재하던 이런 대안들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채택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2) 신규 교통수단 지정

미국은 차량공유서비스를 독자적인 사업영역으로 인정하고 관련 정책을

보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운송서비스네트워크회사(TNC)’20)

19) 대외경제연구원. (2017).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20) TNC :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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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용어로 정의되고 있으며 2014년 콜로라도 주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

한 이후 각 지역에서 운송서비스네트워크회사의 운영이 허가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는 허가 및 수수료, 보험 및 재정적 책임, 운전자 자격요

건, 영업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온라인예약차량’이라는 범주 하에 택시와 개인차량 모두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기업, 차량, 운전기사별로 각

각 요구되는 허가를 취득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원가 이하의 지나친 가

격경쟁을 금지하는 등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운송수단의 통합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승차공유를 새로운 교통수단의 영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국에

서는 채택되지 못한 대안이다.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이

택시산업과의 갈등표출 상황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대안은

실현가능성과 가치수용성이 매우 낮은 대안이다. 만약 이를 실현한다 해

도 택시업계는 추가적인 지원이나 보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제

약 측면에서도 선택가능성이 낮은 대안인 것이다.

3. 각 정책대안의 채택요인 비교

정책대안의 흐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각 대안들은 앞서 이론적 논

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랜시간 아이디어의 수프(Idea Soup) 형태로

존재해왔다. 그리고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선택

됐다고 할 수 있는 대안은 생존진화과정을 거쳐 채택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은 대안 간의 비교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성, 가치수용성, 예산제약 등을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대안들의 채택과정에서 고려된 요인들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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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각 정책대안의 채택요인 비교

실현가능성 가치수용성 예산제약극복 최종채택

감차 o o o o

전액관리제 x o o o

대중교통 지정 x x x x

택시산업 연계 o o o o

신규 교통수단 지정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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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정치의 흐름

1. 공유경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 증대

공유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관련된 논의들은 승차공유 서비스의 활

성화에 대한 논의로 연결된다. 이러한 공식의제의 등장은 택시업계의 불

안감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정책기

조로 하여 저성장 시대에서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각종 기술 발전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활발한 신산업 확장을 도

모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완화를 위한 전담 조직으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민관 협력을 통한 규제완화에 속도를

낼 것을 약속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년 9월 출범하여 민간전문

가 19명과 5개 주요 정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부·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가 참여하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여

하는 대규모 위원회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요소

들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해커톤(끝장토론)을 통해 규제 개

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관련 성과를 달성했다. 이와 더불어 공유경제에

대한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1차 해커톤부터 택시업계를 초청해왔

다. 다만 승차공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택시업계가 일관되게 반대입장

을 보여왔고 이로 인해 4차 해커톤은 ICT를 통한 택시 서비스 개선이라

는 큰 틀만 재확인한 채로 끝나게 되었다.21)

21) 연합뉴스. “4차산업혁명위원회 1년…카풀 논란 못 넘은 '반쪽' 성과”.

201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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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차공유 서비스 및 택시에 대한 여론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높은 찬성여론과 택시에 대한 높은 불만여론은

택시업계로 하여금 승차공유를 택시의 대안으로 활용하는 정책의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야기함으로써 위기감을 심화시켰다. 여론

은 결국 정치권을 움직일 것이고 이는 곧 제도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택시산업의 수익성 악화라

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정책문제의 흐름이 정치의 흐름에 영

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1)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우호적 여론

승차공유 서비스가 등장하고 나서 이에 대한 찬성여론은 꾸준하게 60%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했다. 2018년 10월 22일 리얼미터의 설문조사22)에

서는 찬성이 56.0% 반대가 28.7%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력,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이러한 결과는 3

개월 뒤인 2019년 1월 24일 여론조사 결과23)에서도 유지된다. 찬성은

58%, 반대는 28%로 나타났고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

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2) 택시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

하지만 택시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불만족이 53.4%, 만족이

37.6%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불만족이 우세했다. 특히

택시 이용이 많은 수도권에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24) 승차공유에 대

한 찬성여론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불만족 여론은 택시업계의 위기감을

22) 연합뉴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찬성 56.0%vs반대28.7%[리얼미터]. 2018.10.22.

23) 리얼미터, “카풀서비스 도입, 찬성58%vs반대28%...3개월 전과 비슷.

2019.1.24.
24) 서울(56.8%), 경기·인천(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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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승차거부 9,477 7,760 7,340 6,906 6,217

불친절 8.760 8,638 8,364 7,567 7,308

부당요금징수 5,121 4,928 4,814 4,703 5,115

장기정차

여객유치
751 357 242 217 164

난폭운전 2 2 5 2 0

도중하차 1,404 1,275 1,256 1,287 1,185

사업구역 외

영업
1,047 806 618 443 381

기 타 1,494 1,338 1,369 1,295 1,141

합 계 28,056 25,104 24,008 22,420 21,511

자극하기 충분했고 이익집단으로서의 결집된 움직임의 필요성을 돋보이

게 만들었다.

이는 택시 이용관련 불편 민원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시의 최근 5년간 택시 이용관련 불편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승차

거부와 불친절, 부당요금징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택시의 불편사항은 카풀서비스를 통해서 회피할 수 있는 사항이다. 승차

공유는 어플을 통해서 배차가 이루어지므로 탑승 직전에 승차거부가 발

생할 가능성이 차단된다. 또한 어플을 통한 기사 후기 등을 등록함으로

써 불친절에 대한 사후제재가 가능하므로 서비스의 질이 보장될 수 있

다. 요금의 경우는 사전에 정립된 정산체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시비 역시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표13] 택시 이용관련 불편 민원 유형별 분류

단위 : 건

자료 : 서울특별시 주요교툥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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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익집단으로서 택시업계의 정치적 영향력

택시산업의 수익성 악화 및 경쟁수단인 승차공유 서비스의 등장으로 대

표되는 정책문제의 흐름은 앞선 두 가지의 정치의 흐름(공유경제에 대한

관심 증대, 여론 형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이러

한 변화에 위기감을 느끼고 이익집단으로서의 정치적 결집력을 보여줌으

로써 정치의 흐름을 변화시켰다. 승차공유 서비스의 확대로 흘러갈 정치

의 흐름을 택시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시키는 흐름으로 변화시킨 것이

다.

택시업계는 승차공유의 확대를 막고 업계의 숙원을 반영시키기 위해 이

익집단으로서의 결집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표심을 의식

한 정치권이 승차공유 서비스의 확대를 제한하고 택시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정책을 도입하도록 유도하려는 움직임인 것이다.

이러한 결집이 가능한 이유는 택시업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택시업계 종사자는 약 27만명 정도이다.25) 이에 종사자들의

가족까지 고려한다면 약 100만명의 표심을 좌우하는 강력한 이익집단이

택시업계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택시업계는 언제나 정치권의 중요한

관심을 받는 이익집단으로 분류되어 왔다. 2012년 12월에 택시를 대중교

통으로 지정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이견 없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대선국면을 앞둔 여야의 득표

계산이 전제된 행위라 할 수 있다. 많은 정치인들이 명절 또는 특정 기

간 동안 택시를 운전하며 민심행보에 나서는 것은 택시가 이익집단 내부

의 결집력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이다.

택시업계의 이러한 결집력은 대규모 집회와 택시기사들의 분신시도 등

으로 나타나면서 승차공유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결정과정에 관련 요구사

25)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대수 및 운전자 현황(2019.7.31.기준)”.

201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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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들을 반영시킨 것이다.

[표14] 택시업계 주요 집회 및 관련 의제변화

일 자 유 형 목적 결과

2014년 11월 18일
대규모

집회

우버 영업

반대
우버 철수(’15년)

2018년 10월 4일
대규모

집회

카카오 카풀

반대
민주당 TF 출범(11월 20일)

2018년 12월 10일 분신시도
카카오 카풀

반대
카카오 카풀 시행 연기

2018년 12월 20일
대규모

집회

카카오 카풀

반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논의

2019년 1월 10일 분신시도
카카오 카풀

반대
카카오 카풀 잠정 중단

2019년 2월 11일 분신시도
카카오 카풀

반대

잠정 합의안 도출(3월 7일)

- 카풀 출퇴근 시간대 예외

- 택시 월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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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주요 내용

’13.7.31. 우버X출시

’14.8.29. 서울시·국토교통부, 우버를 '불법유상운송행위'로 보고

제 5 절 정책의 창

1. 사회적대타협기구의 출범

1) 출범 및 합의 과정

사회적대타협 기구는 앞서 설명한 3가지의 흐름이 합류하는 정책의 창

역할을 수행한 기구다.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범하기 전 정책의 창 개방

의 준비단계 역할을 한 것은 민주당의 카풀TF라 할 수 있다. 이는 카카

오가 카풀 시범서비스를 위한 드라이버 모집(2018년 10월 3일)을 발표한

이후 카카오 본사 앞에서 택시단체의 대규모 집회(2018년 10월 4일)가

열린 직후인 11월 1일에 출범했다. 카카오의 카풀 참여가 택시업계의 결

집이라는 정치의 흐름 변화를 촉발했고 민주당 카풀TF는 이해관계자들

의 의견청취 및 대안탐색을 통한 정책대안의 흐름을 갈등조정 기제로 이

끄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책의 창을 열기 위한 정책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한 대화 채널만을 유

지했기에 갈등의 해결을 위한 논의에는 한계가 있었다. 택시 4단체는 무

조건적인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으나 이는 카카오와의 합

의가 필요한 사안이었기에 더 넓은 범위의 대화기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범하게 되었고 여기에 정부대표로서 국

토부가 참여하고 플랫폼사업자 대표로서 카카오가 참석함으로써 이해당

사자들이 모인 대화기구가 출범하게 되었다.

[표15]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까지의 주요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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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하기로 결정

’14.10.23. 우버X 영업개시

’14.11.18. 4개 택시단체 우버 반대 시위(1차)

’14.12.24. 검찰, 불법 여객운수 혐의로 우버 기소

’15.3.6. 우버X 서비스 중단 결정

’15.3.10. 김성태,이노근(새누리), 한정애(새정치) 81조에 '알선'금지
조항 넣어서 일명 '우버금지법' 발의

’15.12.14. 콜버스 서비스 시작

’16.1.26. 택시업계, 콜버스 위법임을 주장하고 광고 등 진행

’16.2.23.
국토부, 기존 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택시버스
면허업자에게만 콜버스 허용. 버스(11인 이상 승합차나
16인 이상 버스), 택시(11~13인승 승합차)

’16.5.16.
풀러스(카풀기반) 승차공유 서비스 시작(판교분당지역,
5~9, 17~2 시간대에만)

’16.8.1. 럭시 서비스 개시(우버랑 유사)

’17.4.
콜버스랩, 규제에 결국 서비스 전환(전세버스 대절 예약
시스템으로)

’17.6.23. 풀러스 ‘출퇴근시간선택제’를 표방하며 24시간 운용 선포

’18.8.28. 4개 택시단체, 카풀 비대위 구성

’18.10.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시범 서비스 참여 드라이버 모집(이
이후부터 택시업계 반발 심화)

’18.10.4. 택시 4단체, 카카오 본사 앞에서 카풀 반대 시위(2차)

’18.10.8. 타다, 서비스개시

’18.11.1. 민주당, 카풀택시TF 출범

’18.11.20. 민주당 카풀택시TF, 카풀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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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사항 청취

’18.12.7. 카카오, 럭시 인수 후 카카오T 카풀 시범서비스 개시

’18.12.10.
법인택시 기사 최모씨,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 반대
유서 남기고 국회 앞에서 분신 사망

’18.12.13. 카카오, 카풀 정식 서비스 연기 발표

’18.12.14.
당정, 택시업계 월급제 전면 도입방안 추진 등 택시업게
지원책 논의

’18.12.18.
민주당 이해찬 대표, 국회에서 4개 택시단체 대표와
간담회 열고 건의사항 청취

’18.12.19.
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전현희),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할 것임을 발표

’18.12.20. 택시업계, 여의도에서 카풀 반대 대규모 집회(3차)

’18.12.26. 택시업계, 카풀 영업 중단해야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입장 발표

’19.1.10. 택시기사 임모씨, 카풀 반대를 주장하며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분신 사망

’19.1.15. 카카오, 카풀 서비스 잠정 중단 발표

’19.1.18. 택시단체,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선언

’19.1.22. 4개 택시단체, 카카오 모빌리티, 민주당, 국토부 참여 사회
적대타협기구 출범

2) 정책의 창으로서의 역할

(1) 정책의 창 유형 분석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정책의 창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첫째는 정부 내부에서 정부주도형으로 개방되는 정책의 창

이다. 이는 국정과제에 명시가 되거나 국무회의 및 각종 관계부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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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등으로 상정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형성을 시작하는 계기로 작용하

는 것이다. 이는 주로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나 기존 정책들의 조정에 활

용된다. 또한 정부 내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형태로 정책의 창이 개방되

기도 한다. 승차공유 갈등과 관련해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4차산업혁명

위원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려 시도했던 것이 이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정부 외부에서 정책의 창이 개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여론의 흐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입법이 필요한 각종 규

제정책의 변동과 관련해서는 국회 상임위의 공청회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의 정책의 창이 개방되면 정부는 입장을 표명하거나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승차공

유 갈등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적대타협기구는 국회 주도의

대화기구였기 때문에 정부 외부에서 개방된 정책의 창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적대타협기구의 역할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정부는 최초에 승차공유 갈등은 4차산업혁명위

원회를 통해 해결하려 시도했으나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인해 이는 정책

의 창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이처럼 정부의 위원회는 합의에 실패했으나

국회 주도의 대화기구는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대타협

기구가 갈등해결기구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는 초기에 민주당의 카풀 TF가 한계를 느끼고 사회적대타협기구로 전환

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카풀 TF는 택시업계 위주의 대화 채널을 운

영함으로써 각종 복지개선 제안을 통한 택시업계 불만 잠재우기에만 주

력했을 뿐 카풀 서비스로 인해 촉발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했

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대타협기구는 합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정책결정의 대표성

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의 창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사회적대타협기구에는 택시4단체의 대표

와 정부, 국회, 카카오가 각각 이해당사자로 참여해서 합의를 도출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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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각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

었다. 따라서 이후의 국회입법과 행정부의 종합대책 수립에 일관성을 부

여할 수 있는 정책결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는 참여자들이 해당 대화

기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요소로도 기능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했다. 결국 사회적대타협기구

는 단순한 대화기구가 아니라 갈등의 실질적 해결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수단이 뒷받침되는 정책결정의 장이었기 때문에 정책의 창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정책의 창 개방에 영향을 미친 요인

1) 분석의 의의

정책의 창은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측이 가능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정

책의 창 개방이 단순히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사건임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영준·이찬구(2018)는 하나의 문제가 정책의제로

발전되는 과정을 의제 자체가 갖는 사회구성적 특성과 함께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 간 경쟁이 작용하는 포괄적인 현상으

로 바라본다. 이처럼 정책의 창은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 결과로 인

해 개방되는 것이다.

따라서 승차공유 서비스 갈등의 조정과정에서 정책의 창이 개방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책의

창이 개방되었다는 것은 해당 사례가 공중의제(Public agenda)에서 공식

의제(Formal agenda)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사회 전반에는 다양한 의

제들이 존재하나 어떤 의제는 공식의제가 되고 나머지는 계속 공중의제

수준에 머무른다. 정책흐름모형을 통한 분석에서 이러한 정책의 창 개방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3가지 흐름이 만나서 정책의 창이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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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결론 이상의 심층적 분석을 가능케 한다. 해당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만든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향

후 유사한 정책결정과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책

의 창 개방 이후에 다양한 정책결정의 경우의 수 중에서 특정한 결과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이다.

2) 정책의 창 개방의 결정적 요인 :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의 창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의해 열리기도 하지만 정부가 정책 변

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정책의 창을 직접 열기도 한다. 승차공유 서비

스 갈등의 사례에서는 정책문제의 흐름이 정책의 창 개방에 영향을 미쳤

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택시산업의 수익성 악화는 카

풀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등장으로 인해 택시기사들에

게 가시적인 위협으로 비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갈등의 심

화를 거쳐 사회적대타협 기구라는 정책의 창을 개방시키는 결과를 야기

했다.

3) 정책의 창 개방과정의 특징

승차공유 서비스 갈등사례에서 정책문제의 흐름으로부터 촉발된 정책의

창 개방과정은 이후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

고도 할 수 있는 특징들을 수반한다. 첫째는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이라는

점이다. Cobb&Elder의 정책의제 설정 유형 분류에 따르면 승차공유 서

비스 갈등사례는 외부주도형에 해당된다. 택시산업의 문제가 승차공유

서비스로 인해 갈등으로 표출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대타협기

구가 출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가 장기적

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안들을 비교·분석한 후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

가 아니라 갈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모두가 수긍할만한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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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급격히 심화되는 갈등으

로부터 야기된 외부주도형 의제 설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율에 정책결정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택시산업

규제정책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활용하여 택

시산업의 규제정책의 유형을 분류한다면 이는 정책비용은 다수에게 분산

되나 편익은 특정집단에 집중되는 고객형(client)에 해당된다.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는 택시의 수익성 보

전에 도움이 되지만 이로 인한 서비스 불만과 요금의 경직성 등은 불특

정 다수인 승객에게 분산되기 때문이다. 서인석 외(2013)의 분석에 따르

면 Wilson의 이러한 정책유형 분류 중 고객형의 정책화 가능성이 제일

높다. 왜냐하면 편익이 집중된 집단의 정책지지 수준은 높은 반면 비용

은 분산되므로 저항의 수준은 낮기 때문이다.

4) 소결

승차공유 서비스 갈등사레에서 정책의 창은 정책문제의 흐름 심화로 인

한 택시업계의 반발 및 정책적 보호 요구에 의해 개방되었다. 이러한 외

부주도형 의제 설정 구조와 규제를 활용한 산업보호를 주장하는 업계의

요구로 인해 정책의 창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조정하

는 정책결정 메커니즘의 출발점으로써 개방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정

치의 흐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택시업계의 정치적 영향력과 다음 해가

총선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결합됨으로써 정치적 보수를 극대화하려는 국

회가 정책선도자로서 행동할 유인이 갖춰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회가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택시업계와 플랫폼사업자의 의견조율을 주도하고

현재와 같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도출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정책의 창은 단순히 3가지 흐름의 결합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결정 메커니즘의 시작을 알 수 있는

복합적인 순간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결정 메커

니즘을 정책선도자의 행위 분석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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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갈등의 조정 및 정책결정 메커니즘 분석

관련 선행연구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정책

의 창이 열리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만드는 각 흐름들을 중점

적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정책의 창 개방 이후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관심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각 흐름이 결합한 상황에

서도 다양한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책결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

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산업 간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책결정에서

특히 중요하다. 정책결정의 결과가 각 집단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은 향후 유사

한 갈등의 해결이나 분석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창 개방 이후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을 활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1. 택시제도 개편방안 분석

1) 택시제도 개편방안26) 개괄

승차공유 관련 갈등조정의 결과로 도출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정책흐

름모형에서 제시한 정책결정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3

가지의 흐름이 만나서 정책의 창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정책

대안들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1)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이는 플랫폼 사업자를 택시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정책이다. 규제혁

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의 첫 번째 유형은 신규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진

26) 국토교통부.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201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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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정부가 안전, 보험,

개인정보관리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영가능대수’를 정하여 허가를 내

주게 된다. 그리고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으로 납부하여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이나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하는 기

금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는 기존에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신규 플랫

폼 사업자를 택시 제도권에 편입시키면서 활용한 방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이다. 기존의 법인·개인택시

가 가맹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면허대수 기준을 완화27)시킴으로써 플랫

폼 사업자와 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플랫

폼 사업자가 기존 택시산업과의 제휴를 통해서 운송사업을 영위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된 이

후 모빌리티 사업자와 택시업체의 협력이 본격화되었다. 카카오모빌리티

는 면허권 90대 규모의 택시업체를 인수하고 가맹사업을 출시한다는 목

표를 세웠고 이후 추가로 2~3개를 더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인 인수와 면허 매입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2019년 10월 기준으로 택시면허를 약 460개 확보한 상황이며 이후 ‘카카

오T블루’와 ‘카카오 벤티’와 같은 가맹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

했다.

(2)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두 번째 핵심과제는 기존의 택시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총 세가지의 대책으로 이

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법인택시의 월급제 정착이다. 이는 기존의 사납

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사납금제는 기사들이

일일 사납금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을 극대화하는데 치중하게 함으로써

승차거부, 불친절 문제를 야기했고 장시간의 노동 등 기사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지목되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택시의

27) (기존) 4천대 → (변경) 1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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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의 전액관리제 규정의 법적 강제성이 없

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써 법적 보완조치도 완료됐다.28) 이와 더불어 전액관리제로 인한 법인택

시의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혁신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 확대 보급, 가맹사업 컨설팅 등의 지원책도 마련되었

다. 두 번째는 개인택시 규제 합리화다. 이는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

을 완화함으로써 청장년층의 진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택시 부족시간

대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또한 택시 특정 시간대에 한해 택시 부제

를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 공급이

부족한 시간대에 추가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세 번째는 감차사업 개편이다. 이는 기존에 추진되던 감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그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다. 추가

적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출연한 기여금을 활용하여 75세 이상 개인

택시의 면허매입을 통한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3) 서비스 혁신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마지막 핵심과제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

비스 혁신이다. 우선 택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요소를 줄이는 방안이다.

택시기사의 자격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플랫폼 운송

사업 종사자도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한정한다. 또한 경력조회를 통해

운수종사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되어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규 수요창출 방안도 마련됐다. 플랫폼과

결합하여 특화 서비스(여성·통학·노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요금제의 자율성의 폭을 넓힌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

제 대여, 구독형, 월정액제 등의 요금부과 방식을 도입하고 버스, 기차,

항공 등 예약을 지원하기 위한 MaaS29)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28) 정책대안의 흐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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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비스 개선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서비스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있다.

(4) 요약

이상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9) MaaS(Mobility as a Service) : 버스, 항공, 기차 등 예약시 플랫폼 택시를

동일한 앱에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현재 R&D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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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택시제도 개편방안 주요 내용 요약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①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신설

-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 차량·외관 등 규제 완화

- 사회적 기여금 납부

②
가맹사업 규제 대폭

완화

- 기존 택시와 결합

- 현재 가맹사업 관련 규제 완화

③
중개플랫폼 제도권 내

편입

- ‘카카오T’와 같은 호출플랫폼

- 향후 규제샌드박스 적용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①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
- 처우 개선

- 승차거부, 불친절 등 개선

② 개인택시 규제 합리화
-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

- 법인택시 부제 지자체별 자율화

③ 택시 감차사업 개편

- 기존 감차사업 효율화

- 75세 이상 개인택시 면허 매입대금의

연금형태 지급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①
누구나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택시

- 자격관리 강화

- 법죄경력 조회 강화

②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

는 택시

- 여성안심·자녀통학·실버케어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 다양한 요금제 및 MaaS 지원

③
기본을 지키는 친절한

택시

- 서비스 평가 강화

- 안전교육 강화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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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1) 정책흐름모형의 검증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승차공유 서비스 갈등조정 과정이 Kingdon의 정

책흐름모형에서 제시하는 비합리적 정책결정과정에 해당함을 확인시켜주

는 사례이다. 앞서 제시했듯 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부합하는 대안

들을 비교·분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

하고 있던 흐름들이 만나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택시산업의 수

익성 악화라는 정책문제의 흐름과 이익집단으로서 행동하는 택시업계의

압력이라는 정치의 흐름과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시되었

단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정책대안의 흐름이 만나서 정책의 창이 열리

고 그 중 일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됨으로써 정책결정이 이루어

진 것이다. 감차사업이나 월급제 시행은 택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래전부터 제시되던 대안들이었고 플랫폼사업자의 제도권 편입과 그에

연계된 감차기여금 출연은 해외에서 이미 제시된 정책대안들에 해당된

다. 이러한 정책대안들은 정책흐름모형에서 기존의 ‘아이디어의 수프’에

서 정책대안이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 플랫폼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대안의 의미

하지만 승차공유 서비스 갈등의 조정사례는 정책흐름모형만으로 모든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

용 중에는 플랫폼사업자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데 이는 단순히 기존의 정책대안이 선택된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개연성

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플랫폼사업자를 규정하는 방식은 전면 금지부터

전면 합법화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그 중 택시산업 안으로 포함시

켜서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대안이 선택된 이유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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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
기존 플랫폼

사업자

(카카오 등)

>
잠재적 진입자

(스타트업)

이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면허권 매입을 통한

운송사업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 확대를 통한 제도권 편입을 추구한 것에

서 더욱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이는 기존에 카풀 서비스 제공을 시도했

던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의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준 것이

기 때문이다. 앞서 정책의 창 개방에 대해서 분석한 것과 같이 승차공유

갈등 조정과정은 택시업계의 정책적 보호조치 요구로부터 시작된 외부주

도형 의제설정으로써 택시업계에 편익이 집중되고 비용은 다수의 승객에

게 분산되는 구조이므로 정책결정자는 택시업계의 요구만 수용해도 갈등

을 조정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은 소수이며 결집된

이익집단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따라 택시업

계만큼의 저항을 보이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플랫폼사업자들을 구분하여 살펴본다면 이는 카카오와 같은 대규모

자본과 기존의 인프라를 갖춘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이다. 면허권을 매

입하거나 자사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유리하기 때문

이다. 그에 비해 스타트업이라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는 면허 매입대

금을 제공하기도 어렵고 기존 법인들과 제휴한 가맹사업을 추진할 표준

화된 서비스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

다.

[그림2] 택시제도 개편방안으로부터 얻는 상대적 편익의 크기 비교

결국 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택시업계 뿐만 아니라 플랫폼운송사업자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도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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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과정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한 정책결정의 전체적인 구조

를 살펴보는 것으로는 상세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운 과정이다. 이는 정책

의 창 개방 이후에 정책결정의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

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정책의 변동이

시작되고 세부적인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정책선도자 즉, 국회의 이해관계였음을 예상할 수 있다.

2. 정책결정 메커니즘 분석 : 정책선도자의 영향

정책선도자인 국회는 정책의 창 개방 이후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영향

을 미쳤다. 이러한 국회 주도의 정책결정의 산물이 택시제도 개편방안인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갈등 중재의 결과

물로써 택시업계의 편익과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편익이 동시에 고려된

정책대안의 집합체이다. 이는 국회가 정책결정과정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편익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보수인 득표극대화를 추구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정책선도자와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1) 정책선도자로서의 국회

승차공유 서비스 갈등조정 과정에서 정책선도자는 국회(더불어민주당)

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정책의 창 개방 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알 수 있

듯이 민주당은 카풀TF를 결성하여 택시업계, 플랫폼 운송사업자, 정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출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

할을 했다. 국회는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 합의

안을 도출하고 이를 정부의 최종 대책에 반영시켰으며 실질적인 구속력

을 확보하기 위한 최종적인 입법행위까지 추진했다.

국회가 정책선도자로서 정책결정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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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다루는 승차공유 서비스 갈등사례의 주요 특징이며 정책결정과

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요소다. Kingdon에 의하면 정책선도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대안을 정책대안으로 채택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승차공유 서비스

갈등조정 과정에서 정책선도자인 국회는 특정 대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

거나 장기간 선호하는 행태를 보이지는 않았다. 국회는 대규모 갈등에

대한 응답의 일환으로 갈등의 조정을 목표로 한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출

범시켰고 그 결과물로서의 정책대안을 도출해낸 것이다.

이는 국회에 정책선도자로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했음

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인은 승차공유 서비스 갈등사례의 특징에

서 찾을 수 있다. 사회 내에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지만 국회가 모든

갈등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시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승차공유

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갈등을 조정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정책의 창에 대한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갈등은 택시업계의

정책결정 요구로 인해서 촉발된 것이고 택시업계는 결집된 이익집단으로

서 투표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국회는 택시업계의 요구에 반

응할 유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책결정 메커니즘 분석 : 득표극대화

국회가 정책선도자로서 갈등 조정과정을 주도하고 그 결과로 도출된 택

시제도 개편방안은 정책흐름모형에서 주장하는 정책결정과정의 산물이면

서 국회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국회가 주도하는 정

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는게 가능했지만 택시제도 개편방

안과 같은 대안이 채택된 이유는 국회의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

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택시업계의 편익이

제일 중요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기존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편

익 역시 고려된 결과물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완화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사업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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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확실성을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택시업계와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편익이

모두 고려된 이유는 정책선도자인 국회의 편익 즉, 정치적 보수인 ‘득표

극대화’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갈등의 당사자인 택시업계와 플랫폼 운송

사업자를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승자그

룹(Winning Group)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치적 보수를 극대화한다는

Peltzman의 규제이론으로 이러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1) 택시업계의 편익 보호 이유

국회가 득표극대화를 위해 택시업계의 편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택시업계는 종사자만 약 27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

족까지 고려하면 약 100만명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이익집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택시기사는 전통적으로 개별 유권자의 표심에 많은 영향

을 끼칠 수 있는 매개체로 인식되어왔다. 그리고 택시업계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등 개별 조합을 통해 잘 결집된 모습을 보이고 있

다. 따라서 택시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득표극대화를 추구

하는 정치권의 자연스러운 행위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승차공유 서비스

로 인한 갈등은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갈등조정과정에서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행동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편익 보호 이유

카풀서비스의 전면 허용 수준은 아니지만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제도권

내에 편입되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분명

택시업계 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의 편익도 고려한 조치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결집력이 강한 이익집단이 아니며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전면적으로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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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택시업계의 요구사항만을 반영한다 해도 이들이 택시업계처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거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

표면적으로는 이는 득표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고려한다면 플랫폼 운송

사업자의 편익을 고려하는 것이 득표극대화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여론조사30)에 의하면 공유경제에 대해 들

어본 적이 있다는 비율은 52%이다. 하지만 이 중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

해서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96%에 달

한다. 또한 앞서 정치의 흐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리얼미터의 인식조사에서 찬성 비율은 2회에 걸쳐 모두 약 57%를

기록함으로써 여론이 승차공유 서비스에 우호적임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카카오T의

이용자 수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T의

2018년 12월 월간 실사용자 수는 1000만명을 기록했다.31) 승차공유 관련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일평균 호출

건수는 147만에서 165만까지 약 13%가 증가했다.

[표17] 2018년 9월~12월 카카오T 월별 일평균 호출 건수 변화

(단위 : 만 건)

기간 2018년 9월 2018년 10월 2018년 11월 2018년 12월

건수 147 150 156 165

택시업계의 강도 높은 비판과 대규모 집회, 불매운동 등이 전개되는 와

중에도 카카오T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30) 한국일보. “[여론 속의 여론] 공유경제 낯설어도 “더 활성화돼야” 68%“.

2019.2.9.

31) 한국경제. “택시-카카오 갈등에도...카카오T택시 月이용자 1000만명 넘었다”.

201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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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는 이미 승차공유 서비스에 많은 국민들이 머무르는 일종의 ‘락인

(lock-in)’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플랫폼 운송사업을 전면

적인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한다면 카카오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실험하는 카카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혁신을 제한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론의 우호적 성향은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승차공유 서

비스를 획일적으로 금지시킬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양당제

인 한국 정치구조에서 중도층의 확보 및 외연 확장은 선거에서 매우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회는 택시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

되 공유경제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유권자들

에게 최대한 다양한 가치를 포용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줄 유인이 존

재하는 것이다.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후 카카오의 행보를 살펴보면 이러한 분석에 부합

함을 알 수 있다. 카카오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로서 직접 택시를 운영하

기 위해 법인택시회사 6곳을 인수하여 약 460개의 면허를 확보했다. 이

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중 ‘플랫폼 운

송사업제도 신설’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고유의 영업방

식을 적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카카오는 이른바 ‘웨

이고’로 알려진 가맹사업자인 타고솔루션즈를 인수하여 약 4,500대의 가

맹택시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가맹사업 규제 완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월급제 적용 및 호출비 징수 등의 영업방식을 적용

하고 중·대형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맹택시들은 카카

오의 브랜드 이미지와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카카오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자사 플랫폼

인 카카오T를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탄력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기존의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택시제도 안

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이로 인해 플

랫폼 운송사업자는 비록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자유로운 운송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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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영위할 수는 없지만 사업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될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택시산업에 진입하기 위한

면허라는 형태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반드시 면허를 매입하지

않고도 가맹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우회로가 마련된 것과

같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택시업계의 요구

만을 반영한 갈등중재의 결과가 아니라 승차공유 서비스와 그 뒤에 존재

하는 우호적 여론을 고려한 국회의 득표극대화 행위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3. 소결

승차공유 서비스로 인한 갈등은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의 논의를 거쳐

택시제도 개편방안이라는 정책결정에 도달함으로써 중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갈등의 가능성이 차단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는 정

책적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제거해 준 정책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은 정책흐름모형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했다. 3가지

흐름을 기준으로 갈등양상과 그 배경을 분석한 결과 이는 Kingdon이 주

장한대로 다양한 흐름이 일시에 만나 정책결정의 기회인 정책의 창이 열

리는 과정인 것이다.

하지만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내용의 형성 과정은 정책흐름모형만으

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3가지 흐름이 만나서 정책대안들이 생존경쟁을

통해 채택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현재와 같은 정책대안이 구성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갈등의 양상

과 해당 의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선도자가 단순히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유인체계를 갖고 행동하는지

와 그 주체가 국회라는 점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승차공유 서비스 갈등 조정과정의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할 때 정책의 창 개방 이후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은 결국

득표극대화라는 정치적 보수 극대화 행위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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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산업의 형태로 등장한 공유경제

가 유발할 수 있는 갈등과 그 해결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시작되었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승차공유 서비스와

관련된 갈등사례는 이러한 정책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의 조정과정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발생가능한 유사한 갈등사례의 해결 및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 공유경제로 인한 갈등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사업자의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플랫폼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개인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을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산

업의 이윤을 감소시키는 강력한 대체재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서 기존의 규제나 정책은 최신 기술발전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영역은 회색지대 또는 불법의 영역으로 규정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기존 산업은 이러한 규제나 정책을 활용하여 신산업

을 견제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승차공유 역시 이러한 사례 중 하나이며 이미 해외에서는 공유경제 시

대의 주요 갈등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발생한

승차공유 서비스 관련 정책갈등 사례는 공유경제로 인한 정책갈등의 본

격적인 등장을 알리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최근의 사례이

고 갈등이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는 사례이지만 향후 유사한 갈

등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승차공유와 관련된 갈등조정은 대규모 집회와 분신 등의 극심한 갈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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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출을 겪은 후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고 이것을 택

시제도 개편방안의 형태로 구체화시키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서 나타나는 정책결정과정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

고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기존에

존재하던 대안의 흐름 그리고 정치적 요소 등이 우연한 계기에 만나게

될 때 정책결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각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문제의 흐름은 택시산업의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가 승차공유서비스의 등장이라는 초점사건으로 인

해 단기간에 주요 정책의제로 인식된 것이다. 택시산업의 환경적 변화는

자가용 보급 확대 및 대중교통체계의 발전으로 인한 수요의 감소가 지속

되었고 이에 비해 공급측면에서 택시의 증차가 지속되어 수익성이 악화

되는 방향으로 변해왔다. 그리고 택시산업 내부적으로는 법인택시 사납

금제도로 인해 기사들의 장시간 근로 및 승차거부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근태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액관리제가 아닌 사납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정책대안의 흐름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담긴 주요 대안이 이번 갈등을

계기로 새롭게 도출된 대안이 아니라 기존에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거나 해외에서 승차공유와 택시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제시된 대

안들이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다. 전액관리제(월급제), 감차 등

의 대안은 기존의 택시산업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이미 제시된

대안들이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면허권 매입 및 감차기금 출연은

미국 등 해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안이다. 이러한 대안들이 금번 택시

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흐름은 승차공유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국민들의 승차공유에 대한 긍정적 여론에도 불구하

고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택시산업의 보호요구를 주장한 택

시업계의 결집력이라 할 수 있다. 택시업계는 대규모 집회 및 분신시도

등을 통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표출해왔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러한 요구가 공식의제로 다뤄질 수 있었던 것은 택시업계의 정치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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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선거에서 최대 100만명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춘 이익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은 승차공유 서비스의 본격 시행이라는 초점사건의

발생을 계기로 서로 합류함으로써 공중의제에서 공식의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

한 국회의 주도 하에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형태로 정책의 창이 개방된 것

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사례에서 정책의 창을 개방하는데 중요했던 흐름은

정책문제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카카오의 승차공유 서비스가 본격적으

로 시행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택시업계가 결집하기 시작했고 이후의 정

책적 보호조치 요구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물론 택시업계의 요구가 공식

의제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택시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에 기인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자극한 것은 정책문제

의 흐름에서 승차공유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승차공유 서비스와 관련된 갈등 조정과정을 거쳐 택

시제도 개편방안이라는 중재안이 도출되기까지의 정책결정과정을 정책흐

름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해당 정책이 형

성되는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진행했다. 왜냐하면 선

행연구의 지적과 같이 정책흐름모형은 정책의 창 개방 이후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향후 유사한

갈등조정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결과 중 특정 형태

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추가한 것이다.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는 택시업계의 요구사항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제

도권 진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반영이 되었는데 이는 Peltzman의

규제 일반이론을 통해 해석이 가능한 결과다. 규제의 공급자라 할 수 있

는 정치인은 규제의 수요자인 이익집단으로부터 최대한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유인이 있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하나의 집단으로부터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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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집단의 반대를 무마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규제 수준 결정을 통해 최대한 많은 집단으로부

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최대한 많은 집단을 승자그룹에 포

함시킴으로써 정치적 보수인 득표의 극대화가 가능하다. 택시제도 개편

방안은 강력한 결집력을 지닌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되

국민 전체적으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된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제도권

진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론의 흐름이 반대로 돌아서는 것을 방지

하고자 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기존에 플랫폼 운송사업

자로서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만들어 놓은 카카오의 행보와

다른 스타트업의 행보를 비교함으로써도 확인 가능하다. 카카오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며 택시제

도 개편방안 이후 제도의 틀 안에서 면허매입, 가맹사업 확대 등을 통해

서 신사업을 적극 확장중이다. 하지만 다른 스타트업들은 면허 매입대금

의 부족, 가맹사업 확장을 위한 브랜드 파워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승차공유 서비스 역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입규제가 변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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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

1.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공유경제라는 신

산업이 기존의 산업과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사례 중 하나로 승차공

유 서비스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비교적 최근의 사례로서 다양한 선행연

구가 축적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향

후 유사한 갈등사례를 분석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살펴본 승차공유 서비스 갈등사례는

향후 기술발달로 인한 산업 간 구조조정 및 갈등의 조정과정이 비선형적

이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

사한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은 기존의 정책과 새롭게 변화하는 산업

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고 이는 ‘문제인식-대안탐색’이라는 인

과관계가 명확한 정책결정과정을 따를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지 않을 것

이다. 따라서 갈등의 조정을 위해서는 해당 시점의 결정적 사건과 각 행

위자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정책대안들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해서 3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산업 간 갈등의 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의 메커

니즘이 정치적 보수 계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규제

의 변동을 수반하는 정책갈등 상황에서는 다양한 정책대안들 중 규제 형

성자의 정치적 보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

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결정 메커니즘이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처럼 정치논리에 많은 영향을 받는 정책

결정과정은 정책적 일관성이나 정부의 관련 갈등 조정역량 제고에 큰 도

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유사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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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갈등조정을 위해서 정부 위원회인 4차산업혁명위

원회 활용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본 사례에서 정책의 창으로 기능한 사

회적대타협기구는 국회 주도의 비상설기구로서 정치적 보수를 고려한 갈

등조정 결과를 도출해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갈등사례들은 국가 전체

의 정책적인 방향을 고려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전담

조직을 활용하여 갈등조정 노하우를 축적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여기서 도출된 합의안이 국정과제 형

태로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갈등조정 역량

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한국에서의 승차공유 서비스가 최근의 사례이다보니

관련된 각종 자료의 축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폭넓은 분석

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단일사례를 다루었으나 최근

이슈가 되었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영역이나 공유경제의 다른 산업

영역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다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ICT의 발달을 토대로 성장한 산업이므로 정

보통신정책의 영역에서의 연구도 진행이 가능하고 경제학적 측면에서 공

유경제의 한 축으로도 연구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축적된 연구를 활용했다면 승차공유 서비스의 갈등 조정과정에 대한 보

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갈등사례에서 갈등의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책 자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

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가 다룬 승차공유 서비스 갈등사례에서는

이익집단이 한 개가 존재하지만 향후 다른 갈등사례에서는 복수의 이익

집단이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책적 시사점이 다르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이론이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해석

하는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공유경제로 인한 갈등의 주 요인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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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규제이론 측면에서의 다양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3. 향후 연구과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제시하는 향후 연구과제

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각종 통계자료가 축

적된다면 승차공유 서비스와 택시산업 간의 갈등을 분석할 때 계량적 분

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승차공유 서비스가 기존의 택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

이 보완된다면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중재를 위한

정책대안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유사한 유형의 갈등사례가 발생

하는 경우 새로운 사례연구를 추가함으로써 본 사례와 비교 또는 단독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사례연구의 축적은 향후 유사한 갈등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대

안을 형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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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case study that analyzed the process of conflict

settlement between industries caused by the growth of the sharing

economy,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industry in the mids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ase analyzed in this study is a

case of conflict about ride-sharing service, which recently developed

a consensus by the Great Social Agreement Organization after the

creation of conflict in Korea. This conflict is one of a result which

come from ride-sharing servic. The sharing economy will continue to

cause policy-related conflicts in various spheres. That is because

while the sharing economy enables new forms of consumption by

allowing individuals to sell their goods or services to others, it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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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a serious threat to profits for workers in the existing industry.

However, the sharing economy is not fully regulated by existing

regulations or policies yet. This gap between reality and policy is

working as a starting point for the conflict that makes existing

industries attack sharing economy, claiming it is illegal.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against the

occurrence of similar conflicts in the future by studying ride-sharing

conflict cases analyzing through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Besides, Peltzman’s theory of regulation was also used

supplementarily to analyze the mechanism of decision-making that

shows how the final policy alternative was composed.

The result of analysis regarding the conflict adjustment process of

ride-sharing service, analyzed with the forementioned framework is

as follows. Firs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using the policy

stream model, the stream of policy problem falls under the process of

intensification of profitabilities deterioration in the taxi industry by

the focusing event, the emergence of ride-sharing service. For the

taxi industry, in terms of the external environment, the demand has

decreased due to the increase of owner-driven cars and the

develop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supply has increased due to a

continu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taxies. Internally, there were

problems such as deterioration of working conditions due to the

system that requires taxi drivers to turn over some of their daily

earnings to the company and lack of corporate efficiency. Moreover,

profitability has deteriorated due to cost factors such as fuel price

rise. The emergence of ride-sharing services in this situation has

made the worsening profitability in the taxi industry a visible threat.

The stream of policy alternatives includes alternatives such as a total

earnings management system, efficient reduction of taxies, design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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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i as public transportation to solve the worsening profitability

problem in the taxi industry. In addition, alternatives such as the

creation of deductions through license purchases presented as

mediation settlement in foreign countries, which have experienced

conflicts related to ride-sharing already, are also streams of policy

alternatives. Political stream includes a strong concentration as a

profit group in the taxi industry that can move about 1 million voters

despite growing public interest in ride-sharing services and favorable

public opinion. Those streams are then combined by the policy

window, Great Social Agreement Organization, and led to the decision

to reform the taxi system. In this situation,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considered as a policy entrepreneur, which led to the

mediation of such conflicts.

The mechanism of policy decision can be understood by analyz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plan to reform the

taxi system, which is the result of conflict resolution. As a result of

the conflict adjustment, the requirements that the taxi industry

proposed were relatively reflected better, but the foundation for the

existing platform transportation service provider to maintain their

business within the system was also established. Considering the

strong demand for protection of the taxi industry existed in the

overall conflict, the reason this outcome is the result of maximizing

the political pay-off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policy

entrepreneur. As shown by the Peltzman’s theory of regulation, the

National Assembly led this policy decision to maximize votes by

securing both the taxi industry voters and the support of public

opinion favorable to ride-sharing.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suggested through the above analysis

are as follows. In the conflict resolution regarding ride-sharing



- 97 -

service, the stream of policy problems intensified by technological

development played an essential role in opening up the policy

window. This conflict resolution between industries will involve

changes in regulations, which will be influenced by the logic of

maximizing political pay-off in the National Assembly. Similar results

are expected if we use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of Great Social

Agreement Organization which the Congress leads. Therefore, to raise

effectiveness in settling conflicts and maintain the consistency of

policy it is necessary to use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eywords : policy stream model, ride-sharing,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conflict adjustment, policy entrepren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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