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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본 연구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일어나는 여분 공간의 

상품화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다룬다. 특히 

연구는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공간의 여분과 이를 필요로 하는 

여행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의 

사례에 초점 맞춘다. 이를 통해 오늘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형성된 연결망이 기존에 공간 자원이 상품화되는 방식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즉, 연구는 공유경제, 

심화된 자본주의, 협력적 소비, 불법 숙박업 등으로 다양하게 이름 

붙여지고 있는 이 현상이 일상적 공간이 상품화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밝히고, 나아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론적으로 이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가 일상의 공간에 초래한 

변화의 맥락에 에어비앤비 사례를 위치시킨다. 이를 위해 먼저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을 지칭할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인 

‘공유경제’를 다룬 논의들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공유경제가 

무엇이며, 과연 새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럼에도 

이를 다룬 기존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이 현상이 공간을 포함한 점차 더 

많은 종류의 ‘미사용·저사용’되는 자원을, 개인들이 직접 거래하는 것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에서는 기존 논의 검토로부터 이와 같은 개념을 차용하며, 나아가 이 

현상이 지니는 함의를 더 면밀하게 탐색하기 위한 이론 틀을 모색한다. 

정보통신기술과 지리 공간의 상호 구성적 관계에 관한 논의는 본 연구의 

관찰을 풍부하게 해주는 이론적 토대이다. 이를 토대로 연구에서는 다음 

두 지점을 중점적으로 탐색한다. 

첫 번째 지점은 에어비앤비라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기존에 저사용되던 여분 공간이 어떻게 단기 임대용 공간으로 상품화되고 

있는지 밝히는 작업이다. 이 작업의 중심에는 사용자 간 직접 거래(peer-

to-peer, P2P)가 거래에서의 한계비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온라인 발 변화가 일상적 주거 공간과 같은 물리적 공간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 관점에 기반하여, 

연구에서는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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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거래되는 방식을 조사함으로써 저사용되는 여분 공간이 어떻게 

상품화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특히 연구에서는 이것이 동일한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의 임대료 수준과 숙박용으로 거래할 때의 임대료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이용한 것임을 부각시킨다. 즉, 연구에서는 이 

거래에 참여하는 개인이 공간이 잠재적으로만 지니고 있던 임대료 차이를 

온라인 연결망을 이용해 실제 현금 수익으로 취하는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 연구에서는 에어비앤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과 이것이 촉발한 법제 변화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변화가 어떻게 공간을 사용하고 거래하는 방식을, 그리고 

이 과정에 관여하는 당사자들 간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에어비앤비를 둘러싸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개인과 집단, 지방정부, 기업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조정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드러내고자 한다. 연구는 일련의 갈등과 조정이 

기존에 물리적으로 구획되고 제도적으로 규정되어온 공간과 정보통신기술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재편되는 공간이 중첩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이로부터 에어비앤비, 우버 등의 플랫폼의 부상에 뒤이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제도 변화는 공간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에 관한 의제와 

합의점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적어도 특정 지리적 범위 

내에서는 물리적 구획과 지역 제도가 조밀하게 규율할 수 있었던 공간 

질서에 네트워크가 관여하는 폭이 넓어졌으며, 그 영향력이 ‘집’과 같은 

일상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여러 도시에 

새로운 의제를 가져온 에어비앤비 사례는 이 같은 네트워크와 지리 

공간의 연동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이 연구는 여분 

‘공간’의 상품화에 주목하였다. 오늘날 공간 자원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여분’들이 거래가능한 상품 영역으로 진입하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함의는 이러한 변화가 내포한 기회와 의미를 포착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정보통신지리, 공유경제, 에어비앤비(Airbnb), 여분 공간 

학  번 : 2013-2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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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개인이 자신의 공간을 관광객에게 단기로 임대하거나 자가용을 이동 

수단으로 제공하는 경제 행위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적 자원의 

저사용되는 여분은 자연적으로 존재해왔으며, 가까운 사람들 간 이를 나누거나 

거래하는 행위 또한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했다(Belk, 2014). 그럼에도 최근 소위 

‘공유경제’가 각종 분야의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와 

관계에 제한되었던 여분 자원의 거래가 사회의 이목을 끌 정도의 규모로 

체계적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상적으로 파편화되어 존재해온 개별 

자원의 여분과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용자 간 직접 

거래(peer-to-peer) 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초점 맞춘 사례인 에어비앤비(Airbnb)는 미사용(unused) 

또는 저사용(underused)되는 공간의 소유자와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다(《The 

Economist》, 2013년 3월 9일자). 2015년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된 에어비앤비의 창립자 브라이언 체스키는 ‘월세를 내기 빠듯한 

주거 공간’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한 데에서 에어비앤비가 

출발했다고 언급한다(《Time》, 2015년 4월 15일자).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 

되지만, 기본적으로 에어비앤비는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플랫폼을 통해 

상품화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이점을 활용하려는 것은 개인 

뿐만이 아니다. 2012년 9월 서울시는 미사용·저사용되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하는 ‘공유도시 서울(Sharing City Seoul)’을 선언한 바 있다(곽노완, 2013; 

서울시 공유허브 홈페이지; 《Forbes》, 2014년 5월 25일자). 여기서는 옷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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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재활용부터 사용하지 않는 주차 공간의 공유, 빈 방의 활용까지 도모하고 

있다. 즉, 이것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원의 여분을 거래 또는 나눌 수 

있음을 인지한 공공의 시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이후「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2013.2.21. 제정)」으로 이어졌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최근 전통적인 업계에 비견될 

만큼 성장한 것은 플랫폼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한계비용을 

최소화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Rifkin, 2014: 16-23). 

본 연구는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로 부상한 에어비앤비(숙박), 우버(택시)와 

같은 플랫폼이 개인들로 하여금 ‘자원이 지닌 여분 생산력의 상품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개인의 공간이나 자가용 등 상품화되는 자원 

자체는 가치가 있는 것이나 전통적으로 호텔사업자, 택시사업자라는 제한된 

주체들에 의해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본 연구의 에어비앤비의 경우, 

참여 개인은 ‘공간’이 지닌 여분 생산력을 상품화한다. 이는 기존에는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개별적인 수요와 연결되기 어려웠던, ‘파편화되어 존재하던’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용 공간으로 

상품화되는 공간은 많은 경우 개인의 사적인 주거용 공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언급으로부터 에어비앤비는 개인이 파편으로 존재하던 여분 공간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화하게 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에서는 다음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서울의 

에어비앤비 사례에 초점 맞추어 자신의 공간을 상품으로 기획하는 개인과 이 

때에 여분 공간이 상품화되는 기제를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 관계를 지닌 당사들 간의 갈등 및 지역 제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날 공간이 상품화되는 방식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제도 변화를 통해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두 가지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를 차례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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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여분 공간은 어떻게 

상품화되는가? 

둘째, 에어비앤비가 촉발한 갈등과 제도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갈등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 관계는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첫 번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특히 여분 공간이 

상품화되는 방식에 초점 맞추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에어비앤비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여분 공간으로부터 현금 수익을 

취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 연구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촉발한 갈등을 본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구획되고 제도적으로 규정되어온 

전통적 공간이 오늘날 네트워크가 매개한 공간과 중첩되며 나타나는 갈등으로 

파악한다. 또한 이 갈등으로부터 공간이 이용되는 방식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를 

지닌 당사자들이 연대·대립하며 재구성하는 사회적 관계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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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연구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연구의 소재인 ‘에어비앤비’ 

를 간략히 소개한 후에, 연구의 시기적 범위 및 지리적 범위를 정의하고자 한다. 

에어비앤비(Airbnb, Inc.)는 사용자 간 숙박용 공간의 임대차를 매개하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으로 2008년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되었다. 192개 국, 

약 34,000여 개 도시의 이용자들이 에어비앤비에 공간을 등록해두고 있으며) 

(Wilkinson, 2015: 4)(2015년 1월), 서울시에서는 약 4,554개의 공간이 등록되어 

있다(자료 출처: 에어비앤비 홈페이지)(2015년 1월). 한편, 등록되는 공간의 

물리적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에어비앤비의 특성상, 공간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전통적인 숙박용 공간과 달리, 성(城), 나무 위의 집, 이글루, 보트, 

사무실의 일부 공간 등 규모 면에서 기존의 숙박 공간에 비해 다양한 공간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개별적인 방을 연구 대상으로서 

에어비앤비 공간으로 칭한다. 

본 연구에서 던지고 있는 두 연구질문에 따라 연구 대상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여분 공간이 상품화되는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여분 공간은 어떻게 

상품화되는가’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시기적으로는 2011년 1월-

2014년 12월의 기간 동안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에서 에어비앤비에 활발하게 공간이 등록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이후이며 현재(2015년 1월) 전국적으로 6,000여 개가 넘는 공간이 등록되어 

있다. 연구 대상 공간의 지리적 범위는 한국에서 여분 공간 상품화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서울시로 하고 있다. 이는 여분의 자원이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 간 직접 거래되는 소위 공유 경제 행위는 자원의 경합성이 비교적 

강한 도시 지역에서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지적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Bardhi and Ekhardt, 2012). 연구 지역 서울시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있는 공간은 약 4,554 개(2015년 1월)이다. 이어서 제주도에서 약 794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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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부산시에서 약 575 개의 공간이 등록되어 있다. 서울시는 동아시아의 

다른 도시들(도쿄,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타이페이)와 비교했을 때에도 가장 

많은 수의 공간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1-1>). 

 

<표 1-1> 도시별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 수 

도시 공간 수(개) 도시 공간 수(개) 

서울 4,554 오사카 1,537 

제주 829 베이징 1,424 

부산 596 상하이 2,248 

도쿄 3,961 타이페이 2,936 

 

둘째, 에어비앤비가 촉발한 갈등과 제도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갈등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 관계는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2011년 1월-2015년 2월의 기간 동안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지역 

제도의 변화와 그 배경이 된 이해당사자 간 갈등과 조정의 과정을 검토한다. 

지역 제도 변화는 발의·입법·공청 과정에서 에어비앤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네트워크의 공간 재편과 이로 인한 갈등은 정보사회의 

특성상 세계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연구에서는 16개 도시의 

사례로부터 이해당사자 구도를 파악하고 갈등과 조정의 과정에서 부각된 주요 

쟁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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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주된 연구 방법으로 심층 면접과 문헌 연구를 사용하였다. 연구 진행 

단계에 따라 사용한 방법과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 변화가 일어난 

지역의 중앙 및 지방정부 문서를 통해 법제화 내용을 파악하고 기사를 통해 

보충하였다. 둘째, 제도 변화의 배경이 된 이해당사자 간 갈등과 조정 과정을 

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확인하였다. 셋째, 에어비앤비 홈페이지로부터 

서울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있는 공간 자료를 구축하였다. 구축한 

자료로부터 더 면밀히 살펴볼 일부 공간과 참여자(호스트1))를 선정하였다. 넷째, 

이를 기반으로 서울 맥락에서 나타나는 에어비앤비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호스트 14 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다섯째, 에어비앤비에서 

상품화되고 있는 공간의 주거용 임대료와 숙박용 임대료의 차이를 

조사함으로써 해당 공간이 상품화되는 방식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각 단계에서 

사용한 방법과 자료는 <그림 1-1>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다음에서 

상술하고 있다. 

 

1) 지역 제도 변화: 중앙·지방정부 문서 검토로부터 

에어비앤비를 통한 여분 공간의 상품화는 최근 2 년 동안 세계 11개 

도시의 제도를 바꾸어놓았다. 여분 공간의 상품화가 초래하고 있는 

동시다발적인 제도 변화의 내용은 관련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제도 수정에 앞서 나타나는 지방정부 및 

소속 시의원의 발의(legislation proposed)와 공청회(hearing)을 통한 지역민 의견 

수렴, 시의회(city council)의 투표, 에어비앤비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지역민의 

시위, 중앙·지방정부의 입장 표명이다. 이를 다룬 신문 기사로부터 제도 변화 

전후의 정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주요한 제도 변화는 2013년 10월 - 2015년 

최근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그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총 11개 도시에서 에어비앤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지역 

                                            
1) ‘호스트’는 자신의 여분 공간을 등록한 이용자를 지칭한다. 에어비앤비에서는 이용자를 

‘호스트’와 여행객인 ‘게스트’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 ‘게스트’는 ‘여행객’으로 칭하고 

‘호스트’는 그대로 칭한다. 이는 호스트를 집 주인 등으로 번역할 경우 연구에서 구분하

고 있는 개념인 세입자인 호스트와 자가를 이용하는 호스트를 나누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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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화가 있었다. 연구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공통으로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례를 면밀히 검토했는데, 첫째로 에어비앤비(Airbnb)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과 둘째로 제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제도의 변화가 나타났거나, 

혹은 에어비앤비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않은 다수 도시의 경우는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2) 갈등-조정 과정: 기사 및 면접으로부터 

다음으로, 연구에서는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이질적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과 조정이 지역 제도를 변화시킨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의 공간이 지니는 여분의 생산력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상품화되는 

상황에서 개인과 집단은 서로의 이해를 조합시키거나 대립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연구에서는 신문 기사 및 면접으로부터 이해당사자들 간에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지 파악하고, 이를 네트워크의 개입으로 공간이 재편됨에 따라 공간의 

질서에 얽혀있는 사회적 관계가 재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갈등-조정의 

과정을 탐색하는 작업으로부터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서울의 경우에서도 에어비앤비의 급격한 성장이 일종의 

갈등과 조정을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서 에어비앤비가 

이슈화되는 과정은 지방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이 여분 공간의 상품화를 어떤 

지형으로 위치시키는 것인지를 드러낸다. 

 

3) 서울 공간 자료 구축: 에어비앤비 홈페이지로부터 

다음으로 서울 맥락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한 여분 공간의 상품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밝히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서울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있는 공간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2011년 1월-2014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의 수, 각 공간의 등록 시기, 공간의 위치, 

가격 및 호스트 자료를 엑셀 형태로 구축하였다(www.airbnb.com). 각 공간의 

등록 시기는 개별 공간에 부여된 링크, 호스트의 회원가입 연월, 최초의 

여행객이 후기를 남긴 시점을 통해 추정하였다. 한편 자료로 집계된 공간은 

호스트가 여행 등의 이유로 집을 비우는 기간 동안 공간을 내어놓는 등 

http://www.airb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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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으로 등록되었다가 사라지는 경우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의 

시점에 따른 공간 수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료 집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1월에 검색 가능한 공간을 대상으로 

집계하였다. 자료 집계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1달 후 집계를 반복한 결과, 총 

등록된 공간 수에 0.46%의 변동이 있었다. 

등록된 공간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집전체(entire homes/apartments)’ 유형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기타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을 게스트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호스트는 게스트와 함께 

지내지 않는다. 서울에서 ‘집전체’ 유형으로 등록된 공간은 총 1,938 개이다. 두 

번째로, ‘개인실(private rooms)’은 호스트의 집에 부분적으로 속한 공간을 

빌려주는 것으로, 이 경우에 호스트와 게스트는 함께 지내지만 서로 독립된 

공간을 사용한다. 서울에서 ‘개인실’ 유형으로 등록된 공간은 총 2,098 개이다. 

세 번째 경우는 ‘다인실(shared rooms)’로 호스트와 게스트가 독립되지 않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 경우이다. ‘다인실’로 등록된 공간은 518 개이나, 

서울에서 이 유형에 속하는 공간은 대부분 호스텔의 방이 나누어 등록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등록된 공간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4,554 개의 공간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던 

‘여분’의 공간이 숙박용 공간으로 상품화된 경우에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간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공간의 

용도가 숙박용이 아님에도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용도가 전환된 

경우만을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호텔,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서비스드 

레지던스, 전통 가옥 체험(한옥) 등의 형태로 기존에 숙박용 공간으로 사용되던 

공간이 에어비앤비에도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였다. 이로써 1,502 개 공간을 

제외한 총 3,051 개의 공간에 <표 1-2>에서와 같이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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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공간의 유형과 유형에 따른 예시 

 

 

1) 서울 맥락에서 애어비앤비: 호스트 심층 면접을 통해서 

현상을 구체적인 서울 맥락에서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호스트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전 단계에서 집계한 

서울시의 3,051 개 공간 중 15 개 공간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15 명의 호스트와 

연락 후 면접에 응한 9 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고, 추가적으로 5 

명의 서울 호스트를 면접했다. 기타 지역 호스트와의 면접으로부터 여분 공간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거래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호스트의 특성과 

호스트가 자신의 공간을 상품화하는 구체적인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면접은 연구자가 호스트가 상품화한 공간에 머물거나 카페 등에서 

대면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표 1-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3> 면접자 구성 

 

  전체 공간(개) 연구대상 공간(개) 연구대상 공간의 예시 

집전체 1,938 1,878 · 여행가는 동안 비는 아파트 

· 주말 동안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 오피스텔 또는 원룸 

개인실 2,098 1,173 · 방 3 개 아파트의 남는 방 1 개 

· 작업실의 일부분 

다인실 518 0  · 호스텔의 경우는 제외 

합계 4,554 3,051   

면접자 구분 면접자 수(명) 심층면접 시기 

서울 호스트  14 2013 년 12 월-2015 년 2 월 

기타 지역 호스트 11 2013 년 8 월-2015 년 2 월 

합계 25  

출처: 에어비앤비 홈페이지(www.airbnb.com) 검색 결과로부터 재구성. 

http://www.airb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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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분 공간 상품화의 방식: 주거용·숙박용 임대료 조사를 통해서 

다음으로, 여분 공간이 상품화되는 기제를 밝히기 위해 에어비앤비에서 

상품화되는 공간의 임대료를 조사하였다. 임대료는 주거용 임대료(월세)와 

숙박용 임대료(숙박료)로 나누어 조사하고 그 차이를 도출하였다. 이는 

연구에서 여분 공간이 상품화되는 기제가 주거용-숙박용 임대료 차이로부터 

호스트가 얻는 경제적 이익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앞에서 집계한 3,051 개 

공간 중 252 개 공간의 평균 주거용 임대료와 평균 숙박용 임대료를 

확인하였다. 주거용 임대료는 연구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실거래가로 파악한 후 보증금 1,000만 원 당 평균 임대료로 나타냈다. 숙박용 

임대료는 호스트가 홈페이지에 등록한 1박 당 평균 숙박 요금을 기준으로 했다. 

여기에 해당 공간이 한 달에 며칠 예약되는지 관찰을 추가해 계산하여 개인이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였다. 경제적 이익 

외에 문화적 경험 또한 개인으로 하여금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활동하는 계기를 

제공하지만, 연구 결과는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1-1> 연구의 대상과 방법 

지역 제도 변화 

서울 공간 자료 구축 

갈등-조정 과정 

서울 맥락에서 에어비앤비 

여분 공간 상품화의 기제 

서울 지역 제도 

지방·중앙 정부 문서 16 개 도시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4,554 개 공간 

신문기사, 지방·중앙 정부 문서, 면접 

심층 면접 14 명 

주거용, 숙박용 임대료 조사 252 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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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분석의 틀을 도출한다. 먼저, 여분 

공간의 상품화, 넓게는 여분 자원의 상품화를 다룬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한다. 이들 연구는 여분 공간의 상품화를 가능케 한 정보통신기술 및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초점 맞춤으로써 에어비앤비 사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개념적 도구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차용함과 동시에, 

사례가 함축하는 공간과 사회적 관계들의 역동성을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현상의 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리적 구획·제도가 

규제해온 공간과 네트워크가 재편하는 공간의 중첩, 이를 매개로 재구성되는 

사회적 관계를 유기적 과정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3장에서는 에어비앤비의 기능과 규모 및 서울에서의 현황을 살펴본다. 

먼저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에어비앤비가 지니는 다중적 지위와 기능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2008년 설립 이후 최근 전통적 숙박업계와 비견될 정도로 

성장한 에어비앤비의 규모를 파악한다. 서울에서의 현황은 2011년 이후 급격히 

확산된 에어비앤비 공간의 현황을 통해 여분 공간 상품화를 면밀히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작업을 마련한다. 이로부터 에어비앤비 공간이 

홍대입구역과 강남, 이태원역-녹사평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법적 지위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물리적 

구획과 제도에 기반한 전통적인 공간 규제 방식이 담아내지 못하는 

에어비앤비의 특성을 파악한다. 

4장에서는 서울의 에어비앤비 사례를 통해 물리적 구획·제도에 기반한 

공간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공간 이용의 중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밝힌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심층 면접함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여분 공간을 상품화하는 방식과 이로써 상품화되는 공간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한다. 특히 공간에 통용되는 주거용 임대료와 공간에 잠재적으로 내재된 

숙박용 임대료 사이의 차익에 초점 맞추어 살펴본다. 이로부터 에어비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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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이용한 개인이 어떻게 차익을 현금 소득으로 취함으로써 물리적 

구획·제도에 기반한 공간과 네트워크로 매개된 공간의 중첩을 이끄는지 밝힌다. 

5장에서는 충돌이 표면적으로 나타나 지역 제도의 변화를 촉발한 

사례들을 검토한다. 제도의 변화는 공간을 이용하고 규제하는 방식 및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에서는 제도 

변화의 배경이 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구도와 주요 쟁점을 파악한다. 

이로부터 ‘물리적 구획과 제도적 규제를 기반으로 편성된 전통적 공간’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재편되는 공간’의 중첩이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6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를 밝힌다.  

이상에서 연구의 흐름은 <그림 1-2>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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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흐름 

제 1장.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대상과 방법, 연구의 흐름 

제 2장. 문헌연구 

여분 공간 상품화의 

개념 

제 3장. 에어비앤비 플랫폼과  

서울 현황 

에어비앤비의 기능과 규모 

제 4장. 여분 공간의 상품화의 기제 

상품화되는 여분 공간과 상품화하는 개인 

제 5장. 에어비앤비 갈등과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 

갈등의 쟁점과 구도 

제 6장. 요약 및 결론 

공유경제 

여분 공간의 

상품화 

정보통신기술과 

지리공간 

네트워크 공간 

물리 공간 

서울에서의 확산과 법적 지위 

임대료 차이를 이용 

공간을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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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선행연구 | 

 

 

여분 공간이 상품화되는 현상을 두고 이를 가능케 한 정보통신기술이나 

현상을 전통적 제도 내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최근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경험적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이 가져온 

숙박업 시장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현상에 접근한다. 혹은 연구들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공간 재편을 물리적 공간을 규제해온 기존의 질서로 

제도화하거나 양자 간 타협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제 2장의 제 1절에서는 

최근 급격히 등장한 ‘공유경제’ 사례들을 개념화하기 위한 작업을 검토한다. 

검토로부터 연구에서는 여분 공간이 상품화되는 방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몇 가지 개념적 도구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 2장의 제 2절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지리 공간의 상호 구성적인 관계를 다루는 논의들을 살펴본다. 

이로써 연구에서는 에어비앤비 사례가 함의하는 물리적 공간과 네트워크 

공간의 중첩을 정보통신기술과 지리 공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다루는 논의에 

접목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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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여분 공간 상품화의 개념 

 

 

1. 공유경제와 여분 공간의 상품화 

 

1) 공유경제의 부상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또는 ‘협업적 공유경제(collaborative sharing economy)’ 개념이 활발하게 쓰이게 

된 것은 2008년 이후의 일이다. 이처럼 공유경제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된 배경으로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자-수요자를 보다 직접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 등장한 것이 있다.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사업 모델에서 ‘숙박’ 또는 

‘택시’라는 서비스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나,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전통적 서비스 공급자 이외의 주체들을 참여시켰다. 

이 점에서 정보통신기술 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전례 없는 규모, 범위, 빈도, 

변형 가능성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활발하게 하였다(Barry and Carron, 

2015). 공유경제 개념이 최근 약 7여 년에 걸쳐 등장한 ICT 기반의 사업 

모델에 뒤이어 나온 것인 만큼, 개념 정의에 다양한 견해가 있다. 먼저 

공유경제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검토하면서, 각기 다른 정의가 공유경제의 

어떤 특성에 주목한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비교적 초기에 공유경제를 정의한 Lessig(2008)은 이를 상업화 되지 

않았던 공유 행위가 전통적인 상업과 결합한 것으로 보았다(Lessig, 2008: 243-

246). 특정인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혹은 나누어 쓰도록 

하는 행위에 체계적으로 가격이 매겨지면서 이것이 경제 행위의 영역 내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강조되는 공유경제의 특성은 이를 가능케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다. 이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의 중개를 기반으로 이미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일시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접근-기반의 소비(access-based consumption)로 

정의되기도 한다(Bardhi and Eckhardt, 2012). 구체적으로 에어비앤비의 경우에서 

이는 주거 등 용도로 기존에 존재하는 공간을 숙박용 공간으로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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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에게 가격을 매겨서 빌려주는 것이다. 최근 지자체 및 개인이 공유경제의 

이점을 누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연구·제안에서 에어비앤비는 대표적인 

성공적 공유기업으로 언급된다(곽노완, 2013; Cusumano, 2014). 이후 호혜에 

의존한 비금전적 공유 행위로부터 전통적 상업 방식에 기반한 행위까지 

공유경제의 다양한 성격을 분류하려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Reisch and 

Thøgersen, 2015: 415–417). 

공유경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 중에서 특히 ‘한계비용’의 감소에 주목한 

Rifkin(2014)의 관점이 본 연구의 에어비앤비 사례에 주는 함의는 크다. (Rifkin, 

2014: 16-23). Rifkin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한계비용의 감소가 온라인 

경제에서 실물 경제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한 단위 늘릴 때에 드는 생산비용의 증가분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0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 맞춘 것이다. 특히 그는 이러한 

한계비용의 감소가 가상 세계에서 실물 세계의 물질적 상품(physical 

goods)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한다(같은 책: 4). Rifkin 또한 협업적 

공유경제 행위가 최근 활발해진 데에는 피어투피어(peer-to-peer, P2P) 소셜 

네트워크의 활용이 중요했음을 언급한다(같은 책: 23, 257). 이런 특성을 활용한 

에어비앤비 등의 온라인 플랫폼은 이미 전통적인 방식의 숙박업을 점차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같은 책: 235-237).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한계비용의 감소는 본 연구의 다음 부분에서 다루는 에어비앤비에서 여분 

공간이 상품화되는 기제,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전제가 되는 기술적 

조건이다. 

한편, 공유경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공유경제라고 일컫는 행위들이 최근 

급격히 등장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본적인 고민들도 간과할 수 

없다(Barry and Carron, 2015; Koopman et al., 2014). 이는 즉,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여분 자원의 상품화 현상이 전일제(full-time) 노동자의 수가 감소하고 

직업 안정성이 극도로 저하되는 세계적인 추세와 기술 발전이 맞물려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전환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다는 

것이다(Barry and Carron, 2015). 유사하게, 개인이 자신의 여분 자원으로부터 

현금 소득을 올리는 경제 행위가 세계 금융 위기 직후에 급격히 활발해지고 

있다는 ‘우연(coincidence),’ 혹은 자원 제약이 비교적 강한 도시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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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 또한 개별 사례로부터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Bardhi and Eckhardt, 2012; Ranchordás, 

2014).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의문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연구의 잠정적 결과로부터 함의를 모색할 때에 간과할 수 

없는 지적이다. 

 

2) 에어비앤비 사례를 보는 개념적 틀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공유경제 플랫폼을 다룬 경험적 논의들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이상의 검토는 다음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 최근 논의들은 

개인 소유의 자원과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개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 또는 이것이 초래하는 사회적 변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방안 탐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현상의 원인으로서 네트워크와 

결과로서 사회적 관계·제도 변화 자체에 초점 맞추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그 사이의 과정을 매개하는 공간과 사회적 관계의 작용은 간과되거나 현상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수동적인 위치를 부여 받는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공간, 사회적 관계를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보는 데서 상호 구성하는 것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분 공간이 상품화되는 과정을 매개하는 공간과 행위 주체들이 간헐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그 때에 사용되는 개념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한 여분 공간의 

상품화 현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다. 먼저 1장에서 본 연구에서 

차용하고자 하는 몇 가지 개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둘째, 경험적 개념을 

차용하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여분 공간의 상품화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더 견고한 이론적 토대가 필요하다. 2장에서 네트워크 공간과 

사회적 관계가 상호 구성하는 과정을 동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에어비앤비 사례를 분석하는 데에 차용할 수 있는 두 개념으로 자원의 

‘여분(excess capacity)’과 ‘사적 공간의 현금화(monetizing private property)’ 가 

있다. (Benkler, 2004; Grzunov, J., and Zekanović-Korona, 2014; Oei and Ring, 2015). 

먼저, ‘여분(excess capacity)’은 개인이 지닌 자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이는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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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일상적으로 미사용·저사용되는 가치 있는 

자원이 존재할 것’을 언급하는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나타난다(Benkler, 2004; 

Grzunov, J., and Zekanović-Korona, 2014). 이 때의 자원이란 ‘여분이 체계적으로 

존재하는 공유가능한 재화(Shareable goods that systematically have excess 

capacity)’이다(Benkler, 2004). 다시 말해, 여분 공간이 숙박용 공간으로 지닐 수 

있는 잠재적 가치는 여분 공간의 상품화를 구성하는 물질적 기반이며, 본 

연구에서 에어비앤비 사례를 통해 면밀하게 탐색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에어비앤비 사례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여분 개념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우선 어떤 가치 있는 공간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다른 누군가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면 그 공간은 여분을 지닌 공간이다. 교통 

요건 등이 양호한 방을 사용자가 여행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동안 

에어비앤비에 등록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 등의 기존 

용도로 사용되는 어떤 공간을 숙박 용도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잠정적으로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 이 공간은 여분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여분이 잠재적으로 지니는 상품으로서 가치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여분 공간 상품화의 물질적인 기반으로, 에어비앤비를 상품화를 가능케 한 

네트워크로 지칭할 수 있다. 한편, 공간이 지니는 여분은 오늘날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존재해온 것이었다(Belk, 2014). 이 점에서 본 연구는 

파편화되어 존재해온 공간의 여분과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에어비앤비 사례에 접근한다. 

다음으로 ‘사적 공간의 현금화(monetizing private property)’는 개인이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여분 자원을 상품화하는 주된 계기를 

설명할 때 사용된 개념이다(Oei and Ring, 2015). 기업으로서 에어비앤비 혹은 

에어비앤비의 호스트는 종종 호스팅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역량이 

강화된다는 점을 언급한다. 여기서 사적 공간의 현금화는 개인이 도시에서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업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요 수입원 

이외의 부수적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여타 경제적 이유로 여분 공간 

상품화에 참여함을 효과적으로 설명해내는 개념적 도구가 된다(Oei and Ring, 

2015; Ranchordás, 2014). 이는 즉, 개인이 지닌(소유하거나 임차한 경우를 모두 

포함해서) 공간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현금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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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에 현금화되는 다수의 공간은 대부분의 시간에는 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숙박용 공간으로서 불완전한 공간이다. ‘사적 공간의 현금화’를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으로 적용하는 작업에서 특히 부각되는 것은 에어비앤비의 개인 

호스트가 사적 공간의 여분을 어떻게 현금화하는지의 부분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사적 공간이 지니는 여분 공간이 잠재적으로 지니는 

상품으로서 가치는 여분 공간 상품화의 토대 되며, 개인은 에어비앤비라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적 공간을 현금화’한다. 

에어비앤비 사례를 통해 ‘물질적으로 구획되고 제도적으로 규정되는 공간과 

네트워크 공간의 중첩이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재편하는지’의 과정을 확인하는 

본 연구의 접근을 고려할 때, 이는 여전히 접근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는 에어비앤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정보통신기술과 지리 공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로 접합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개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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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분 공간 상품화: 기존 접근 검토 

 

 

1) 거래 가능해진 여분 자원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공유경제’ 플랫폼을 다룬 최근의 논의는 이를 

가능케 한 정보통신기술에 초점 맞추는 경우와 이것이 초래하는 사회적 변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 논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정보통신기술의 지형에서 에어비앤비 사례를 볼 때 주요하게 언급되는 

‘네트워크화된 호혜성(networked hospitality)’은 기술이 어떻게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Bialski, 2012). 여기서는 디지털 

기반의 의사소통에서 느슨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낯선 자들 간에 

일종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관계가 일상에서 

만연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호혜성의 기술’에 의해 가능해진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Benkler, 2004; Molz, 2011). 이에 기반해 에어비앤비 혹은 유사 사례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개인 소유의 공간이 지닌 여분이 낯선 자에게 유무상으로 

제공되는 현상을 사회적 관계들 간에 존재하는 호혜성이 네트워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Bialski, 2012; Ikkala, 2014; Molz, 2007: 65-68).  

유사하게,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는 정보통신 기술이 

가능케 한 성공적인 공유경제 기업 모델에서 나타나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 

형태를 이해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천혜정 외 2014; 김기연, 김흥규, 2013). 

이에 기반한 에어비앤비 사례 연구에서는 거래의 주된 기제가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통적 방식이 아닌 ‘접근권’을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에어비앤비를 협력적 소비 플랫폼으로 정의한다(Hamari et al., 

2013). 이상의 네트워크화된 호혜성, 협력적 소비 개념은 오늘날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기술 변화와 연동된 것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는 것이나, 

개인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계기로서 호혜성을 강조함으로써 참여의 

경제적인 동기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술에 중심으로 에어비앤비 및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사례를 

검토하는 작업에 있어 ‘평판 시스템(reputation system)’의 구축과 ‘사용자-생산 

가치(user-generated value)’ 또한 빈번하게 언급된다. 평판 시스템은 특히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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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직접 거래를 도모하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데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지목된다. 이베이와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상업적 

거래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평판 시스템의 구축이 핵심적이라는 것이다(Bolton 

et al., 2013; Jøsang et al., 2006). 다수의 사용자 간 느슨하게 연결된 관계를 담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의 특성 상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제가 

지니는 중요성은 명백하다. 에어비앤비와 같이 여분의 상품화를 매개하는 

플랫폼에서 이는 ‘사용자-생산 가치(generated value)’로 언급된다(Yannopoulou, 

2013). 느슨하게 연결된 개인들 간 활발한 거래는 참여자의 인증, 후기, 평판 

공유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이 경험적 연구에서 부각된다(Noone and McGuire, 

2003; Pitt et al., 2006). 이와 같은 정보통신기술 중심적 논의는 기업으로서 

에어비앤비가 개인이 상품의 생산자, 분배자, 홍보자, 사용자로 참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가치를 자산으로 성장하였음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Grzunov, J., 

and Zekanović-Korona, 2014; Lauterbach, 2009; Yannopoulou, 2013). 평판 시스템 

혹은 사용자-생산 가치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어떻게 플랫폼 기반의 

재화·서비스 거래를 가능케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용자 간 직접 거래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지니는 다양한 성격을 정교하게 구분하는 것은 미완의 작업으로 남아 있다. 

가령 이베이에서 거래되는 중고 운동화와 에어비앤비에서 거래되는 주거 

공간의 일부가 재화로서 지니는 이질성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가 누락된 것은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에서 여분의 상품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에어비앤비 사례에서 나타나는 사실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기존 정보통신기술·네트워크 논의의 타당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최근 

에어비앤비가 이슈화되는 양상은 여분 ‘공간’이 상품화되는 세부적인 방식 및 

‘공간’과 상호재구성 관계에 있는 사회적 관계들을 논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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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분 자원 상품화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들 

다음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것이 초래하는 사회적 변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해 다룬 논의들이 있다. 이 논의들은 실제로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에서 사용자 간에 일어나는 

재화·서비스 직접 거래를 제도적 틀로 편입시키려는 여러 도시의 법제화 

움직임에 대한 제안이자 우려이다. 이는 다시 말해, 플랫폼에서의 거래 행위를 

전통적 제도의 틀 내로 편입시키거나 억제하려는 시도, 혹은 기존 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혁신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혹은 

경우에 따라 억제와 장려의 사이에서 혼란을 완화시키는 우선의 미봉책으로 

기존 제도의 부분적인 변형이나 추가 정비가 나타나기도 한다. 요약해서, 최근 

여분 공간의 상품화와 지역 제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가능한 법제화의 방안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은 오늘날 에어비앤비와 공유경제의 부상이 

지니는 함의를 짚어내며 정책적·실천적 대응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각도의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들은 몇 가지 점에서 일종의 공통적인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먼저, 이들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공유경제의 활성화가 

전통적인 법제가 작동하는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Guttentag, 2013; Ranchordás, 2014). 또한 여러 논의에서는 제도와 사회적 

관계가 혁신의 제공하는 장점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Benkler, 2004; Kaplan and Nadeler, 2015; Miller, 2015). 여분의 

상품화에 대한 대응을 제시하는 논의들은 크게 전통적 법제가 담아내지 못하는 

여분 공간 상품화의 특성을 지적하는 것, 그 특성이 기존 법제와 충돌하는 

구체적인 분야를 파악하는 것,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전통적 법제가 담아내지 못하는 여분 공간 상품화의 특성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매개하는 관계가 구체화되는 물리적 공간의 불특정성, 여분 

공간 거래의 일시성과 참여자의 익명성이 지적된다(Bardhi and Ekhardt, 2012). 

이는 다시 말해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여분 공간이 숙박용 공간으로 상품화되는 

방식이 전통적인 숙박업법, 주거용 공간의 단기 임대법 등 기존의 제도가 

포괄하는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의 네트워크를 통해 일어나는 

여분 공간의 상품화는 그 자체로는 기존의 공간 질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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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지만,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공간을 숙박 용도로 상품화하는 

전통적 방식과 충돌할 여지를 가지게 된다. 

둘째, 그것이 충돌하는 구체적인 분야로 호텔 산업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숙박업과의 갈등, 여분 공간 상품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 공간이 어떤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지 즉, 공간이 특정 용도로 상품화되는 방식을 규정해온 

도시계획과 여분 공간의 상품화 방식이 충돌 또한 빈번하게 언급된다. 일례로 

Zervas and Byers(2014)에서는 텍사스 사례에서 에어비앤비가 주류 숙박용 공간 

공급자인 호텔 산업에 대해 유의미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Zervas and Byers, 2014). 이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공급자와 대안적으로 등장한 공급자 간 갈등의 

가능성이 나타나는 지점이다(같은 논문).  

다음으로, 개인이 여분 공간을 상품화하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정당성, 실현가능성, 세금 외의 방식으로 책임을 부여할 가능성의 

범주에서 논의된 바 있다(Barry and Carron, 2015; Miller, 2015; Oei and Ring, 

2015). 세금 부과 방식을 다루는 경험적 연구가 최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2013년 말-2015년 초의 시기에 일부 도시에서 에어비앤비 및 호스트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과 여분 공간 상품화 

방식 간 충돌에 관해서는 특히 기존의 용도지역(zoning) 제도가 소위 

공유경제를 포용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음이 부각된다(Widener, 2015). 이상의 

논의들은 용도지역으로 대표되는 공간 이용 방식을 규정하는 기존 제도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여분 공간 상품화 간에 나타나는 충돌에 관한 것이다. 

연구에서는 이 충돌이 앞서 언급한 호텔업과의 갈등, 세금 부과 여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갈등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향후 사례 연구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셋째, 지역의 법제가 여분 공간의 상품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의 방안이 주로 법학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 에어비앤비 사례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 ‘혁신 법적 관점(innovation-law perspective)’을 제안한 

Ranchordás(2014)는 지방정부가 플랫폼의 이용자들을 잠재적인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과도하거나 낡은 규제에 의해 혁신이 

저지되는 것은 방지’해야 하며, 지역 제도는 혁신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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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해야 함을 주장한다(Ranchordás, 2014). 혁신의 포용을 주장하는 관점에서는 

그것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할(empower)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언급한다(Dillahunt and Malone, 2015).  

제도화에 관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 Miller(2015)는 우선 

에어비앤비를 와해성 기술이 가능케 한 대표적인 공유경제의 사례로 정의하고 

있다. 이로부터 이것이 기존 숙박업 시장과 세금 제도, 공간 이용과 관련된 

규제가 전통적으로 대응하는 방식, 시정부와 충돌하는 양상을 파악하였다(Miller, 

2015). 여기서 기존 지역 제도가 공유경제를 규제 및 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이전 가능한 공유권(TSR: Transferrable Sharing 

Right)’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공유권이 작동하는 논리는 지역 별 배분과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적 수입을 통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여분 

공간의 상품화가 근린 지역에 초래하는 외부 불경제를 상쇄시킨다는 

것이다(같은 논문). 최근의 국내 연구에서도 공유경제의 부상을 지적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그 이점을 전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윤승, 2014; 

김형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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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보통신기술과 지리 

 

 

1. 정보통신기술-지리 공간의 상호 구성 

 

1)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방식과 실물 상품으로 확장 

정보통신기술 혁신에 초점을 두고 에어비앤비 및 여분 자원의 상품화를 

다룬 논의들을 살펴보면 ‘기술 변화가 가능케 한 시장’이라는 관점으로 

수렴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통신기술이 가져온 

지리 공간의 변화를 조망하는 논의부터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 기술 발달은 

재화와 서비스의 도달 범위를 끊임없이 확대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Loo, 2012). 

뿐만 아니라 기술 발달은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서 재화와 서비스의 정의 

자체를 확장시키며 시장의 지형을 변화 시켜왔다(Joseph and Christensen, 1995; 

Loo, 2012). 

특히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독립적인 개별 물질로 

존재하던 테이블, 컴퓨터, 팩스, 전화를 ‘이질적인 조합(heterogeneous 

assemblages)’으로 재구성하여 24시간 콜센터로 확장시킴으로써 전세계를 

서비스의 도달 가능 범위 내로 포함시키기도 했다(Ek, 2006: 54, 58). 이 때 

강조되는 것은 사용자 간 직접 거래(P2P)를 매개하는 온라인 시장이다. 사용자 

간 네트워크는 특정 개인에게 효용을 다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재화와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각자 파편화되어 존재하던 것을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거래 가능한 재화, 실재하는 수요로 시장의 

영역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Kostakis and Bauwens, 2014: 21). 이처럼 사용자 간 

직접 거래를 도모하는 온라인 시장(가령, 이베이)은 오늘날 시장이 정보 

통신기술 발달에 힘입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가능케 한 기술적 조건에 무게를 두는 논의에서는 ‘네트워크로 

작동하는 신경제,’ ‘웹 2.0에서 자원들이 연결될 때 발생하는 힘으로 네트워크 

효과’ 개념을 중심적으로 사용한다(Hendler and Golbeck, 2008; Shapiro, 2013: 45-

48). 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장은 가치를 창출하고 분배하는 방식에 있어 

기존의 시장의 방식과 다른 모델로 작동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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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내며, 이러한 관계는 누적되어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Kostakis and Bauwens, 2014: 28-31). 일찍이 

네트워크를 새로운 사회 현상을 구성하는 데에서 나아가 생산, 경험, 권력, 

문화의 작용과 결과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한 이론적 

논의와 발전은 이러한 접근의 기반이 된다(Castells, 1996; Urry, 2012). 

그 변화의 동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다방면의 경험적 개념들 

중 일부는 기술과 시장의 역동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또 다른 일부는 그 

역동적 관계가 초래한 사회적 변화까지 논의에 포함시킨다. Christensen(2006) 

등은 ‘와해성 혁신(disruptive innovation)’으로 기술과 시장 간의 관계를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어떤 기술로 인해 변이된 상품이 시장의 주류 소비자들이 

전통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특성 면에서는 비교적 질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성에서 월등한 기능을 보이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즉 여기서 와해성 기술은 점차 다수의 소비자를 확보해나가며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서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된다(Christensen, 2006; 

Joseph and Christensen, 1995). 이 때의 와해적인 기술이란 기술 자체로는 

극적으로 새롭지 않더라도 점진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한편 이로부터 나타나는 사회 변화를 조망하고자 하는 시도는 ‘창조적 

파괴’ 논의로도 연결된다. 이는 기존에 Schumpeter(2013) 등에 의해서 기술이 

지니는 자본주의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에 쓰인 개념이나, 최근 

와해성 혁신 논의와 혼재되거나 상품 주기 및 기업의 전략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차용되기도 한다(Assink, 2006; Markides, 2006; Paap, 2004; Yu and 

Hang, 2010). 이는 기술 변화와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변화 및 이를 물질적으로 

매개하는 공간 이용의 변화를 보는 본 연구에 부분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논의들로, 최근 에어비앤비 및 공유경제를 설명하는 경험적 도구로 차용된다. 

이 맥락에서, 미사용되거나 저사용되는 여분 공간을 여행자에게 

임대하도록 매개하는 에어비앤비, 개인의 자가용을 불특정 타인에게 일시적인 

이동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매개하는 우버 택시의 사례는 와해성 혁신 또는 

창조적 파괴를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에 초점 맞추어 평가받는다(Cohen, 

2014; Guttentag, 2013; Ranchordás, 2014). 특히 에어비앤비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P2P 거래방식이 사적 주거 공간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것,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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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케 한 공유경제의 가능성으로 언급된다(Sigala, 2014). 이를 ‘공유경제’로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논의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현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소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곽노완, 2013; Bardhi and Eckhardt, 

2012; Barry and Caron, 2015; Belk, 2014; Cusumano, 2010; Hamari et al., 2013; 

John, 2013; Lessig, 2008).  

특히 최근 소위 ‘공유’라고 명명되는 행위들은 과거부터 인류와 함께 

해온 것이지만 최근의 기술적 변화가 그 가능성을 확장, 체계화했다는 

것이다(Ranchordás, 2014). 즉, 에어비앤비 및 공유경제 사례는 자연적으로 

파편화되어 존재하던 ‘여분’이 상품화되는 것으로 위치시킬 수 있다(Benkler, 

2004; Grzunov, J., and Zekanović-Korona, 2014). 본 연구에서는 에어비앤비가 

공유경제로 정의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지만, 현상이 정보 

기술에 힘입은 체계를 갖춘 사회 현상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합의점에 이어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요약해서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관점에서 

에어비앤비는 네트워크화된 호혜성, 협력적 소비, 평판 시스템, 와해성 혁신 

등의 개념적 틀에서 분석되고 있다.  

 

2) 지리 공간과 정보통신기술 공간의 중첩 

다음으로 기존에 제도적으로 구획되고 관리되는 지리 공간과 

정보통신기술이 제공하는 네트워크가 매개하는 공간의 중첩에 초점 맞춘 

연구들의 경우, 공간 및 공간이 이용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계들 간의 

합의를 언급하는 데까지 논의를 확장시킨다. 갈등과 조정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적 관계들 간의 합의가 제도에 반영되는 것으로 볼 때, 제도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들은 공간 질서와 사회적 관계들 간 역동적 상호재구성에 

주목하는 본 연구의 관점과 비교적 가까운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기반의 재화와 서비스 거래방식과 기존 실물 상품의 거래를 규율하는 

제도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검토할 수 있다. 

먼저 지리적으로 정의된 공간과 디지털 공간 간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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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긴장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었다 

(Johnson and Post, 1996). 지리 공간과 정보통신 공간 간의 항시적 긴장 관계는 

유동적인 기술 - 비유동적인 제도의 관계, 또는 기술 – 물리적 공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논의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 정보통신기술과 특정한 

범위로 구획·한정된 지리적 공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제도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에 무게를 둔다. 즉, ‘공간의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 

이동이 가능한 정보 기술은 지리적으로 고정된 지역의 사회 제도와 상호 

영향’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상호 발전한다(Brownfield and Yeung, 2008).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역할에 좀 더 주목한 

Lessig(2008)의 경우, 오늘날 소프트웨어가 지니는 영향력이 구체적인 인간 

행동을 규정할 정도로 커져가고 있음을 지적한다(Lessig, 2008). 정보통신기술, 

특히 네트워크 기반의 플랫폼에는 공간이 이용되는 방식 및 공간의 용도를 

정의하는 방식을 재편할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 

기술과 제도의 상호 관계를 설정하는 앞의 논의에 비해서 이어지는 

논의들은 상대적으로 기술과 공간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집중한다. 가령,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그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공간을 생산하고 

재편’한다는 논의는 정보통신기술과 지리 공간의 상호 구성적 관계를 

설명한다(Jansson, 2005). 또한 역으로, 지리 공간은 정보통신기술이 물질화되어 

나타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는 기술과 공간 간이 끊임없이 서로를 

변화시켜가는 관계로 나타내어진다(Couldry and McCarthy, 2004: 2). 이 맥락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 변화와 샌프란시스코 도심부 공간의 재배열을 

다룬 경험적 연구에서 또한 기술과 공간의 관계를 쌍방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Graham, 2001). 이로부터 기술의 발달은 도시 공간을 물리적으로 

재구성하거나 나아가 공간을 규정하는 사회경제적 지형을 끊임없이 변형시키며, 

동시에 이렇게 형성된 지형의 구조는 정보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 설정에 

영향을 준다(Graham and Guy, 2002).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지리 공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더 나아가, 

Ek(2006)와 Forlano(2009)은 정보통신기술과 지리 공간, 기술과 공간을 

이용하는 행위를 더 긴밀하고 역동적인 관계로 재구성하고 있다(Ek, 2006; 

Forlano, 2009). 먼저 Forlano(2009)는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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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이 물리적인 실제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또 이 변화가 어떻게 공간적 행위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아가는지에 주목했다. 그는 이로부터 집, 사무실, 

도시의 물리 공간들이 점차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네트워크와 중첩됨에 따라, 

지리 공간과 네트워크 공간을 통합하는 새로운 개념적 카테고리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관계망이 기존의 물리 

공간과 공간 이용을 재구성하게 되면서, 이것이 어떻게 기존에 물리 공간으로 

구획된 사유재산이 전통적으로 지녀온 의미를 와해시키는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Forlano, 2009). 한편 Ek(2006)는 공간과 공간적 행위가 어떤 사회적 

변화를 촉발하며 그 변화가 어떻게 다시 공간적인 것으로 표출되는지의 관계를 

개념화한다. 그 작업에서 Ek(2006)는 정보통신기술과 지리 공간이 맺는 상호 

구성적 관계에 주목했다(Ek. 2006: 46). 이 점에서 Ek(2006)와 Forlano(2009)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해 공간 이용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본 연구의 에어비앤비 사례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 중심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2. 네트워크 공간과 물리 공간 

 

본 연구는 에어비앤비라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네트워크,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적 관계들이 구축하는 공간,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공간이 재편하는 사회적 관계를 유기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경제 혹은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가 촉발한 사회적 

변화를 다룬 최근의 논의에서 누락되었던, 이를 매개하는 ‘과정으로서 공간’이다. 

먼저 여분 공간의 상품화를 보는 이론적 틀로서 과정으로서 공간과 이 접근이 

지니는 유용성을 살펴본 후, 본 연구의 사례에 접목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볼 

것이다.  

과정으로서 공간 접근은 무엇이며 본 연구의 에어비앤비 사례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 이 접근이 지니는 유용성은 무엇인가? 공간을 과정으로서 

보는 것은 공간을 사회적 관계나 제도가 물질적으로 투영된 반영물로만 보지 

않고 역으로 ‘사회적 행위를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물질적 기반’으로까지 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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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을 확장키는 것이다(Ek, 2006: 49, Massey, 2005: 147, Zhang, 2008). 

과정으로서 공간은 공간과 사회를 이원적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상정할 때에는 

일회적이고 개별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과 사건의 주체들을, 

지속적이고 상호 연결된 과정으로 재구성해낼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Castells, 

1983: 311; Ek, 2006: 45).  이 점에서 과정으로서 공간은 전통적으로 영토 

경계로 구분되어온 일련의 블록으로서의 구획된 공간, 혹은 결절과 구획이 

만들어내는 공간이 지니는 분절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Ek, 

2006: 44-45). 과정으로서의 공간 인식은 그 효용을 인정받아 최근 네트워크, 

초국적 행위자 망, 아상블라주(assemblage) 논의로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과정으로서 공간은 사회적 관계들이 행위하는 정적인 무대, 용기로서 

공간을 보는 인식론·방법론에 흔히 나타나는 분절을 극복한다(Anderson and 

McFarlaine, 2011; Brenner et al.(Eds.), 2008; Jacobs, 2012; McFarlaine and 

Anderson, 2011). 

이러한 접근은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의 네트워크가 생성하는 공간과 

생성되는 지리 공간의 중첩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를 보는 데에 유용한 

것이기도 하다. 물리적 공간, 공간을 이용하는 개인들의 행위, 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기술, 여기서 비롯되는 사회적 관계 및 제도의 변화를 유기적인 일련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고 있는 논의들은 과정으로서 공간 접근에 직간접적으로 

기반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 이론적·경험적 기반을 제공한다(Ek, 2006, Forlano 

2009, Graham, 2001). 이 때에 정보통신기술은 공간과 공간적 행위의 질서를 

재편하며, 재편된 공간은 사회적 관계, 권력, 생산, 문화적 작용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묘사된다(Castells, 1996; Ek, 2006: 54; Urry, 2012). 

과정으로서 공간 접근은 에어비앤비 사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함으로써 에어비앤비 사례에 접목하고자 한다.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에어비앤비는 개별 사용자들과 사용자들이 지닌 여분 공간 사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 주거용 공간으로서 정의· 

구획·규제되던 공간은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잠재적으로 숙박용 공간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지닌다. 이로부터 물리적 구획을 

기반으로 편성된 공간과 네트워크로 재편된 공간의 중첩이 나타나며, 이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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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의 연대나 대립으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에어비앤비를 다룬 최근의 논의들로부터 현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개념을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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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분석의 틀 

 

 

요약해서 선행연구 검토로부터 도출한 연구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에어비앤비를 비롯해서 오늘날 소위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불리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경험적으로 다룬 연구들을 검토했다. 이를 

요약하면 최근 연구들은 크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네트워크, 그리고 공유경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변화와 갈등을 

제도화할 가능성의 모색이라는 두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에어비앤비 사례가 지니는 함의를 면밀하게 탐구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많은 부분 결여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분’과 ‘사적 공간을 현금화’한다는 개념은 

현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개념을 차용하여 ‘여분 공간의 상품화’로서 에어비앤비 

사례에 접근한다.  

둘째로, 본 연구는 위 일련의 접근에서 누락된 이론적 토대를 

정보통신기술과 지리 공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 및 과정으로서 공간 관점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에 기반한 공간 

이용과 물리적 구획과 제도적 규정으로 작동해온 공간 이용이 중첩되며 

발생하는 공간 이용 재편 및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을 유기적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구체적 사례에서 이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세계 여러 도시들에서 

에어비앤비를 둘러싸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 및 

지역 제도의 변화를 확인한다. 갈등과 조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제도 변화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에서의 여분 공간 상품화가 촉발한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서울의 사례를 통해 여분 공간이 

상품화되는 방식을 확인한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한 연구 분석의 

틀은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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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구 분석의 틀 

 

여분 자원의 상품화에 관한 기존의 접근들 

· 정보기술이 확대한 시장 

(Loo, 2012 등) 

· 거래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한 여분 자원 

(Benkler, 2004 등) 

· 지리 공간과  

정보기술 공간의 중첩 

(Lessisg, 2008 등) 

· 법제화의 시도들 

(Miller, 2015 등) 

 

개념적 도구 및 이론 틀 모색 

<기존 개념의 차용> 

<이론 틀 모색> 

· ‘여분(excess capacity)’의 자원 

· ‘사적 의 현금화(monetizing private property)’  

· ‘여분이 체계적으로 존재하는 공유가능한 재화 

(Shareable goods that systematically have excess capacity)’ 

· 정보통신기술과 지리 공간의 상호 구성 

(Ek, 2006; Massey, 2005; Urry, 2012 등) 

<정보통신기술 접근> <법제 접근> 

물리적으로 구획·제도적으로 규제되는 

공간과 네트워크 공간의 중첩 

여분 공간의 상품화가 촉발한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 

연구질문 1. 에어비앤비에서 여분 공간은 어떻게 상품화 되는가? 

연구질문 2. 에어비앤비가 촉발한 제도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갈등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 관계는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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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현황: 에어비앤비 플랫폼과 서울 현황 | 
 

 

제 1 절 에어비앤비의 기능과 규모 
 

 

1.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에어비앤비의 기능 

 

먼저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에어비앤비가 수행하는 기능과 여기서 

나타나는 현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에어비앤비가 지니는 다중적인 지위를 

확인한다. 에어비앤비가 공간을 지닌 이용자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를 

연결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그림 3-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에어비앤비의 주 이용객은 자신의 공간을 등록하는 ‘호스트’와 숙박용 공간으로 

필요로 하는 ‘여행객’이다. 호스트는 자신의 공간을 등록하고 숙박료를 책정한다. 

여기서 여행객은 선택한 공간을 이용하는 숙박료와 에어비앤비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숙박료의 6-12%)를 지불한다. 숙박료는 에어비앤비를 거쳐 호스트에게 

지불되며 이때 숙박료의 3%가 에어비앤비에 서비스 수수료로 지불된다. 본 

연구에서 호스트가 여분 공간을 상품화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밝히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계산은 이와 같은 이용자들 간 관계에 기반한 것이다. 

 

 

 

 

 

 

 

<그림 3-1> 에어비앤비의 기능과 현금의 흐름 

 

 

호스트 여행객 

공간 

숙박료 

서비스 

수수료 

(숙박료의 6-12%) 

서비스 

수수료 

(숙박료의 3%)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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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직거래 시장으로서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개인들의 여분 공간을 여행객에게 숙박용 공간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을 도모하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다. 

따라서 에어비앤비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간 직접 거래(P2P) 

플랫폼이자, 소위 ‘공유경제’ 플랫폼, 그리고 숙박 중개업으로서 기능을 지닌다. 

먼저 사용자 간 직접 거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에어비앤비는 이베이(e-Bay), 

아마존(Amazon)과 같이,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함으로써 저사용·미사용되는 

자원과 자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을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여기서 에어비앤비가 

지닌 주된 성격은 온라인 직거래 시장이다. 거래되는 주요 상품은 

숙박용(lodging)으로 사용 가능한 사적 공간 혹은 사적 공간의 일부분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에어비앤비는 사적 숙박용 공간을 

다루는 온라인 직거래 시장이다. 

 

· 공유경제 플랫폼으로서 에어비앤비 

다음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으로서 에어비앤비는 기존에 사적인 것으로 

배타적으로 소유되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유경제 기업으로 평가받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의 사례로, 개인의 

자가용을 콜택시와 같은 이동 수단으로 상품화하는 모바일 기반 사업자인 

우버(Uber), 자가용을 사용하지 않을 때 렌터카와 같이 대여해주는 집카(ZipCar) 

등이 있다. 또한 에어비앤비 사례는 여분 공간의 활용을 도모하는 국내 

‘공유공간 정보 플랫폼’인 스페이스 클라우드(space cloud) 또는 업무용 공간의 

단기 임대를 도모하는 다수의 ‘코워킹 스페이스’를 다루는 플랫폼과도 공통점을 

지닌다. 

 

· 숙박(중개)업자로서 에어비앤비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는 사용자 간 ‘숙박용’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호텔, 호스텔(가령, Hostelworld)과 유사한, 숙박업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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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중개업 기업으로서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에어비앤비가 단 

기간에 급성장을 이루었음을 언급할 때 전통적인 체인 호텔 사업자와 그 

규모가 비교되는 것은 이런 점에서이다. 또한 에어비앤비에 등록되는 공간들은 

주로 여행용, 단기 숙박용 공간이면서도 호텔과 달리 여행, 안식년 등의 이유로 

개인이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적 공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숙박중개 플랫폼으로 사바티컬홈즈 

(SabbaticalHomes) 또는 VBRO, 홈어웨이(HomeAway), 국내 사례로는 코자자 

(Kozaza)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에어비앤비는 특히 숙박용 공간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낯선 사람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카우치서핑 

(CouchSurfing)’과의 유사성을 지닌다. 이처럼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직거래 시장, 

공유 경제 플랫폼, 숙박(중개)업의 다중적인 지위를 지니며, 이는 <그림 3-

2>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3-2> 에어비앤비의 다중적 지위 

사바티컬홈즈(SabbaticalHomes) 
★ 

에어비앤비(Airbnb) 

<공유경제 플랫폼> <숙박(중개)업자>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 

우버(Uber) 

집카(ZipCar) 

스페이스 클라우드(Space Cloud) 

호스텔월드(Hostelworld) 

<온라인 직거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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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어비앤비의 규모 

 

<표 3-1> 에어비앤비와 호텔 규모 비교 

 국가 수(개) 방 수(개) 기업가치(달러) 

에어비앤비 190 800,000 200 억 

힐튼 74 679,000 219 억 

메리어트 80 697,000 159 억  

하얏트 43  900,000  84 억 

 

에어비앤비에는 전세계 190개국으로부터 800,000 개의 공간이 등록되어 

있다(2014년 9월)(Cusumano, 2014). 기업으로서 에어비앤비는 2008년 설립되어 

급격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약 8억2천6백만 달러의 벤처 캐피탈을 투자받은 바 

있다(Cusumano, 2010). 에어비앤비는 규모 및 확장 방식에서, 종종 기존의 

전통적인 숙박업자와 비교된다. 규모는 호텔의 객실 수에 에어비앤비의 공간 

수를 견주는 일반적인 방식을 준용해 비교할 수 있다. 전 세계 도시들로부터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의 수는 상징적 호텔 그룹들이 보유한 방의 수에 

비견된다. 대규모 호텔 체인 매리어트(Marriot) 그룹은 74개국에 675,000 개의 

방을 보유하고 있으며, 힐튼(Hilton) 그룹은 91개국에 679,000 개 방을, 

하얏트(Hyatt) 그룹은 43개국에 900,000 개 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014년 9월)(Cusumano, 2014).  

에어비앤비의 급격한 성장과 확산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에어비앤비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역할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으로서 에어비앤비와 호텔이 규모를 확장하는 방식의 차이를 

통해 볼 수 있다. 호텔의 경우, 투자자를 확보하여 호텔을 건설하고 이것을 

체인 호텔에서 경영하는 방법, 기존 호텔을 인수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부여하는 

방법, 직접 새 호텔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규모를 확장한다. 반면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에어비앤비는 참여하는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가능한 연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초기 등록된 소량의 

사용자로부터 다음 사용자를 확보하여 급속히 규모를 확장시켜 나간다. 이는 

출처: Cusumano, 2014, 에어비앤비 홈페이지로부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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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동산 매입이나 대규모 고용 없이도’ 숙박업에서 규모 있는 

에어비앤비의 독특한 확장 방식이다(Cusumano, 2010; Hendler and Golbeck, 2008). 

이상으로부터, 에어비앤비는 2008년 개인이 만들어낸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으로 약 7여 년 만에 전통적인 숙박업자들에 견줄 규모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 성장은 개인이 등록한 공간과 에어비앤비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간의 연계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어디에서나 이용자의 참여에 따라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의 경우에서 이와 같은 성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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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서울에서의 확산과 법적 지위 

 

 

1. 2011년 이후 급격한 확산 

 

서울에서 2011년-2014년 기간 동안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의 수는 

2013년 상반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먼저 등록된 공간의 양적 증가를 공간의 

유형 및 가격(홈페이지에서 개인이 설정한 숙박용 임대료)대별로 살펴본 후, 

다음으로 지리적 확산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시기에 따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의 양적 증가는 공간이 최초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하였으며, ‘집전체(entire homes/apartments)’가 임대되는 공간과  ‘개인실 

(private rooms)’이 임대되는 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1-2014년 

서울시에서 에어비앤비의 공간 유형 및 가격대에 따른 연도별 공간 수의 

증가는 <그림 3-3>과 같은 추세를 보인다. 또한 등록된 공간의 숙박용 

임대료별 분포는 <그림 3-4>와 같은 변화를 보인다. 

이로부터, 서울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에어비앤비가 서울시에 도입된 초창기인 

2011년에는 대부분 주거용 공간의 일부 여분을 여행객에게 임대하는 ‘개인실’의 

등록이 ‘집전체’의 등록에 시기적으로 앞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201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집전체’로 등록된 공간의 수가 ‘개인실’로 등록된 공간의 

수를 능가했다. 또한 ‘집전체'로 등록되는 공간의 수 자체는 201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비교적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서울에서 이와 같은 에어비앤비 공간의 

증가는 세계적으로 에어비앤비에 등록되는 공간이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한 

것이다. 

두 번째로, 도입 초창기에는 상대적으로 등록된 공간들의 숙박료가 

다양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등록된 공간 수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되었다(<그림 3-4>). 또한 ‘집전체’ 공간의 평균 숙박용 임대료는 

1박 당 93,575원, ‘개인실’ 공간의 평균 가격은 1박 당 60,562원으로, ‘집전체’가 

‘개인실’에 비해 약 1.5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하반기 기준). 이는 

2012년 ‘집전체’ 공간과 ‘개인실’ 공간의 평균 숙박용 임대료가 각각 86,3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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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54원으로, ‘집전체’가 ‘개인실’에 비해 약 1.44 배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하반기 기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평균 숙박요금이 

‘집전체’의 경우 약 7,200원, ‘개인실’의 경우 약 600원 증가했다. 이상으로부터 

2011-2014년의 시기 동안 서울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며, 공간의 수 또한 점차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3-3> 공간의 유형 및 가격대에 따른 연도별 공간 수 증가 

(2011-2014년, 서울시) 

집전체누적 

 
개인실누적 

 

집전체신규 

 개인실신규 

 

11’1       11’2      12’1       12’2      13’1       13’2      14’1       14’2   

 

1,878 

 

1,173 

 

(개)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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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2011-2014년 공간의 유형 및 가격대에 따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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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법정동별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 수(상: 2012년, 하: 2014년) 

 

집전체 
개인실 

¯

2km 

1 개 점 = 1 개 에어비앤비 공간 

 

집전체 
개인실 

¯

2km 

1 개 점 = 1 개 에어비앤비 공간 

2014 년 

<2012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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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공간의 수와 유형에 따른 상위 10 개 법정동 

세 번째 특성으로, 서울시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용으로 상품화되고 

있는 공간은 위 <그림 3-5>와 <표 3-2>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지리적으로 

소수의 상위 동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먼저 <그림 3-5>로부터 ‘집전체’를 

빌려주는 공간은 특히 서울의 도심부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개인실’을 빌려주는 공간은 마포구 및 용산구의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집전체’ 공간과 비교하였을 때 도시 외곽 지역에도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부터 서울시에서 ‘집전체’와 

‘개인실’ 유형의 에어비앤비 공간은 각각이 우세하게 분포하는 지역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그림 3-5>의 2014년 지도(하)를 <그림 3-4>로부터, 

2014년 말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있는 공간은 ‘집전체’가 1,878여 개, 

‘개인실’이 1,173여 개이지만 관악구 신림동의 경우 ‘개인실’ 공간이 독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의 경우 ‘집전체’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요약해서, 서울의 에어비앤비 공간은 홍대입구역 부근과 강남역 부근 

그리고 이태원역-녹사평역 인근에서 가장 활발하게 등록되고 있다. 이상의 

서울 에어비앤비의 지리적 확산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집전체’를 임대하는 공간은 ‘개인실’을 임대하는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위  집전체 개인실 

 법정동 공간 수 법정동 공간 수 

1  동교동 128 연남동 56 

2  역삼동 97 서교동 54 

3  서초동 81 노고산동 35 

4  내수동 75 동교동 34 

5  서계동 64 잠실동 30 

6  이태원동 64 신림동 29 

7  만리동 1 가 56 이태원동 28 

8  만리동 2 가 56 신사동 20 

9  서교동 53 서초동 19 

10  신사동 49 원서동 19 

출처: 에어비앤비 홈페이지(www.airbnb.com) 검색 결과로부터 재구성. 

http://www.airb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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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상위 동에 집중되어 나나탄다. 둘째, ‘집전체’ 유형의 공간과 ‘개인실’ 

유형의 공간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 법정동별 에어비앤비 

공간 수를 보여주는 <표 3-2>의 상위 10 개 동 중 양쪽 유형의 상위 동 

목록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동으로는 동교동, 서초동, 이태원동, 서교동, 

신사동의 5 개 동이 있다. ‘개인실’의 경우 1-4위 동이 모두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집전체’ 공간의 경우 

동교동(128 개), 역삼동(97 개), 서초동(81 개), … 순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간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3-2>. ‘개인실’ 공간의 경우 연남동(56 개), 

서교동(54 개), 노고산동(35 개), … 순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간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집전체’ 수와 ‘개인실’ 수를 합산하면 동교동(162 개)에 가장 

많은 수의 공간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집전체’와 ‘개인실’로 등록된 공간을 구분해서 

살펴본 것은, 서울시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도시들에서 두 종류의 공간이 

여분으로서 상품화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한 공간의 

주거용-숙박용 임대료 차이를 이용한 여분 공간의 상품화를 다루는 연구의 

후반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위와 같은 특징으로부터 연구에서는 다음 점들을 염두에 두고 서울 

에어비앤비 사례에 접근한다. ‘집전체’ 공간 수 기준 상위 동과 ‘개인실’ 공간 수 

기준 상위 동이 일치하지 않으며, ‘집전체’ 공간이 소수의 상위 동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으로부터, 두 종류의 공간이 각각 나타날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에 차이가 있는지 고려해볼 수 있다. 가령, ‘개인실’의 경우, 집 

주인이 거주하는 최소한의 공간과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독립적인 공간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개인실’로 등록된 공간은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방이 2 개 이상인 공간의 일부를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것이 

주를 이룬다. 반면, ‘집전체’로 등록된 공간은 여행객에게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형태 공간의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오피스텔, 원룸 등 소규모 

독립된 공간이 다수를 이룬다. 이 맥락에서, <표 3-2>에서 공간의 유형에 따라 

밀집 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 유형에 요구되는 공간의 물리적 조건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서울에서 두 유형의 공간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용 공간으로 상품화될 때에 지니는 법적 기반 또한 

상이하다. 다음으로 에어비앤비가 지니는 지위와 법적 기반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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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지위 검토 
 

서울에서 개인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사적 공간을 여행객에게 임대하는 

행위와 그렇게 이용되는 공간이 지니는 법적 지위는 현재로서 불명확하다. 

기업으로서 에어비앤비가 앞에서 살펴본 숙박중개업이자 공유경제 플랫폼, 

온라인 직거래 시장으로 지니는 복합적인 성격으로 인해 그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기업으로서 에어비앤비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가입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서비스이며, 오랫동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으로 인식되어왔다.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와 여행객을 연결하는 중개인(middleman)의 

역할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용자들 간 연결망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에어비앤비가 지니는 다중적 성격 및 지위는 서울시를 비롯한 세계 여러 

도시들이 이를 법제화하는 것을 난해하게 만든다. 

먼저 에어비앤비가 일반적 의미의 부동산 임대차 중개와 차이점을 갖는 

지점은 전통적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서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는 중개인과는 

달리 에어비앤비는 자원을 지닌 개인과 자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을 연결하는 

데까지만 그 역할을 제한한다는 데에서이다. 이와 같은 연결 이후에 일어나는 

의사소통과 거래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인들의 재량에 

달려 있다. 가령, 에어비앤비가 중개한 숙박용 공간 예약에서 부당한 예약 취소, 

호스트나 여행객의 부적절한 행위, 기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에어비앤비는 보험 및 24 시간 긴급 서비스팀을 가동해 대처한다. 그럼에도 

등록되는 공간이나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과 실제 공간 이용에 대한 

에어비앤비의 개입은 최소화되어 있다. 에어비앤비를 ‘사용자-생산 가치’에 

기반한 기업으로 보는 접근에서 드러나듯이,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매개로 

누가, 어떤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의 많은 부분은 사용자의 개별 경험으로 

구성되고 변화한다.  

다음으로, 서울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이 지니는 법적 지위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관광진흥법과 둘째, 공중위생관리법의 

틀에서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관계 법령에 

근거한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호텔업, 



 

 

 

46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숙박업 등이 있다. 이들 관계 법령과 숙박시설의 형태는 

연구의 부록에서 요약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여분 공간의 상품화와 의미 상 가장 가까운 것으로, 

관광진흥법에 시행령 제 2조에 근거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있다. 도시민박업은 일정한 물리적 조건을 갖춘 

건축물에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이 

도시에서 운영하는 민박업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최근 외래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숙박 시설 부족 상황 해소와 한국 가정 문화 체험을 희망하는 관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숙박업 자체는 ‘1980년대 

말 우리나라가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할 때부터 등장한 것으로 

추정’하며 최근 이를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제도화할 필요성을 언급한다(문화 

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에어비앤비에 적용할 

경우, 도시민박업은 위 조건을 만족하는 일부 ‘개인실’에만 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인만을 투숙객으로 받아야 하며, 인증의 

절차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의 후반부에서 더 

구체화한다. 

기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관광숙박시설을 규제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의 사례와 중첩되는 

부분이 적다. 가령, 대한민국 민박업의 경우, 농어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서 개인이 사적 주거 공간을 숙박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 법령에서 규정하는 

형태는 고시원, 기숙사, 유스호스텔로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한 형태이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에 의거해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용도지역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 

지역 및 준주거지역(이상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상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상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이상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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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숙박시설의 건축과 운영이 허용되는 법적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일어나는 여분 공간의 상품화가 전통적으로 공간 

이용을 규정해온 법제(용도지역)의 경계를 점차 흐리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에서는 여러 도시들에서 에어비앤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과 조정의 과정 및 법제화된 사례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 

갈등이 공간 이용과 공간 이용을 규정하는 방식이 충돌을 일으킴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상에서 살펴본 에어비앤비의 법적 지위와 성격은 본 연구의 

구체적인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작업에 법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공간 이용이 기존 

법제도 및 물리적 구획에 의해 관리되던 공간 이용과 어떻게 중첩되는지 

파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제도적 기반을 확인하는 작업이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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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제 3장에서는 에어비앤비의 성장과 확산과 에어비앤비의 복합적인 

성격이 만들어낸 다중적 지위,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및 이를 통해 상품화되는 

여분 공간의 법제적 기반을 확인하고 특히 서울시 맥락에 초점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던지고 있는 두 가지 

질문을 상기하고, 이상에서 살펴본 현황이 연구 질문에 답하는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여분 공간은 어떻게 

상품화되는가?’ 의 질문에 답하는 데에 있어 이상 현황에서의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활용된다. 서울에서 에어비앤비의 성장과 확산 및 상품화되는 공간의 

물리적 조건은 여분 공간의 상품화가 일어나는 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인 

지역으로 좁히는 데에 사용된다. 또한 에어비앤비를 통한 여분 공간의 상품화가 

만들어내는 참여자들 사이의 현금의 흐름 구조는 개인이 자신의 공간이 지닌 

여분을 상품화하는 데에 실제로 참여하는 경제적인 계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연구의 다음 장(제 4장)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두 번째로, ‘에어비앤비가 촉발한 갈등과 제도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갈등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 관계는 어떻게 재구성되는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황에서 기초적으로 탐색한 에어비앤비가 지니고 있는 지위는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국내 제도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여분 공간 상품화의 특성과 국내외에서 에어비앤비가 지니는 

다중적 지위를 짚어보았다. 이로부터 에어비앤비를 통한 여분 공간의 상품화가 

전통적으로 공간을 구획하고 공간이 이용되는 방식을 규정해온 기존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례에서 이것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의 

등장 및 재구성으로 구체화되며, 연구의 후반부(제 5장)에서 그를 반영하는 

지역 제도 변화로부터 그 과정을 탐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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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여분 공간 상품화의 기제 | 

 

 

제 4장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여분 공간의 상품화를 서울 맥락에서 

구체화시킴으로써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공간 이용이 어떻게 물리적 구획 및 

제도에 기반한 공간 이용과 중첩되는지 탐색한다. 이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여분 공간이 상품화되는 기제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제 

1절에서 에어비앤비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누구이며, 이들이 상품화하는 여분 

공간은 무엇인지 밝히는 작업으로 시작한다. 다음으로 제 2절에서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어떻게 여분 공간을 상품화하는 것인지 밝히고자 한다. 특히 동일한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의 임대료(월세)와 숙박용으로 사용할 때의 

임대료(숙박료) 차이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여분 공간 상품화의 

기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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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플랫폼 네트워크를 이용한 여분 공간의 상품화 

 

 

1. 여분 공간을 상품화하는 개인 

 

자신의 여분 공간을 상품화하고 있는 서울의 호스트는 어떤 이들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이 에어비앤비에 호스트로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검토해볼 수 있다. 먼저 이들은 여행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또한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다수의 여행객이 외국인이며, 이들과의 

친밀한 접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들이다. 

이것이 서울의 맥락으로 구체화될 경우, 연구의 이어지는 부분에서 유학생, 

고학력자가 서울 호스트가 다수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다. 호스트가 여행객을 

직접 만나거나, 만나지 않더라도 자신의 공간을 관리할 시간적 여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추가적으로, 호스트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으며,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활동함으로써 얻는 경제적·문화적 

이익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들이기도 하다.  

서울에서 위 조건들의 교집합을 만족시키는 호스트는 가령,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혹은 고학력의’ ‘젊은 프리랜서 또는 은퇴한 자’로 대표된다. 본 

연구의 14 명의 면접자의 경우, 처음 에어비앤비를 접한 계기로 ‘외국인 친구 

혹은 해외에 체류하는 지인의 소개를 받은’ 경우가 많았고, 최초에는 

‘여행객으로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해본 후’ 호스팅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연구에서 임의로 접촉한 14 명의 서울 호스트가 대부분 국내외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라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 개인이 자신의 여분 공간을 

상품화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루 중 일정한 가용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14 명의 면접자 중 전일제 직장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는 2 

명(면접자 1, 6)에 불과했다. 그 중 직장 근처에 위치한 월세 70만원의 ‘원룸’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면접자의 

언급에서 호스트가 되기 위해 일정한 가용 시간이 확보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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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칼퇴근” 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니까 (에어비앤비에서 호스팅) 할 

수 있어요…… 에어비앤비에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1일”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 사람 예약과 뒷 사람 예약 사이에 1일을 확보해요. 

앞 손님이 “체크 아웃”한 날 저녁에 제가 가서 청소하고 다음날 다시 “체크 인” 

하는 손님한테 “도어락” 번호를 알려주면 쉬워요…… 이렇게 1일 씩 띄워서 

(예약을) 받는데도 월세를 내고 이익이 나는 걸 보면 이렇게 (에어비앤비로 

여행)다니는 사람들이 많긴 많은 것 같아요 

 (면접자 1, 2013년 12월) 

 

한편, 에어비앤비가 여분 공간 상품화에 참여시킨 개인은 대게 과거 

숙박업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면접자들의 경우, 본업과 별개로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한 14 명의 서울 호스트 중 13 명이 

별도의 본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여행객으로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거나 

호스트 활동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이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이전에는 

숙박업에 종사할 계획이 없었으나, 에어비앤비의 호스트로 활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문화적 기회에 이끌려 호스트로서 여분 공간 

상품화에 참여하게 된 이들이다. 면접자의 구성은 연구의 부록에서 요약하고 

있다.  

호스트로 활동하는 개인은 호스팅을 통해 얻는 경제적·문화적 경험을 

의미 있게 여기는 이들이기도 하다. 어떤 호스트들(면접자 6, 7)에게 있어서는 

주로 외국인 여행객을 만나는 데에서 오는 문화적인 경험이 여분 공간을 

상품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이들이 카우치 서핑과 같은 무료로 숙박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아닌 에어비앤비 플랫폼만을 이용하는 것은 

여분 공간 상품화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없을 때 이들은 자신의 

공간을 여행객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면접자 6은 월 주거용 

임대료를 나누어 분담할 룸메이트를 구하는 대신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임대료를 충당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여분 공간을 상품화하게 된 

계기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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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현금 수입은 서울에서의 주거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면접자들이 에어비앤비에서 호스트로 

활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입을 처분하는 방식을 통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가가 아닌 세입자의 경우 수입은 대부분 월세 및 관리비를 

충당하는 데에 사용되며, 생활비, 여행 자금 등으로도 처분된다. 일례로, 월 

주거용 임대료가 60만원인 투룸에 거주하며 방 1 개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운영하는 다음의 사례가 현금 수입으로 임대료를 충당하는 경우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따르면 투룸을 친구 등 다른 세입자와 나눠 사용할 경우, 한 

달에 30일 간 집을 공유하고 임대료의 절반인 30만원을 지불하는 반면, 방 1 

개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해서 숙박용으로 임차(1박에 5만원)할 경우, 한 달에 

6일만 집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30만원을 지불한다. 혹은 한 달에 12일 간 

집을 공유하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 이상 기간 동안 집을 공유하면 

오히려 주거용 공간 자체로부터 추가적인 현금 소득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호스트(면접자 6)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호스트지만 게스트로서도 에어비앤비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다들 

호스트이면서 게스트로 에어비앤비를 쓰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저는 제 월세를 

그대로 내면서 공짜로 여행하는 거에요. 각자가 70만원짜리 월세 방에 살면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며칠 재워주면 월세가 좀 채워지고 아예 전부 채워지기도 

하잖아요. 그걸로 저는 여행가서 남의 집에서 자면 그 집 주인은 또 월세를 

채우는 거고요. 

(면접자 6, 2015년 1월) 

 

여행객이 지불하는 숙박료가 주거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을 넘으면 현금 

수입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치 있는 여분 공간, 가용 시간,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개인은 자신의 공간을 현금 수입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같은 

공간에 대한 주거용 임대료(월세) 수준과 숙박용 임대료(숙박료) 수준의 차이를 

이용한 것이다. 이 점을 이용하여 개인이 세입자로서 공간을 임차한 후 완전히 

숙박용 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차액을 수입으로 취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연구의 다음 부분에서는 서울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어떤 여분 공간을 

상품화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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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화되는 여분 공간 

 
 

1) 상품화되는 여분 공간의 성격 

에어비앤비를 통해 상품화되는 여분 공간은 어떤 공간들인가? 먼저, 

상품화될 수 있는 여분 공간은 여행객에게 숙박 가능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위치, 크기, 호스트가 제공할 수 있는 경험 등 숙박 

가능한 공간으로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공간은 상품화되지 못한 여분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 사례에서 특징적인 것은 상품화되는 공간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미사용되는 여분(예를 들면, 집 주인이 여행가는 동안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을 포함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 경우 호스트는 기존에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공간을 수입원으로 생각하게 된다. 세입자가 임차한 

공간(예를 들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완전히 숙박용 공간화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호스트는 주거용 공간을 숙박용 공간으로 상품화할 때 임대료 차액을 

계산하게 된다. 즉 공간은 변용함에 따라 잠재적으로 여분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든 에어비앤비는 일반 개인으로 하여금 

공간을 현금 수입원으로 여기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직접 거주 하는 공간의 여분을 상품화하는 경우, 많은 

호스트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공간과 경험이 일상에서 우러나는 진정하고 

지역적인 것임을 강조한다(면접자 6, 7, 13, 16, 18, 21, 23). 기존의 전통적인 

숙박업에 비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상품화되는 일상적인 공간만이 제공하는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면접자 6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저는 여기 오랫동안 산 지역주민인데다가 심지어 한국 전통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니까요. 집에서도 어느 정도 작업을 하거든요. 호스텔이나 인사동 같은 데 

보다는 (관광객들이) 이런 거를 봤으면 하는 거죠…… 보여주고 싶어도 딱히 

방법이 없었는데 에어비앤비에 (공간을) 올려놓고 나서는 사람들이 꽤 오고…… 

(면접자 6, 201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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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일상의 공간들은 대부분 기존에는 숙박용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공간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일시적으로 미사용되는 혹은 시간적으로 

‘파편화’된 공간의 여분으로 보았다. 단적인 예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을 금요일에서 월요일까지 숙박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접자 2). 주말 동안 미사용되는 파편화된 공간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여분의 생산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2-3인의 디자이너들이 개인 

작업실로 사용하는 (일종의 창고를 개조한) 공간의 일부를 등록한 호스트의 

경우(면접자 8),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공간과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장 근처에서 

임차한 공간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등록한 경우(면접자 

5)도 유사하다.  

어떤 공간이 일시적으로 미사용, 혹은 시간적으로 파편화되는 정도는 

다양하다.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발생하는 여분 공간을 상품화한 경우로, 9시-

18시에 근무하는 사무실의 공간을 18시 이후-오전까지 숙박용 공간으로 등록한 

호스트의 경우가 있었다. 이로부터, 에어비앤비는 공간을 지닌 개인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개인을 연결시킴으로써 기존에 숙박용으로 사용되지 않던 여분의 

공간까지도 상품화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공간은 

기존에는 <그림 4-1>의 예시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미사용되는 시간이 

발생하여 숙박용 공간으로 상품화되기 적합하지 않았던, 파편화되어 존재하던 

여분 공간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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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시간적으로 파편화된 여분 공간 

요약하면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은 숙박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개인들을 

참여시켰으며, 기존에 숙박용 공간으로 상품화되지 않던 공간을 숙박용 

공간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이상으로부터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미사용되는 여분은 언제나 다양한 형태의 파편으로 존재해왔으며, 

이것이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으로 존재하는 공유가능한 

여분으로 상품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기존에 상품이 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파편으로 존재하던 공간이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으로서 공간으로 재편되었다.  

 

2) 여분 공간의 위치: 서울시 

위로부터, 개인 호스트는 공간이 잠재적으로 지니는 추가적인 생산력을 

고려해 자신의 여분 공간을 상품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앞서 검토한 

현황으로부터, ① 홍대입구역 부근과 ② 이태원-녹사평역 부근, ③ 강남역 

부근의 법정동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3 개 지역에서 개별 에어비앤비 공간의 위치는 각각 <그림 4-2>, 

<그림 4-3>, <그림 4-4>에서와 같이 분포하고 있다.   

월-금요일에만 사용하는 사무실 

불규칙적으로 사용하는 방 

여행갈 때 사용하지 않는 방 

주말에만 사용하는 방 

시간 

사용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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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②  

  

¯

¯

반경 0.5KM 

호텔 

에어비앤비(반경내) 

지하철역사 
에어비앤비(반경외) 

<그림 4-2> ① ‘홍대입구역’ 부근 에어비앤비 공간 지도 

(위: 지하철역사로부터 반경 0.5km, 아래: 호텔로부터 반경 0.5km) 

 

반경 0.5KM 

호텔 

에어비앤비(반경내) 

지하철역사 

에어비앤비(반경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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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4-3> ② ‘이태원역-녹사평역’ 부근 에어비앤비 공간 지도 

(위: 지하철역사로부터 반경 0.5km, 아래: 호텔로부터 반경 0.5km) 

 

반경 0.5KM 

호텔 

에어비앤비(반경내) 

지하철역사 

에어비앤비(반경외) 

반경 0.5KM 

호텔 

에어비앤비(반경내) 

지하철역사 

에어비앤비(반경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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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4-4> ③ ‘강남’ 지역 에어비앤비 공간 지도 

(위: 지하철역사로부터 반경 0.5km, 아래: 호텔로부터 반경 0.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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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서울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상품화되고 있는 여분 공간이 지니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으로, 전통적인 숙박업 

사업자인 호텔의 위치와 에어비앤비 공간 위치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그림 

4-2> <그림 4-3> <그림 4-4>으부터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의 57%가 

호텔의 반경 0.5km 내의 범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43%는 여기서 

벗어나 있다. 호텔이 위치하는 곳은 물리적 구획 및 제도적 규정에 따라 호텔을 

건설 가능한 곳이며, 동시에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다. 이에 비해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은 전반적으로는 여행객이 선호하는 지역(홍대입구역 부근, 

이태원역-녹사평역 부근, 강남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나, 각 지역 내의 

미시적인 범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호텔 공간과 에어비앤비 공간을 지하철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비교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세권을 정의하는 0.5km의 기준을 

준용하여 비교할 때, 3 개 지역으로부터 호텔의 85%가 이 범위 내에, 

에어비앤비 공간의 77%가 같은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위치 특성으로부터, 에어비앤비를 통해 전통적인 숙박시설 밀집 지역을 

어느 정도 벗어난 지역에서 개인이 지닌 여분 공간이 숙박용 공간으로 

상품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 

 

 

  

홍대입구역 

100 m 

홍대입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그림 4-5> ‘홍대입구역’ 부근 에어비앤비 공간과 용도지역 

¯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 밀집 지역(5 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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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

녹사 이태원역 녹사평역 

100 m 

녹사평역 
이태원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그림 4-6> ‘이태원역-녹사평역’ 부근 에어비앤비 공간과 용도지역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 밀집 지역(5 개 이상) 

¯

¯



 

 

 

62 

두 번째 특징으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볼 때 에어비앤비 공간은 용도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및 

인접 지역에서 더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홍대입구역’ 부근과 

‘이태원역-녹사평역’ 부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그림 4-5>와 <그림 4-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획된 지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다. 이로부터, 에어비앤비는 개인이 지닌 

공간을 숙박용 공간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회를 제공한 한편, 

실제로 상품화되는 공간은 높은 숙박용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상품화되는 

공간은 물리적 속성 자체로는 여행객의 숙박용 공간으로 사용될 잠재력이 

있으나 전통적 공간 구획과 공간이 이용되는 방식을 규정하는 제도에 의해 

상품화되지 못해온 공간들이다. 

전통적으로 숙박시설이 위치할 수 없었거나 위치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에어비앤비 공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공간이 이용되는 방식을 

규제해온 물리적 구획과 제도가 흐려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 서울 호스트들이 이 현상에 참여하는 여분 공간 상품화의 기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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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임대료 차이를 이용한 여분 공간의 상품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에어비앤비는 개인이 자신의 여분 공간을 

숙박용으로 상품화할 기술적 기회를 제공한다. 기술적 기회는 시와 장소에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는 반면, 서울에서 실제로 상품화되는 공간은 높은 

숙박용 임대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에어비앤비 네트워크가 제공한 

기회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분 공간을 상품화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호스트가 자신의 여분 공간을 상품화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상품화되는 

공간의 주거용 임대료와 숙박용 임대료의 차이로부터 도출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상품화되고 있는 개별 공간의 사례를 통해 임대료 

차액을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1. 주거용 임대료와 숙박용 임대료의 차이를 이용 

 

앞서 파악한 에어비앤비의 참여자 간 현금의 흐름(제 3장)으로부터, 

자신의 여분 공간을 상품화하는 호스트가 얻게 되는 수입은 자가를 이용하는 

호스트의 경우 [{(1-공실률) x 30} x 0.97]로, 세입자인 호스트의 경우 [{(1-

공실률) x 30} x 0.97-(주거용 임대료 + 관리비)]로 계산된다. 이로부터 호스트의 

수입은 주거용 임대료가 저렴할수록, 또 공실률이 낮을수록 즉 숙박용 임대료가 

높을수록 커지게 된다. 이로부터 연구는 주거용 임대료와 숙박용 임대료 간 

차를 이용한 초단기 부동산 임대 시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서울 사례에서 호스트가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실제 

공간의 월 평균 임대료, 일 평균 숙박료, 월 평균 공실률을 통해서, 숙박용-

주거용 임대료 수준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차익을 계산하였다2). 구체적인 차익의 

                                            
2) 월 평균 주거용 임대료는 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최근 실거래가 정보를 기준으로, 보증

금이 1천만원 일 경우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일 평균 숙박료는 호스트가 에

어비앤비 홈페이지에 공개한 일 숙박요금으로 계산하였다. 월 평균 공실률은 2014년 10

월-2015년 1월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한 달 중 예약되지 않은 일 수를 집계해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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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다음의 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자가/세입자 여부에 따라 

호스트가 자가 거주하는 공간을 또는 그 일부를 여행객에게 임대하는 경우와, 

세입자가 임차한 공간 혹은 그 일부를 여행객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나뉜다. 

다음으로 임대하는 공간의 유형에 따라 ‘집 전’와 ‘개인실’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간의 유형]*[자가 여부]에 따라 다음 <그림 4-7>과 같이 4 가지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림 4-7> 공간의 유형 및 자가 여부에 따른 구분 

[ I ]는 자가를 집전체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이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집 주인이 여행이나 안식년 따위의 이유로 자가를 비우는 동안 집을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경우, 월요일-금요일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가 

사무실을 금요일-일요일에 여행객에게 임대하는 경우, 소유하는 오피스텔 혹은 

원룸 등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세입자(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대신에 여행객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면접자 2, 3, 11, 20, 21, 24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II ]는 자가의 일부 공간만을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집 주인이 거주하는 일상 공간에서 남는 방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룸메이트’를 구해 임대하지 않고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것이 있다. 

또는 출가한 자녀가 가끔 다녀가는 이유로 불규칙적으로 남는 자가의 방을 

여행객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면접에서는 면접자 7, 19, 23가 

상품화하는 여분 공간이 이에 해당한다. 

[ III ]는 세입자가 임차한 공간의 전체를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여행, 출장 등의 이유로 세입자가 임차한 집을 비우는 

동안 집을 여행객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차한 오피스텔 등을 여행객에게 

전문적으로 임대해 유사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등이 있다. 본 연구의 

[ I ] 

자가*집전체 

[ II ] 

자가*개인실 

[ IV ] 

세입자*개인실 

[ III ] 

세입자*집전체 

[공간의 유형] 

[

자
가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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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는 면접자 1, 4, 5, 10, 14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다.  

[ IV ]는 세입자가 임차한 집의 일부 공간만을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경우이다. 이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투룸’을 임차해 사는 세입자가 

사용하지 않는 방 1 개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우스메이트’ 등을 구하는 대신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경우, 2-3인의 디자이너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업실의 

일부 공간을 개조하여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면접자 6, 8, 9, 12, 15, 16, 17, 18가 상품화하는 여분 공간이 여기에 속한다. 위 

각각의 경우에서, 여분 공간을 상품화하는 호스트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I ]과 [ II ]의 경우,  

{(1-월 평균 공실률) x 30} x 0.973) 
 

· [ III ]과 [ IV ]의 경우,  

{(1-월 평균 공실률) x 30} x 0.97-(월 임대료 + 관리비) 

 

여분 공간을 상품화한 호스트가 주거용 월 주거용 임대료와 숙박용 

임대료의 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기회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 [ I ]의 경우에서 오피스텔을 보유한 개인이 일반 세입자에게 임대할 때 세입자가 

지불하는 월 임대료 
 

· [ IV ]의 경우에서 세입자가 일반 ‘룸메이트’를 구해서 투룸의 월 임대료를 나누어 

분담할 때 ‘룸메이트’가 지불하는 나머지 월 임대료 

 

                                            
3) 에어비앤비에서는 호스트에게 숙박료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0.97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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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부터 개인은 에어비앤비 호스트로서 자신의 공간을 상품화 

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기회비용]보다 클 때에 여분 공간 상품화에 

참여할 경제적 계기를 가진다. 즉, 동일한 공간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때 

통용되는 ‘월세’ 수준과 숙박용으로 사용할 때 얻게 되는 숙박요금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개인으로 하여금 여분 공간을 실제로 상품화하게 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이어서 서울시의 개별 사례 공간을 대상으로 한 다음 부분의 

계산에서는, 각 공간의 속성(크기, 위치 등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속성)에 따른 임대료 차이와 호스트가 공간을 보유한 방식(매매, 전세, 임대) 

차이 등을 고려하여, [숙박용 임대료(숙박료)/주거용 임대료(월세)]의 비로 

나타낸다. 한편, 동일한 공간에 통용되는 주거용 임대료 수준과 숙박용 임대료 

수준 간의 차이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다음에서 개인이 이 차이를 

어떻게 실제로 현금 소득으로 취하는지 파악한다. 

 

 

2. 잠재적 임대료 차이를 현금화 

 

연구에서 심층 면접을 진행한 14 명의 서울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경우, 

숙박용 임대료/주거용 임대료의 비는 아래 <표 4-1>과 같이 나타난다. 숙박용-

주거용 임대료의 차이는 각각 개별 공간의 월세 및 숙박료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여기서는 용이한 비교를 위해 비율을 사용하였다. 한편, 범위를 

확장하여 서울시에서 ‘집전체’를 임대하는 경우([ I ]과 [ III ]) 평균 숙박요금은 

93,575원/1박, ‘개인실’을 임대하는 경우( [ II ]와 [ IV ]) 평균 숙박요금은 

60,562원/1박으로 나타났다(2014년 하반기 기준). 이로부터 자가 혹은 세입자 

여부와 월 주거용 임대료 등의 조건이 같다고 가정하면, 여분 공간을 

상품화하는 호스트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 I ], [ III ], [ II ], [ IV ]의 순서대로 

크다. 

서울 맥락에서 각 유형에 따라서 상품화되는 공간의 물리적 여건이 

차이를 지니는 것은 이 점과 관련된 것이다. [ II ]와 [ IV ]의 경우는 여행객이 

숙박 가능한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의 아파트, 빌라, 단독 

주택 등 방이 2 개 이상 있는 건물의 경우에서 많이 나타난다.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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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에 등록된 3,051 개 공간 중 1,173 개 공간이 이와 같은 경우이다. 

[ I ]과 [ III ] 경우는 공간 전체를 여행객에게 빌려주기 때문에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은 물론 원룸, 오피스텔까지도 포함한다. 서울의 30.051 개 공간 중 

1,878 개 공간이 여기에 속한다4).  

 

<표 4-1> 주거용-숙박용 임대료 차(면접자) 

면접자 일 평균 

숙박료 

월 평균 

임대료 

월 평균 

공실률 

숙박료/임대료 

(만원/1 박) (만원/1 달) (%) (배) 

[A] [B] [C] [A]x{(1-[C])x30} 

x0.97/[B] 

1 7.3 65 0.27  2.40  

2 5 110 0.73  0.36  

3 10 _ _ _ 

4 6.5 75 0.10  2.34  

5 3.5 40 0.90  0.26  

6 4 70 0.40  1.03  

7 16 _ _ _ 

8 5 90 0.50  0.83  

9 4 45 0.87  0.36  

10 14 95 0.71  1.28  

11 4.4 _ _ _ 

12 8.5 _ _ _ 

13 7 _ _ _ 

14 9 60 0.70  1.35  

 

                                            
4) 공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도가 전적으로 개별 호스트에게 달려 있는 에어비앤

비의 특성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서울에서 등록되어 있는 전수 공간의 주택 유형(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정보와 자가 및 세입자 여부 정보는 구득할 수 없

었던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연구는 심층 면접에 응한 14 명의 서울 호스트의 경우

에 한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향후 주택 유형과 자가 및 세입자 여부에 대한 전수 

공간의 정보가 추가된다면 더욱 풍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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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개인이 전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세입자로서 공간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여행객에게 다시 숙박용으로 임대하는 경우(<그림 4-7>) 상품화되는 

공간의 물리적 조건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징지어진다, 서울의 전·월세 

오피스텔이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 4장에서는 

서울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활동하는 개인은 호스팅을 통한 경제적·문화적 

이익을 가치 있게 여기는, ‘고학력’ ‘유학생’ ‘젊은 프리랜서’ ‘은퇴한 자’로 

대표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 III ] 경우에 적합한 건물의 물리적 조건과 

호스트로 활동 가능한 개인의 조건을 종합하면, 이는 가령, ‘젊은 프리랜서가 

전·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원룸’으로 묘사할 수 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서울의 252 개 공간의 구체적 사례로부터 숙박용 임대료/주거용 임대료 비를 

도출한다. 이 부분에서는 사례 공간들로부터 신뢰할만한 평균값을 도출하기 

위해, 대상을 단일 건물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이 20 개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사례를 한정하였다. 

서울에서 총 7 개의 건물이 단일 건물로부터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이 20 개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중구(2 개), 종로구(3 개), 

마포구(2 개)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들이다. 이중 가장 많은 방이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49 개 방)에서는 총 세대 수 중 23%에 해당하는 수의 

방이 등록되어 있다. 이들 7 개 건물에 속한 252 개 공간의 숙박용 

임대료/주거용 임대료 비를 계산한 결과는 다음 <표 4-2>에서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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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주거용-숙박용 임대료 차(서울시 사례 공간) 

건물 지역 등록된 방 수 

(개) 

총 방 수 

(개) 

등록된 방 수/총 방 수  

(%) 

A 중구 49 213 23.00  

B 종로구 46 347 13.26  

C 마포구 44 208 21.15  

D 중구 39 209 18.66  

E 마포구 32 312 10.26  

F 종로구 22 315 6.98  

G 종로구 20 132 15.15  

          

건물 일 평균 숙박료 

(만원/1 박) 

월 평균 임대료 

(만원/1 달) 

월 평균 공실률 

(%) 

숙박료/임대료 

(배)5) 

[A] [B] [C] [A]x{(1-[C])x30}x0.97/[B] 

A 9.00  107.50  0.15  2.07  

B 10.15  92.50  0.13  2.78  

C 7.66  72.50  0.13  2.67  

D 9.92  77.50  0.17  3.09  

E 7.26  82.50  0.07  2.38  

F 6.99  82.50  0.17  2.05  

G 7.68  75.00  0.10  2.68  

 

위 <표 4-1>와 <표 4-2>에서 숙박용 임대료/주거용 임대료의 비는 같은 

공간을 주거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민이 지불하는 비용 대비 숙박 

목적으로 이용하는 여행객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의 비가 

1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호스트가 여분 공간을 상품화함으로써 얻는 

매출이 비용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순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비가 

2배인 경우 호스트가 주거용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순 현금 수입을 얻게되는 

                                            
5) 따라서 숙박료/임대료 비가 1을 초과하는 것은 순이익의 발생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

의 값이 1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호스트는 ‘관리비 정도 충당’ ‘재미로 용돈 벌이’ 

등의 이유로 에어비앤비 호스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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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표 4-2>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다수의 경우, 

숙박용 임대료/주거용 임대료의 평균 비는 2.05~3.09까지 나타난다. 한편 <표 

4-2>는 단일 건물에서 20 개 이상의 에어비앤비 공간이 나타나는 경우, 즉 

수익성이 높은 건물에 밀집해 있는 공간만을 반영했기 때문에, 숙박용 

임대료/주거용 임대료의 비가 전체 서울 에어비앤비 공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반면 비가 1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여분 공간을 상품화할 때 얻는 

숙박요금이 월 임대료를 충당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후자는 

전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그럼에도, 후자의 경우 호스트는 경제적 이익을 관리비 혹은 개인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호스트로서 에어비앤비에 

참여한다. <표 4-1>에서 본 연구의 면접자 2, 5, 8, 9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면접자 2의 경우 월요일-금요일에만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사무실은 서울시의 

주요 관광지 및 교통 요지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금요일-월요일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버리기 아까운’ 

공간으로 정의한다. 즉 금요일-월요일 동안 미사용되는 사무실은 시간적으로 

파편화된 여분 공간이다. 마찬가지로 면접자 5가 임차한 ‘원룸’은 주 7일 중 3-

4일만 사용되나, 기존 임대차 시장에서는 원룸을 나머지 3-4일 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간적으로 파편화된 여분 공간이다. 

면접자 8은 관광지에 인접한 단독주택을 불규칙적으로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이들의 경우 일시적으로 미사용하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는, ‘자연스럽게 버려지던’ 여분 공간이다. 연구의 앞선 부분에서 

에어비앤비가 숙박중개업, 공유경제 플랫폼, 온라인 직거래 시장으로서 지니는 

다중적인 지위와 기존의 여타 사례들과의 유사성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에어비앤비가 주목할만한 사례로서 독특성을 가진다고 본 것은 이 

장에서 초점 맞추고 있는, 다른 방식으로는 상품화될 수 없었던 여분의 공간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생산력을 지닌 숙박용 공간으로 상품화된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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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제 4장의 작업은 서울 맥락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한 여분 공간 상품화에 

참여하는 개인과 이들이 상품화하는 공간의 성격을 확인하고, 서울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자신의 공간을 상품화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활동 가능한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여분의 

공간을 보유하며,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고, 공간의 운영·관리에 할애할 시간이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이 호스트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서울 맥락에서 이는 ‘고학력의 또는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프리랜서 또는 은퇴한 자’로 대표된다. 이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상품화하는 

공간은 여행객에게 숙박 용도로 매력적인 공간이며, 호스트에게 사용하지 않는 

동안 버리기 아까운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의 위치를 서울의 3대 에어비앤비 

밀집 지역(홍대입구역, 강남, 이태원역-녹사평역)에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실제 상품화되는 공간은 높은 숙박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전통적 숙박업자인 호텔의 위치 및 용도지역과 에어비앤비 공간의 

위치 비교를 통해, 숙박용 임대료를 받을 잠재력이 있으나 전통적 공간 구획과 

공간이 이용되는 방식을 규정하는 제도에 의해 숙박용 공간으로 상품화되지 

못했던 공간이, 에어비앤비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에서는 이를 네트워크로 매개된 공간과 물리적 구획·제도적 규제에 기반한 

공간의 중첩으로 보았다. 

둘째,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울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어떻게 자신의 여분 공간을 상품화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 호스트는 동일한 공간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때의 임대료 수준과 

숙박 용도로 사용할 때의 임대료 수준 간에 발생하는 차익을 현금 수입으로 

취함으로써 여분 공간의 상품화에 참여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상품화되기 어려운 버려지던 여분 공간이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에서 상품화됨을 확인하였다. 여기에는 주거용-숙박용 임대료 차이를 

이용해 전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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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장에서는 에어비앤비 사례를 지리학적 연구 대상으로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나타나는 지점으로 버려지던 여분 공간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매개로 

거래가능한 상품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동일한 

공간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주거용-숙박용 임대료 차이를 에어비앤비 

네트워크를 활용한 개인이 현금 소득으로 취하는 것이 여분 공간 상품화의 

구체적인 기제이다. 이로써 물리적 구획·제도적 규제에 기반한 공간과 

네트워크로 매개된 공간의 중첩을 이끄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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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여분 공간 상품화를 둘러싼 

제도 변화와 갈등 | 

 

 

제 5장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여분 공간의 상품화가 최근 직면하게 

된 여러 지방정부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갈등과 조정, 그 결과로 지역 제도의 

변화를 다룬다. 먼저 에어비앤비가 촉발한 제도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에어비앤비 관련 법제화 사례로부터 역으로 제도 

변화를 이끌어낸 이해당사자 간 갈등과 조정의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갈등의 

구도와 주요 쟁점을 파악한다. 이로부터 연구에서는 에어비앤비를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동시다발적인 갈등이 본질적으로는 공간에 대한 전통적 구획 및 

규제와 온라인 네트워크의 매개로 재편된 공간 질서의 충돌로 파악한다. 즉, 이 

장은 그 충돌이 전통적 구획 및 규제에 기반한 공간 이용과 관련된 이해를 

지닌 이들과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간을 새롭게 이용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표출된 것임을 밝히는 작업이다. 제 1절에서는 2008년-

2015년 최근까지 에어비앤비를 중심으로 일어난 지역 제도 변화를 16 개 도시 

사례로부터 축약적으로 살펴본다. 이어서 제 2절에서는 제도 변화 사례들로부터 

이해당사자들이 주요하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과 이것이 사회적 관계들 간 협상, 

연대, 대립을 통해 조정되어 가는 지형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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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여분 공간 상품화와 제도 변화 

 

 

1. 동시다발적 제도 변화 

 

에어비앤비는 2008년 이후 세계 여러 도시에서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숙박업과 관련된 각 지역의 제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단기간에 나타난 동시다발적 충돌은 사용자의 수가 증가함에 사용자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연결망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개인이 자신이 지닌 공간의 여분을 

상품화하는 행위가 전통적으로 공간 이용 행위를 관리해온 지역 제도와 

가시적인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에어비앤비가 설립된지 약 2년 후인 

2010년부터이다. 이와 같은 충돌은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부터 에어비앤비와 지역 제도의 충돌은 여분 공간의 상품화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가능한 것으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어비앤비, 지방정부 및 중앙 정부, 호스트, 지역주민, 기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과 조정의 결과가 법제화로 이어진 13 개 도시와 제도 

변화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표 5-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5-1>에서 

런던을 제외한 12 개 도시의 경우 ‘집전체’와 ‘개인실’과 ‘다인실’의 공간 유형 

중 ‘개인실’과 ‘다인실’을 합법적인 숙박업의 유형으로 허용하게 되었으며, 

런던의 경우에는 ‘집전체’까지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여분 공간의 상품화는 세계 여러 도시들에서 ‘공유 경제’ ‘불법 호텔’ ‘30일 

이하의 단기 임대’ 등의 다양한 언어로 활발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해당사자 간 

갈등과 조정이 아직 법제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나 지방정부의 에어비앤비 

단속, 이해당사자들의 찬성 및 반대 시위 등의 형태로 갈등이 나타난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연구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촉발한 제도 변화의 범위를 

지방정부가 행동을 취하는 데에 있어 ‘에어비앤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변화의 내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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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도시별 갈등 및 조정, 법제화 사례 

 

도시(국가) 시기 내용 근거 

암스테르담(네덜란드) 2014-02 일부 합법화 기술 혁신과 공유 경제를 지지 

베를린(독일) 2014-05 일부 합법화 
지역민의 부수입 기반을 지지하나,  

주거 불안정을 유발할 가능성을 인정 

위스콘신매디슨(미국) 2013-10 일부 합법화 기술 혁신과 공유 경제를 지지 

산호세(미국) 2014-08 일부 합법화 기술 혁신과 지역민의 부수입 기반을 지지 

포틀랜드(미국) 2015-01 일부 합법화 양성화를 통한 세입 기반 조성 

워싱턴DC(미국) 2015-01 일부 합법화 양성화를 통한 세입 기반 조성 

시카고(미국) 2015-01 일부 합법화 양성화를 통한 세입 기반 조성 

새크라멘토(미국) 2015-01 일부 합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세입 기반 조성 

샌프란시스코(미국) 2015-02 일부 합법화 양성화를 통한 세입 기반 조성 

런던(영국) 2015-02 전부 합법화 기술 혁신과 공유 경제를 지지 

오번(미국) 2015-02 일부 합법화 지역 경제 활성화 

오레건(미국) 2014-10 일부 합법화 양성화를 통합 세입 기반 조성 

뉴욕(미국) 2014-10 
공식적으로  

불법임을 명시 

지역법 위반 및 주거 불안정 유발 

텍사스오스틴(미국) 2015-02  일부 합법화 양성화를 통한 세입 기반 조성 

바르셀로나(스페인) 2014-07 
에어비앤비에 

벌금 부과 

지역법 위반 

 

공간 및 공간 이용 방식을 규율하는 지자체가 ‘공유경제’ 혹은 

‘불법호텔’로 명명되는 에어비앤비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 

5-1>의 갈등 및 조정 사례로부터, 여분 공간의 상품화가 초래한 갈등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의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이해당사자 간 갈등과 조정의 결과로 에어비앤비가 지니게 

된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 유형(‘집전체’ ‘개인실’ ‘다인실’) 중 1 개 이상의 유형을 합법적인 

공간 이용으로 규정하게 된 경우가 있다. 에어비앤비를 합법화한 이들 도시들을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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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도시들로 미국의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시카고, 워싱턴DC와 말리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 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도시로 영국의 런던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연구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여분 공간의 상품화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기존에 숙박업이 가능한 지역을 정의하는 역할을 해왔던 

물리적 구획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기존에 세금을 

부과받던 호텔업자의 경우 지정된 물리적 공간에서 허가를 받은 후 자신의 

공간을 호텔로(만) 상품화했던 데에 비해, 에어비앤비를 통하는 방식에서는 

호스트가 자신의 여분 공간이 속한 용도지역이나 건축물의 물리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공간을 숙박용 공간으로 상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에어비앤비를 통한 여분 공간의 상품화가 기존의 지역 법제를 

변화시키지 않고, 지방정부 등이 이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규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를 다시 소극적인 규제와 적극적인 규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소극적인 규제는 에어비앤비로 운영되는 공간에 대한 이웃 주민 등의 

신고 등 항의-기반(complain-base)으로 사후대응하는 경우로 대부분의 도시가 

이에 해당한다. 적극적인 규제는 지방정부가 조직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개인 

호스트 또는 기업으로서 에어비앤비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베를린, 파리, 바르셀로나, 뉴욕이 이에 해당한다. 오랜 갈등과 조정의 과정이 

법제화로 나타난 대표적인 3 개 도시의 경우, 법제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일어났다(자료 출처: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Tax on Transient 

Occupancy of Hotel Rooms; City of Amsterdam and Airbnb Sign Agreement; GB 

Government response, Independent review of the sharing economy). 

 

①  샌프란시스코: 에어비앤비에 ‘호텔세(hotel tax)’를 부과  

· 2014년 10월 7일, 샌프란시스코 정부에서 에어비앤비 일부 합법화 법안을 발의함(발의자: 

David Chiu, Chair, Board of Supervisors). 

· 공청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의 찬성 및 

호텔업자, 적정 주택 옹호자 집단, 지역민 등의 반대. 

· 2015년 2월 2일, 사유 주택(private homes)에서의 단기 임대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법화 함:  

─ 숙박 요금의 14%를 호텔세로 부과함. 



 

 

 

77 

─ 호스트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hosted rental’), 1년 중 임대 가능한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집전체를 임대하는 경우(‘entire-home rental’), 1년 중 최대 90일 임대로 기간의 제한이 

있음. 

 

②  암스테르담: ‘불법 호텔’에서 ‘책임 있는 주택 공유’로의 전환 

· 2012년 11월, 암스테르담 정부가 단기 숙박업 실태 조사 차원에서 ‘눈에 띄게 

의심스러운 집들’을 감지함. 

· 2013년 1월 8일, 암스테르담 정부가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언급함: “아파트나 주택을 

공식적인 호텔 허가(hotel permit) 없이, 돈을 받고 임대하는 것은 ‘불법 호텔’행위.” 

· 2013년 2월, 검사관의 검사에서 4,191 개 ‘불법 호텔’을 파악함. 

· 2014년 12월 18일, 암스테르담 지방정부(주택부 및 재정부)와 에어비앤비가 책임있는 

주택 공유(home sharing)를 촉진시키고 도시 내 호스트들의 세금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협정을 발표했으며(Department of Housing, Department of Finance),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법화함: 

─ 숙박 요금의 5%를 관광세로 부과함. 

─ 호스트는 1년 중 최대 60일, 1회에 최대 4 명의 여행객을 수용할 수 있음. 

· 2015년, 암스테르담 시정부 차원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을 지도화해 관리하기 

시작함(http://maps.amsterdam.nl/airbnb/). 

 

③  런던: ‘탈규제’로 ‘공유경제 이니셔티브’를 지원 

· 2014년 9월 14일, 영국 중앙정부가 ‘공유경제 이니셔티브’에서 에어비앤비를 공식적으로 

언급함. 

· 2014년 10월, 런던 지방정부에서 에어비앤비의 호스팅을 규제하는 법제를 개혁·완화할 

계획을 밝힘(Eric Pickles, secretary of communications and local government). 

· 2015년 3월 25일, 중앙정부에서 탈규제법(deregulation act)이 통과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에어비앤비를 합법화함: 

─ 호스트는 1년 중 최대 90일까지 어떤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개인실’ 및 ‘집전체’ 

공간을 임대할 수 있음. 

─ 임대되는 공간은 주거용 부동산(residential property)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 

· 2015년, 런던 시정부 차원에서 런던 방문자를 위한 공식 가이드 홈페이지를 통해 숙소를 

찾는 방법 중 하나로 분류, 소개함 

(http://www.visitlondon.com/where-to-stay/place/35659164-airbnb). 

 

에어비앤비가 지역 제도를 변화시킨 사례들로부터, 각 지방정부의 대응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 일부는 에어이앤비를 전통적 법적 틀 내에서 명확한 

http://maps.amsterdam.nl/airbnb/
http://www.visitlondon.com/where-to-stay/place/35659164-airb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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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존 제도를 강화해 단속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지역 제도의 변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분 공간의 상품화를 ‘유사’ 

호텔, ‘변종’ 숙박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의 암스테르담 지방정부의 초기 

대응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의 런던의 사례에서와 같이 

에어비앤비를 여분 공간을 공유하는 도구로 인정함으로써, 전통적 법제가 

포착하지 못하는 정보통신기술 플랫폼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제도를 변화하려는 양상도 나타난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에어비앤비를 통한 여분 공간의 상품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이후 숙박업을 규정하는 제도의 변화와 공적 대응이 있었으나, 

변화와 대응의 배경에서 ‘에어비앤비’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체적인 제도 

변화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도시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을 허용하게 된 사례가 있다. 이는 기존 제도가 담아내지 못하던 

에어비앤비의 특성 중 하나인, 개인이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거 공간의 

일부를 따로 숙박용 공간으로 상품화하는 경우를 제도화한 것이다. 기존의 

민박업은 농어촌지역을 대상을 하는 것이었으며 호스텔업에서 규정하는 

호스텔이나 게스트하우스는 처음부터 상업적 숙박 용도로 등록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 이후 서울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공간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의 결여가 외국인 

광광도시민박업법이라는 제도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문화 

체육관광부의 대응으로는 2013년 10월 서울에서 최초로 관광경찰대를 출범하여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한 관광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문화 

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3).  

이로부터 볼 때,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편으로는 ‘공유도시 서울’ 

이니셔티브(2012년 9월)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2012년 1월) 장려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의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여분 공간의 활용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이 한국의 일상 문화를 체험하도록 한다는 점이 그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다. 동시에 관광경찰대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일부 

공간을 구체적인 단속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서울의 경우, 에어비앤비 

호스트 및 옹호자 집단의 시위나 이에 대한 호텔 등 이해당사자 집단의 대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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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연구에서는 이것이 에어비앤비가 서울에서 확산된 

시기가 앞에서 살펴본 제도 변화를 겪은 도시들에 비해 비교적 늦은 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2. 함의: 공간 이용 방식에 관한 합의의 변화 

 

이상에서 검토한 지역 제도 변화는 본 연구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준다. 

첫째, 여분 공간의 상품화는 여러 도시들에서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나아가 전통적인 법제를 위협하거나 변화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지닐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둘째, 위 도시들의 지방정부가 보인 대응 방식으로부터, 

도시 내의 예측 불가능한 구획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여분 공간의 상품화를 

제지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에어비앤비를 단속하거나 벌금을 부과한 경험이 있는 

소수 도시의 경우에도, 현실적인 이유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이 밀집한 

일부 근린지역만을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다. 비교적 조직적으로 단속하는 

파리의 경우, 최근 주거용 공간을 여행객에게 단기 임대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suspected) 집에 검사관(inspector)이 출입해 확인해보는 것을 합법화한 

법을 통과시켰다(《The Seattle Times》, 2014년 8월 7일자). 유사한 방식의 

단속은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구체적 단속 상황에 대해 면접자 16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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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단속하게 되면서 검사관들이 집집마다 대문을 열어보기까지 했어요. 

집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시켜보고요, 그 나라 말로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큰 

여행가방을 놓고 있으면, 꽤 명백한 거죠. 

(면접자 16, 2013년 8월) 

 

지방정부의 강도 높은 단속을 고려해 면접자 16은 ‘집전체’ 공간을 

초단기로 임대하다가 ‘비교적 덜 불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실’ 공간으로 

옮기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도시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있는 

공간의 수에 비해 검사관 인력이나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 점은 일부 공간 유형에 한해서 합법화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도시의 경우도 유사하다. 세금 수입이 예상한대로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경찰력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이것이 

추가적인 세입 기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San Jose Mercury News》, 2014년 

8월 12일자). 각각 파리에서 40,000 여 개, 뉴욕에서 34,000 여 개, 

바르셀로나에서 15,000 여 개 공간이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Connexion》, 2015년 2월 28일자). 여분 공간의 상품화를 기존 

제도로 규제하기 어려운 또 다른 특성으로, 거래되는 여분 공간의 정확한 

주소는 예약을 완료한 여행객에게만 공개되며, 호스트와 여행객을 일종의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때로는 이용자들 간 사적인 교류까지 도모한다는 점이 

있다. 이렇게 성사된 거래를 대상으로 단속하면서 여행객이 호스트의 집에 방문 

중인 지인이 아니라 에어비앤비의 고객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여러 도시들의 제도 변화로부터 볼 때, 변화를 

이끌어낸 갈등과 조정에 연루되어 있었던 이해당사자들은 누구인가? 이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는 갈등의 지형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사회적 관계들 간 연대, 

대립, 협상을 가능케 하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연구의 다음 부분에서 이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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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여분 공간 상품화와 갈등 

 

 

1. 갈등의 쟁점과 구도 

 

2014년 10월 샌프란시스코의 시의회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일부 

유형의 공간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이에 

지지 혹은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 호텔 조합(hotel union)은 적정 주택 옹호자 

집단(affordable-housing advocates group)과 조직적으로 연합하여(Share Better)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지에서 에어비앤비의 합법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 제 2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도시들의 사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과 조정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다음 3가지 

주요 충돌 지점에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해당사자들의 

연합적인 혹은 대립적인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거나 재구성될 수 파악하고, 

여기서 이들을 연합 혹은 대립하도록 하는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주거권 갈등과 에어비앤비 

먼저 주거권 갈등은 최근 여분 공간 상품화를 둘러싸고 부각되고 있는 

대표적인 쟁점이다. 에어비앤비로 ‘주거 지역에 불법 호텔이 난립하게 되면서 

세입자들을 추방하고 주거 불안정을 조장하는가? 혹은 ‘주거 유지가 불안한 

세입자가 자신의 공간을 상품화하며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가?’의 대립적인 두 

물음이 주거권 쟁점의 이해를 돕는다. 전자의 물음은 관광지역에 인접해 

위치하지만, 용도지역과 같은 기존의 공간 구획과 제도에서는 호텔 등의 숙박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던 주거 지역으로부터 에어비앤비 공간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전자에서는 근린지역에서 거주할 공간을 필요로 하는 지역민이 

도시를 잠시 방문하는 관광객과 한정된 공간 자원을 두고 경쟁하게 된 것으로 

상황을 일축한다. 즉, 같은 공간을 ‘월 단위로 임대하는 것 보다 일 단위로 

임대하는 것이 훨씬 큰 이윤’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Bloomberg》, 2014년 8월 25일자). 특히 에어비앤비가 이미 만연해 

있는 주택난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은 여분 공간 상품화가 초래한 주거권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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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적으로 보여주며, 대도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어비앤비를 일부 합법화하는 법안이 2014년 10월 발의된 

후, 공청회에서는 ‘지역민을 위한 주택도 이미 부족한 이 도시에서 시정부는 

불법 단기 임대를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피력되었으며, 적정 주택(affordable housing) 옹호자 집단이 이를 지지했다 

(《KQED》, 2015년 2월 2일자).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간이 도시의 주택 

시장에 영향력을 줄 만한 규모를 지닌 것인지는 밝혀진 바 없다. 그럼에도 

명백한 것은 에어비앤비가 대도시에서는 고질적인, 주거 안정 논쟁의 틀 내로 

위치시켜졌다는 것이다. 

반면 다수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들 또한 이미 만연해 있는 주택난의 압력 

하에 놓인 지역민, 특히 세입자라는 점에서 논쟁은 구도가 복잡화된다. 이 

점에서 여분 공간의 상품화는 이들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economically 

empower)하는, 주거 유지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즉, 주거 비용을 겨우 

유지하는 지역민이 에어비앤비 네트워크를 이용해 자신의 공간으로부터 현금 

수입을 발생시켜 도시 내 주거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도시의 주거 비용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어비앤비는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는 표현이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Guardian》, 2014년 7월 7일자). 2014년 7월, 바르셀로나에서는 

시정부가 에어비앤비에 30,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200 여 명의 

지역 호스트들이 자신들의 부수입 기반인 호스트 활동을 지속할 권리를 

옹호하고자 거리로 나왔다(같은 기사). 유사한 경우로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찾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나 바르셀로나에 정착한 한 이주자는 직업 

기회를 구하고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도심부에 거주해야 하지만 도심부에서의 

월세를 감당하며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 도시의 임대료는 꽤나 말이 안됩니다…… 도시 밖에서 살면서 돈을 적게 

벌거나 도시에 살면서 번 돈을 월세로 다 쓰거나…… 사람들을 맞이하게 된 

후에(after hosting people) 저한테 그 점은 더 이상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아닙니다. 여행 온 사람들이 제 월세를 내주고 저는 도시에 있는 일자리를 

구하고…… 번 돈을 집에 전부 쓰지 않으니 그 돈으로 생활할 수 있죠. 

 (면접자 15, 201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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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사이 급증한 도심부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험이 있는 한 대학생 호스트 또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다. 

도심부에서 다른 지역들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임대료 상승을 피해 또 

다시 이사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2010년 교환학생으로 떠날 때, 저는 당연하게도 임대차 계약을 중단하고 

떠났는데, 돌아오니 그 동안 임대료가 1년만에 50% 올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집을 장기로 비우는 사람들 중에 집주인이 모르게 다른 세입자를 구해두고 

돌아오면 같은 임대료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현명한 

방법이었던 걸 깨달았죠…… 요즘 소위 말하는 ‘창조적인 전문가(creative 

professional)’라는 사람들이 미친듯이 베를린으로 몰려드는 (임대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겨우 며칠이나 몇 주 방을 비우면서도 

에어비앤비에 방을 올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면접자 18, 2013년 8월) 

 

‘주거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충돌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에어비앤비가 지역 주택 임대료를 증가시킴으로써 

기존의 주택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과 둘째, 에어비앤비의 호스트는 기존의 

주택난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주거 공간의 여분을 숙박용으로 상품화했다. 

주거권 논쟁에서 두 주장은 상호 모순된 것은 아니다. 두 주장을 종합해보면 

주거권을 둘러싼 갈등은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여분 공간을 상품화하는 행위가 

가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혹은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어떤 공간에 책정되어 있는 기존의 임대료란 용도지역 상에서 

물리적으로 구획된(주거 지역) 혹은 제도적으로 규정된(적정 주택) 공간에서 

통용되는 임대료이다. 이 때 ‘불법 호텔의 난립으로 추방되는’ 세입자와 적정 

주택 입주자는 전통적인 공간 구획과 제도의 수혜자들이다. 반면 에어비앤비가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여행객 수요를 확보한 지역민들은 네트워크의 

수혜자들이다. 이들은 네트워크를 매개로 저사용되는 자신의 공간을 현금 수입 

기반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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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경쟁 논란과 에어비앤비 

다음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신의 여분 공간을 상품화하는 개인들이 

증가하면서 주류 숙박업계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반발은 ‘공정 경쟁’에 대한 

논란으로 요약할 수 있다. 프랑스 호텔 및 상공인 연합(Umih: Union des Métiers 

et des Industries de l’Hôtellerie)은 2015년 2월 11일 국무총리 등을 수신인으로 

발송한 다음 공개 서신에서 프랑스 정부가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숙박을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신의 내용은 에어비앤비가 소위 공유경제(서신에서 

‘로빈후드의 경제’)로 불리며 시장의 공정 경쟁에서 면책받고 있다는 지점에서 

전통적 숙박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페, 호텔, 레스토랑은 전통적으로 고용을 창출해왔으며 국가 경제의 역동성에 

크고 작은 기여를 해왔다…… 오늘날 불법적인 유사 행위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 그 결과 2014년, 매우 오랜 기간 이후 최초로 고용이 증가하지 않게 

되었다. 역동성이 멈춰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로빈후드의 경제(Économie 

Robins des bois)»가 아니며…… 그들의 친근한 말투와는 대비되는 

초신자유주의적인 특성(caractère ultra neo-liberal)으로…… 
 

 (De Gabriel, VEDRENNE, 에어비앤비에 대응하기 위해 Umih가 정부에 

보내는 서신(La letter de ‘Umih au government pour contrer Airbnb, 

2015년 2월 15일) 

 

공정 경쟁 논쟁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은 각자 사회적 약자의 대리인을 

자처하기도 한다. 호텔 및 전통적인 숙박업 종사자들은 지방정부가 

에어비앤비에 호텔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에어비앤비에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시장에서의 공정성의 문제를 내세운다. 

여기서 이들은 (에어비앤비가 종종 경제적으로 소회된 호스트들의 경제적 

여력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하는 것 6 )에 대해) 호텔업에 종사하는 개개인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령, 

최근 한 시위(로스엔젤레스)에서 호텔 직원 조합(hotel employees union)은 ‘이 

새로운 현상은 호텔 방을 청소하면서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할 

                                            
6) 가령, 에어비앤비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에서 활동하는 호스트들 중 약 

75%는 스페인의 1인당 평균 국민 소득보다 낮다(《Guardian》, 2014년 7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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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The Los Angeles Times》, 2015년 4월 4일자). 

전통적 숙박업자는 자신의 숙박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에어비앤비는 자신의 호스트들의 대리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 이용 방식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쟁한다. 

‘공정 경쟁’을 근거로 에어비앤비와 충돌하는 이해당사자는 전통적인 

숙박업 종사자들의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인 홈어웨이(HomeAway)가 2014년 10월 샌프란시스코 

지방정부에서 초단기 임대를 일부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이는 

‘에어비앤비를 합법화하겠다는 단일한 목표로’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발의되었음을 주장하였다(《San Francisco Examiner》, 2015년 4월 4일자). 여기서 

홈어웨이는 샌프란시스코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의 ‘공정 

경쟁’을 둘러싼 갈등은 여분 공간의 상품화가 전통적인 주류 시장의 행위자들과 

충돌할 정도의 규모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이해당사자들이 충돌하는 

주요 지점은 부동산을 초단기로 임대함으로써 이윤을 확보하는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는 업종이, 지리적 위치를 사적 주거 공간으로 옮기고 임대 주체를 ‘작은’ 

개인으로 바꾼다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3) 갈등의 구도 

마지막으로 여분 공간의 상품화가 초래한 갈등에서 이해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기술에 힘입은 공간 이용의 변화가 선행할 때, 

사회 제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2013년 10월 미국 일리노이 주의 

위스콘신-매디슨에서 에어비앤비 지지자들 및 호스트들은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고 합법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Support Madison Airbnb’)을 

벌였다. 여기서 한 지지자는 이 운동이 ‘단순히 에어비앤비를 지지하는 것을 

뛰어 넘어 매디슨으로 하여금 집합적 소비와 와해성 사업 모델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료 출처: ‘위스콘신 매디슨 에어비앤비의 

합법화를 위한 서명운동’ 홈페이지). 본 연구의 면접자(면접자 5)는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플랫폼을 반기는 동시에, 여분 공간까지 공유 혹은 

거래의 대상이 된 것, 그리고 대부분 공유경제 플랫폼이 정보통신기술 전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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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개발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오늘날 

‘리눅스에서 사용자들이 코드를 공유하듯이, 기술 발달에 힘입어 남는 방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이 다중적인 연대와 대립의 관계로 구성되고 있는 와중에,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는  ‘혁신이 가져온 공유의 가능성’을 활용가능한 범위 

내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보인다.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들 간의 

파열을 기회로서 포착하려는 공적 시도의 기반에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먼저, 에어비앤비는 오늘날 기술 발달에 힘입어 가능하게 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혁신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방정부는 과도한 규제로 

공유 공유 경제 가능성과 혁신을 저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에어비앤비 

수익이 잠재적으로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제공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어비앤비의 일부 합법화 방안을 발의한 시의원은 ‘규제되지 

않던 산업을 규제함으로써 세금 수입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The Washington Post》, 2014년 9월 13일자).  

다음으로, 이는 정부의 세입 기반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역민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소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장려하고 사회 제도 또한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영국 

중앙정부는 런던이 ‘세계 공유 경제의 중심지가 되도록 만드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함에 있어서, ‘인터넷은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법은 이를 따라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자료 출처: HM Government, 

Independent review of the sharing economy, Government response). 유사하게, 다음 

산호세 지방정부의 언급에서와 같이 에어비앤비를 통한 여분 공간의 상품화는 

거주자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도구로 인식되기도 한다(《San Jose Mercury 

News》, 2014년 8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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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의 중심 도시로서, 우리는 공유 경제의 첨단에 있으며 공유경제를 

지지하고자 한다……우리 시의 거주자들이 호스팅 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얻는다면 

이것은 생활 물가가 높은 우리 도시에서 거주자들이 계속 거주를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위 3가지 충돌 지점을 중심으로 파악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구도는 

<그림 5-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5-1> 이해당사자 간 협력 및 대립 구도 

 

 

2. 함의: 공유경제와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 

 

이상에서 여분 공간의 상품화가 초래하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과 조정의 

과정을 주거권, 공정 경쟁, 제도에 선행하는 혁신과 공간 3 가지로 파악하였다. 

이로부터 파악한 갈등의 구도에서, 표면적으로는 이질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연대하거나 동질적으로 보이는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대립하는 사회적 관계들의 

재구성을 포착하였다. 최근 플랫폼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여분 자원의 

상품화가 초래하고 있는 갈등은 혁신을 포용, 장려, 촉진하려는 시도와 이를 

기존의 제도적 틀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중첩되며 나타난다.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 갈등은 근본적으로는, 물리적 구획을 기반으로 

에어 

비앤비 

지방정부 

호텔사업자 

유사 플랫폼 

적정주택 옹호자 집단 

‘주거권’으로 협력 

‘주거권’으로 대립 

‘공정경쟁’으로 대립 

‘공정경쟁’으로 연대 

‘주거권’으로 연대 

‘공정경쟁’으로 대립 

지역 제도 강화로 대립 및  

지역제도 변화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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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되는 전통적 공간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재구성되는 공간 간 대립이 

표출된 것이다. 전통적 공간 규제에 의하면 뒤섞일 수 없었던, 주거 용도를 

부여 받은 공간과 숙박용으로 상품화되는 공간이 혼재하게 되었다. 이질적인 

공간들이 물리적 구획을 넘나들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용도지역이 일시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부분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전통적으로 공간을 규제해온 방식이 기능하지 않는 부분들은 미사용·저사용되는 

여분 공간이며 파편화되어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다음 장(제 5장)에서 이어갈 것이다. 갈등 사례들로부터 파악한 주요한 

쟁점과 쟁점에 따라 역동적으로 구성·재구성되는 사회적 관계는 본 연구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주거권’ 논쟁은 동일한 공간에 대해 주거용 임대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세입자와 그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높은 숙박용 임대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여행객 간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서 점화된 

것이다. 앞서 검토한 사례에서 적정 주택 옹호자 집단(affordable housing 

advocates group)이 반(anti)-에어비앤비 연합의 한 축을 구성한 것은, 적정 

주택은 용도지역과 제도에 의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로 작동하는 반면 

에어비앤비를 통해 상품화되는 여분 공간은 여행객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같은 공간에 통용되는 주거용 

임대료와 숙박용 임대료의 차를 파악함으로써, 물리적 구획을 기반으로 

규제되는 전통적 공간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재구성되는 공간 간 대립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공정 경쟁’을 둘러싼 일련의 충돌 또한 전통적 공간 이용과 

네트워크 공간 이용 간 대립의 한 재현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주거권을 둘러싼 

갈등 사례에서 적정 주택 옹호자 집단 연합을 이룬 호텔은 공정 경쟁을 둘러싼 

갈등에서 또 다른 숙박업 행위자와 연합을 이루기도 한다. 교통의 요지나 

관광지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특정 공간을 숙박 용도로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은 관광숙박시설 등의 지역 법제에서 지정하는 특정 용도지역에서 제한 

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숙박업 종사자의 수에도 한정이 있었다. 

그러나 도시에서 산발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던 여분의 공간들이 숙박 공간으로 

상품화되면서, 관련 법제의 통제력은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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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제 5장의 작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에어비앤비가 촉발한 

지역 제도 변화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제도 변화는 제도가 규제하는 공간적 

행위에 대한 당사자들 간 합의점이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전제로 제도 

변화의 배경이 되는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과 조정 과정을 확인했다. 이로부터 

부각되는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쟁점에 따라 구성·재구성되는 사회적 관계의 

역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는 여분 공간의 

상품화를 기존 숙박업 관련 법제의 틀을 강화하여 통제하거나, 기존 틀을 

변화하여 따라가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제도의 강화나 

변형은 공간을 상품화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주거권, 공정 경쟁, 

혁신의 포용 논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로부터, 각 쟁점에 따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가 구축됨을 확인하였다. 연구에서는 이상의 과정을 

‘물리적 구획과 제도적 규제를 기반으로 편성된 전통적 공간’과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재편된 공간’의 대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앞에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개인은 

자신의 사적 공간으로부터 현금 수입 마련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여분 공간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여분 공간의 상품화에 참여하는 개인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갈등 및 법제화에서 때로는 현금 소득이 절실한 

경제적 약자로, 때로는 혁신의 수용에 앞장서는 자로 묘사된다. 이 점은 

서울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참여하는 개인과 이들이 상품화하는 여분 

공간의 성격을 통해 앞서 확인하였다. 또한 이때 상품화되는 여분 공간에서는 

물리적 구획과 제도적 규제가 부분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여지가 나타난다. 이 

점은 에어비앤비 관련 제도 변화와 갈등을 파악한 제 5장의 작업은 여분 

공간이 상품화되는 기제 및 개별 공간이 속한 용도지역을 파악한 앞선 작업이 

연계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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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파편화되어 존재하던 자원의 여분이 상품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상을 포착한 데에서 시작하였다. 특히 ‘에어비앤비(Airbnb)’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매개로 개인이 지닌 여분 공간이 

어떻게 상품화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이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여분 공간이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거래되기 시작한 것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한편으로는 제한된 자원, 특히 도시의 공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접근하고 있다. 동시에 또 한편으로 이는 네트워크를 이용해 여분 

공간이 상품화되는 방식이, 공간이 이용되는 방식을 전통적으로 규제해온 

물리적 구획과 제도의 경계를 흐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연구는 

물리적 구획·제도적 규제에 기반해온 공간 이용과 네트워크로 매개되기 시작한 

공간 이용이 어떻게 중첩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 중첩으로부터 일어나는 공간의 재편과 사회적 관계 재구성의 역동을 

유기적인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정보통신기술과 지리 

공간의 상호 구성적 관계에 관한 논의는 여분 공간의 상품화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적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및 유사한 

공유경제 사례를 다룬 최근 일련의 경험적 연구들은 정보통신기술 및 제도화 

방안 모색에 무게를 둠으로써, 현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럼에도 현상을 촉발한 기술 변화 및 결과로서 제도 변화를 각개의 것으로 

보는 분절적인 접근은 실제로 여분 공간의 상품화를 매개하는 공간적 행위를 

간과하는 한계를 지닌다. 여기서 구체적인 공간적 행위로 본 연구는 공유경제 

플랫폼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개인이 주거용-숙박용 임대료 차이를 

이용해 여분 공간 상품화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위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에어비앤비 사례가 함축한 공간과 사회의 

역동적인 상호 재구성을 조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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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에어비앤비를 서울 맥락에서 구체화함으로써, 물리적 구획·제도적 

규제에 기반한 공간과 네트워크로 매개된 공간의 중첩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파악했다. 서울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활동하는 개인은 

‘고학력의 또는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프리랜서 또는 은퇴한 자’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에어비앤비를 통해 상품화되는 공간은 ‘홍대입구역’, ‘강남’, 

‘이태원역-녹사평역’ 지역에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간은 숙박용 

수준의 임대료를 발생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기존의 물리적 구획· 

제도적 규제에 의해 주거용 임대료가 통용되는 공간이다. 요약하면,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이 공간에 잠재적으로 내재된 주거용-숙박용 임대료 

차이를 현금 소득으로 취함으로써, 물리적 구획·제도적 규제로 관리되는 공간과 

온라인 네트워크로 재편된 공간의 중첩을 이끌었다. 

둘째, 연구로부터 에어비앤비가 촉발한 지역 제도의 변화로부터 

대도시에서 공간이 상품화되는 방식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 합의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간이 상품화되는 방식에 대한 당사자 간 갈등은 

주거권, 공정한 경쟁, 혁신과 같은 주요한 쟁점들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그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질적으로 보이는 사회적 

관계들이 공간 이용에 대해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연대하거나, 동질적으로 

보이는 관계들이 대립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물리적 구획과 제도적 규제를 기반으로 편성된 전통적 공간’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재편되는 공간’이 중첩·대립이 에어비앤비, 지방정부, 호텔업자, 적정 

주택 옹호자 집단 등의 대리인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최근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네트워크가 여분 자원의 활용에 

대해 지니는 가능성을 긍정적인 기회로 포착하고자 하는 지방정부 및 개인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 ‘공유도시 서울’ 기획, 공유경제 

허브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세계 각 도시들, 공유모델을 표방하는 기업들의 

등장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개별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 관찰로부터 공유경제, 

협력적 소비, 협업적 공유경제로 지칭되는 이 현상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사회적 관계망, 한계비용 제로 등 기존 설명들과의 관계 속에서 개념화하려는 

작업들이 최근 수 년 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한 현상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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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도시에서 ‘공유경제’ 가능성이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공간을 비롯한 여러 자원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에서 여분 

자원의 상품화가 지니는 잠재적 파급력을 가늠할 수 있다. 도시에서의 자원 

제약이 초래하는 문제, 가령 공간 자원 부족에서 비롯되는 주거 안정과 같은 

문제는 만성적이었으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원의 여분 또한 파편화된 

형태로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유독 오늘날 여분 자원의 

상품화가 특별한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은 최근 침체의 장기화와 직업 

안정성 저하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은 의미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상황이 개인으로 하여금 기존에는 일상 영역에 속했던 여분 자원을 상품화하게 

한 것인지 또한 향후 작업에서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여분 자원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그러한 더 큰 전환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전조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례들에 대한 치밀한 

묘사와 충분한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에어비앤비 사례를 

통해 개인이 지닌 여분 ‘공간’이 어떻게 상품화되는지 분석한 본 연구가 의의를 

지니는 지점이다. 한정된 공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고민은 

대도시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그 고민의 무게 또한 가볍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구체적인 여분 공간 상품화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얻은 

본 연구의 함의는 보편적인 도시 지역 사례 및 폭넓은 여분 자원의 상품화 

논의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의 성과는 점차 

거래가능한 상품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일상적 여분을 

바라보는 관점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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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구분 형태 주요내용 

관광진흥법  

제 3조 
관광숙박업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 하게 하는 업 

휴양콘도 

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회원,공유자,관광객에게 제공,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호텔업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 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 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 운동·휴양,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 샤워장,취사장 등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펜션업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옥체험업 한옥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단독주택,아파트․, 다가구

주택(3층 이하,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다세대주택(4층 이하,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연립주택(4층 이하,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숙박업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숙박업(세분) 

일반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생활 숙박업 손님이 잠을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관광휴양 

사업 

농어촌 

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 하는 사업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여행청소년의 활동 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숙박시설을 규정하는 국내 제도(자료 출처: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관광숙박시설 건립 및 지원제도 안내서, 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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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면접자 구성> 

 

인터 

뷰이 

활동 

지역 

공간 

유형 

자가 

여부 

숙박업 

종사경험 

별도의 

본업 

유무 

전일제  

여부 

타 사이트 

이용 여부 

여분 공간이 생기는 이유 수입의 처분 인터뷰방법 인터뷰 

시기 

1 서울 집전체 세입자 N Y Y 없음 주거용 오피스텔을 숙박용으로 

이용함 

용돈으로 사용 대면 인터뷰 2013-12 

2 서울 집전체 자가 N Y Y 없음 월-금요일에만 사용하는 사무실 관리비 충당 체류하며 대면 인터뷰 2015-01 

3 서울 집전체 자가 N Y N 없음 불규칙적으로 몇 주씩 쓰는 방 취미활동에 

사용 

체류하며 대면 인터뷰 2014-10 

4 서울_ 집전체 세입자 N N N 없음 주거용 오피스텔을 숙박용으로 

이용함 

주요 수입원 대면 인터뷰 2013-12 

5 서울 집전체 세입자 N Y N 없음 주 거주지역과 직장이 있는 

지역에 각각 원룸을 구해 일주일 

중 절반씩 사용함 

관리비 충당 대면 인터뷰 2015-01 

6 서울 개인실 세입자 N Y N 없음 투룸에 룸메이트를 구하는 대신 

숙박용으로 이용함 

월세 충당 대면 인터뷰 2015-01 

7 서울 개인실 자가 N Y N 없음 항시 남는 방 여행 경비로 

사용 

서면 인터뷰 2015-02 

8 서울 개인실 세입자 N Y N 없음 작업실에서 일부 개조한 공간 월세 충당 체류하며 대면 인터뷰 2015-02 

9 서울 개인실 세입자 N Y N 있음(1: 

코자자) 

투룸에 룸메이트를 구하는 대신 

숙박용으로 이용함 

관리비 충당 서면 인터뷰 2015-01 

10 서울 집전체 세입자 N N _ 없음 주거용 오피스텔을 숙박용으로 

이용함 

주요 수입원 대면 인터뷰 2014-12 

11 서울 집전체 자가 N Y N 없음 1 년간 안식년에 가서 안쓰는 집 용돈으로 사용 대면 인터뷰 2015-02 

12 서울 개인실 세입자 N Y N 없음 불규칙적으로 며칠씩 쓰는 방 용돈으로 사용 대면 인터뷰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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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 개인실 자가 N Y N 있음(2: 

코자자, 

VBRO) 

항시 남는 방 여행 경비로 

사용 

체류하며 대면 인터뷰 2015-02 

14 서울 집전체 세입자 N Y N 없음 여행갈 때 비는 방 월세 충당 서면 인터뷰 2015-01 

15 바르셀로나 개인실 세입자 N Y Y 없음 투룸에 룸메이트를 구하는 대신 

숙박용으로 이용함 

월세 충당 체류하며 대면 인터뷰 2013-08 

16 베를린 개인실 세입자 N Y Y 없음 투룸에 룸메이트를 구하는 대신 

숙박용으로 이용함 

월세 충당 체류하며 대면 인터뷰 `2013-08 

17 베를린 개인실 세입자 N Y N 없음 방 4 개 아파트에 룸메이트를 

구하는 대신 숙박용으로 이용함 

월세 충당 체류하며 대면 인터뷰 2013-08 

18 베를린 개인실 세입자 N Y N 없음 여행갈 때 비는 방 월세 충당 체류하며 대면 인터뷰 2013-08 

19 멜번 개인실 자가 N Y N 없음 항시 남는 방 용돈으로 사용 체류하며 대면 인터뷰 2015-02 

20 홍콩 집전체 자가 N Y N 없음 상가를 주거 가능하게 개조하여 

숙박용으로 이용함 

주요 수입원 체류하며 대면 인터뷰 2013-11 

21 카트만두 집전체 자가 N N _ 없음 항시 남는 방 용돈으로 사용 체류하며 대면 인터뷰 2014-02 

22 일리노이 집전체 세입자 N Y Y 없음 금-일요일에만 사용하는 방 관리비 충당 체류하며 대면 인터뷰 2013-08 

23 헬싱키 개인실 자가 N Y N 없음 항시 남는 방 용돈으로 사용 체류하며 대면 인터뷰 2014-08 

24 후쿠오카 집전체 자가 N Y Y 없음 가족, 지인 집에서 잘 때 안쓰는 방 용돈으로 사용 묵으면서 대면 인터뷰 2015-01 

25 상하이 집전체 세입자 N Y N 없음 가족, 지인 집에서 잘 때 안쓰는 방 관리비 충당 체류하며 대면 인터뷰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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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CT-based Sharing Economy and 

Monetizing Excess Space 

: A Case Study on ‘Airbnb’ 

 

HAN, Yoonae 

Department of Geogra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a recently arising phenomenon: monetizing 

excess space on Airbnb. Airbnb is an online platform that connects unused or 

underused private space and those who look for a place to stay. Literature on 

Airbnb and sharing economy affords effective conceptual tools for grasping this 

phenomenon. However, to thoroughly understand what the phenomenon 

further implies an expanded theoretical framework is required. Building on the 

works on the mutually constructing relationship of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geographical space, this study examines how 

the network-driven space collides with the physically-drawn/institutionally-

regulated space. The aforementioned framework and the case study on ‘Airbnb’ 

will be bridged while answering the following two questions: 

 

(1) How is excess space monetized on the on-line service platform?  

(2) What do the changes in local regulation on Airbnb imply? How 

is the stakeholders’ relationship constructed during th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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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paper sheds light on how the individual hosts on Airbnb 

monetize the excess capacity of their own private space by mobilising the 

network provided by the on-line platform. Especially investigating specific 

cases in Seoul, the paper proposes that the hosts reap the cash benefit of 

monetizing their private space. The study’s in-depth interviews reveal that 

monetizing excess space has become feasible by exploiting the gap between 

residential rent and accommodational rent which only potentially existed 

before being networked to the platform.   

Second, the paper traces the changes in local regulations on Airbnb and 

the regarding conflicts in order to reveal the aforementioned collide between 

network-driven space and physically-drawn space. Recent changes in the local 

regulation offer an understanding on how the social consensus upon space use 

has moved. By investigating the regulation changes, the study tracks down the 

conflicts among different stakeholders that led to the changes. The conflicts 

show how the stakeholder relationships are constructed and reconstructed 

based on their different interests on space use. 

Realizing how the space use is not only constructed by the physically-

drawn lines and regulations but also interacts with the everyday space use 

mediated by today’s ICT network is the fruitful outcome of this study. This 

implication can be further extended to grasping the meaning and opportunity 

of making use of various excess resources, especially in urban areas where the 

pressure for efficient resource use is higher. 

 

Keywords : geography of ICT; sharing economy; Airbnb; excess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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