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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카셰어링이다. 카셰어링 산업은 공유경제 패러

다임 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동

차대여업과 차별되는 시·공간적 이용의 변화를 통해 최근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연구의 목적은 공유경제의 대표적 성공모델인 카셰어

링의 시·공간적 특징을 살펴본 후, 카셰어링 운영의 작동원리를 이론적

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카셰어링 대여소가 설치되는 도심 곳곳에 

위치한 주차공간이 어떻게 상품화 되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카

셰어링에서 ‘공유’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학자들의 

견해를 살피고 공유경제의 거래방식을 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공유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확인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카셰어링이  ‘협력적 소비’, ‘가치’, 

‘시스템/네트워크’, ‘한계비용’의 측면에서 공유경제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와 정보통신기술의 틀 속에서 카셰어링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 이용 변화의 관점에서 카셰어링은 대여시간을 잘게 분할

하여 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용자들은 단기간 대

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단시간 이용 목적을 위한 대여가 증가하였다. 

이런 단기 이용자들은 차량을 대여하러 가는 시간이 적어야만 했다. 이 

점에서 카셰어링은 대여소의 입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그 결과, 공

간 이용 변화의 관점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는 지엽적인 공간에 위치한 도

심 곳곳의 주차공간에 작은 규모로 대여소를 설치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용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걸어서 대여소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대규모 소지점화’였던 기존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의 입지가 ‘소규

모 다지점화’의 입지로 변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런 대여소들을 관리,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카셰어링 서비스는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이용하였다. 이런 특징들을 종합한 결과, 카셰어링은 단기

대여, 지엽적인 공간에 입지한 대여소, 정보통신기술이 유기적으로 작용

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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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카셰어링 운영의 작동원리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여소 입지

이다. 카셰어링 대여소가 입지한 장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반 정도는 

누구나 비용을 지불하여 주차를 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인 공영/민영주

차장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특정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장이었다. 카셰어링은 누구든 걸어서 대여소에 접근이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대여소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전용 주차장이 주변에 없는 지역

은 새로운 주차장소를 대여소로 편입시켜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주차공간이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즉, 카셰어

링은 차량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공간도 공유하여 이용하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곳의 주차면이 카셰어링의 잠재적 대여소 입

지 가능지역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입지하고 있는 카셰어링 대여소 수

와 일반적인 자동차 대여업체 수를 행정동 단위로 수요 인구 변수들과 

상관분석을 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카셰어링 대여소가 수요를 더 잘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카셰어링은 공간 이용 변화를 

통해 잠재수요를 흡수하고 이용자 중심의 입지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카셰어링 운영의 작동원리를 

밝히고 공간 이용 변화에 집중하면서 지리학적 시각을 카셰어링 연구에 

반영하였다. 또한 카셰어링에 관한 기본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카셰어링 연구에 기초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작은 주차공간

의 상품화를 통한 대여소화는 빈 공간과 작은 주차공간이라도 필요에 따

라 상품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작은 공간 이용의 기회

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 카셰어링, 공유경제, 정보통신기술, 공간 상품화, 작동원리

학  번 : 2014-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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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2013년 2월 20일, 서울 시내 292개 주차장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필요할 

때에 차량을 빌려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 공동이용(나눔카)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나누다’와 ‘카(Car)’를 조합한 ‘나눔카’는 차를 함께 

나누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카셰어링(Car-sharing) 서비스라고도 한

다. 그리고 카셰어링 서비스는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자동차를 공동으로 

이용하며 필요할 때마다 예약을 통해 사용하는 자동차 공동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카셰어링은 도시 내 차량 혼잡을 줄이고 차량 보유율과 이용률

을 감소시켜 긍정적인 환경변화를 이끌어 낸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카셰어

링 확대를 위해 서울시의 ‘나눔카’와 같이 카셰어링을 장려하고 촉진시키

기 위한 노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초의 카셰어링 서비스 중 하나는 1948년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시작된 

‘Sefage’이다(Harms et al., 1998). 이때의 카셰어링은 자동차를 구입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할 목적으로 한 대의 차량을 공

유한 것이었다. 그 외, 공용 자동차 이용 시도들이 1971년 프랑스와 1973

년 암스테르담에서 있었지만 실패하였다(Doherty et al., 1987). 이후에도 

여러 서비스들이 각 지역에서 생겨났으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지는 못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카셰어링 서비스가 ‘자동차 두레’와 같은 

비영리 조합과 ‘성미산 자동차 두레’와 같은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시작

한 적이 있으나 성공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카셰어링은 경제적, 사

회적, 환경적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이 존재한다.”라는 

분석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Shaheen et al., 1998).

한국의 카셰어링은 2013년 이후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며 하나의 새로운 

자동차대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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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Navigant 

Research(2015)에 따르면 2013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230만 명 이상이 카

셰어링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이 수가 2020년에는 1,200만 명이 넘을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카셰어링 회사는 아시아, 호주, 유럽, 북미, 남미 등 모

든 대륙에 존재하고 있다(Shaheen et al., 2013). 카셰어링은 최초로 시작

되었던 유럽에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뒤를 북미가 따르고 있다. 

아시아 역시 최근 들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카셰어링은 개

인 차량의 이동거리와 자동차 소유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고(Kent, 

2013) 한 발 더 나아가 도시 내의 개인 차량 의존도를 줄이는 새로운 방법

으로도 자리를 잡고 있다(Dowling et al., 2015). 이런 이유로 카셰어링은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로 기능을 하며 교통이 복잡한 

대도시에서 더 활발한 성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최근‘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등장하며 지금까지 생

활하면서 비합리적으로 낭비하거나 버려지던 물건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

이 늘어나고 있다. 카셰어링은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자동차를 공동

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서비스로 큰 관심을 받으며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

다. 사실 ‘공유(共有)’는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법적으로 공유는 ‘물건을 지분에 의해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민법 제 262조 1항)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과잉

소비에서 벗어나 협력적 소비를 추구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야기하는 

여러 문제점, 환경적 편익, 정보공유의 확대, IT 플랫폼 기반의 경제적 효율

성 등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공유경제는 대여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되고 있고 카셰어링은 교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공유경제의 성공적인 사례

로 조명을 받고 있다. 

이처럼 카셰어링이 조명을 받고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로는 

Shaheen et al.(1998)이 지적한 두 가지 전략이 잘 작동했기 때문으로 보

인다. 첫 번째는 다른 이동 수단 또는 서비스와의 연결이고 두 번째는 소

통, 예약, 결제 기술의 이용이다. 즉, 정보통신기술이 카셰어링의 성장에 중

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카셰어링뿐만 아니라 공유경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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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성장과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 유휴자산이나 비생산적 자본을 생산적

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플랫폼을 만들어 거래비용을 낮

추고, 정보 전달을 도와 비대칭정보 문제를 감소시키는 등 공유경제의 가치 

형성과 촉진,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 외에도 카셰어링의 성장에는 지리적 공간과 시간의 

이용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카셰어링이 대중적으

로 성장하는데 있어서는 카셰어링만의 특성인 소규모 대여소를 설치할 공간

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단시간 대여를 가능하게 하여 짧은 

시간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셰어링 대여소

들의 입지는 기존의 자동차대여업체들의 입지와는 확연히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차장소인 공간과 입지에 대한 연구가 아닌 경영학적, 

경제학적 편익 분석에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장원재 외, 2009; 조민호, 

2013; 김수아, 2015; 박혜영, 2015). 

현대의 도시는 개인 승용차가 많아지면서 교통이 날로 혼잡해지고 주차공

간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승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참여가 저조하다. 이는 개인 승용

차가 가져다주는 자유로운 이동과 편리함을 대중교통이 해소해 주기는 어렵

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카셰어링은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보완해주는 효

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개인 소유의 차량은 아니지만 대중

교통과는 다르게 개인 소유의 차량처럼 자유로운 이동과 편리한 사용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차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교통 법규에 대한 규제

를 엄격하게 할수록 카셰어링 자체와 대여소가 위치한 주차공간의 이점이 

커져 도시 혼잡관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간과 공간의 이용 변화를 통해, 공유경제의 대표

적 성공모델인 카셰어링의 시·공간적 특징을 살펴본 후, 카셰어링 운영의 

작동원리를 밝힌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어떻게 상품화 되는지 그 과정과 결

과를 분석하고 카셰어링에서 ‘공유’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알

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가 앞으로의 카셰어링 연구의 기

초가 되고 국토정책과 지역정책, 도시개발에 도움이 되는 논의를 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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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과 공간의 이용 변화 측면에서 카셰어링의 특징을 찾고 이들의 

관계를 통해 카셰어링 운영의 작동원리를 밝힌다.

둘째, 카셰어링 대여소가 공유하는 장소적 특징을 파악하고 각 장소가 상

품화되어 대여소가 되는 과정과 그 영향을 알아본다.

첫 번째 연구내용을 밝히는 과정에서 카셰어링의 대여시간 변화를 통한 

시간 이용 변화와 대여소의 입지를 통한 공간 이용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시간과 공간의 이용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카셰어링 운영의 작동원리를 밝히

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내용에 관련해서는 카셰어링이 공간을 이용하는 방

식에 변화를 주는 과정에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대여소들이 

공유하게 되는 주차공간의 특징을 알아보고, 대여소 주차공간들이 상품화되

는 과정을 파악한다. 또한 상품화 과정을 통해 발생한 대여소 입지의 특징

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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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절에서는 연구의 소재인 카셰어링을 기존의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과 

간략한 비교를 통해 소개한 후, 연구의 시기적 범위 및 지리적 범위를 정의

한다.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자동차대여업 형태인 카셰어링과 기

존에 존재하던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본적인 특징

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알아보면 다음 [표1-1]과 같다. 

구 분 카셰어링 서비스 일반 자동차대여업

이용자 회원제 불특정 고객

이용시간 분 단위(24시간 이용 가능) 일 단위(영업시간 내 이용)

대여장소 시내 다수 거점 지정 영업소

지불방식 후불 선불

계약방식 최초 회원 가입으로 계약 매회 계약

대여방식 무인 유인

보험 포함 보험료 추가 징수

[표 1-1] 카셰어링과 일반 자동차대여업의 특징 비교 

카셰어링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인으로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다. 

대여부터 결제, 반납까지 무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업시간에 구애를 받

지 않고 24시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일반 자동차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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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보다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대여소가 월등히 많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카셰어링 대여소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공간 

이용 변화의 특징을 찾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존재하는 5개의 카셰어링 

업체 중 가장 많은 대여소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두 곳인 ‘그린카’와 

‘쏘카’의 대여소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과

의 간략한 비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고 서울시에 위치한 

자동차대여업체들도 포함한다. 시기적으로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

지의 기간 동안 설치된 대여소들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대상 공간의 지리

적 범위는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체는 물론 카셰어링 대여소 수가 다른 지

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일 것이라 판단되는 서울시로 

하고자 한다. 이는 활발한 카셰어링 서비스는 주로 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

(Shaheen et al., 1998; Shaheen et al., 2000)이라는 지적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연구지역인 서울시에 위치한 카셰어링 대여소는 1,500개

(2016년 1월)이고 일반적인 자동차 대여업체는 478개(2016년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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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공간시각화, 현장조사, 인터뷰, 

상관분석이다. 연구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이용한 방법과 자료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공유경제의 등장과 거래방식을 알아본다. 그리고 

공유경제 산업의 많은 부분이 대여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공유

경제의 성장과 확산에 정보통신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관련 연

구들을 통해 확인하고 카셰어링 역시 공유경제의 여러 모델중 하나로 정보

통신기술을 적극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둘째, 연구에서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과 카셰어링은 차별되는 특성이 있

다고 본다. 차별이 되는 특성 중 하나로 시간적 측면에서 시간 이용 변화를 

알아본다.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과 카셰어링의 시간 이용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업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시간 정보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확인한

다. 그리고 변화된 이용 시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그린카 내부자료를 

통한 이용자 데이터를 살펴본다. 해당 데이터는 월별 평균 차량 이동거리와 

이용시간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이용자 특성을 확인하고 문헌 자료를 보충

하여 카셰어링의 시간적 측면에서 이용 시간의 변화 특징을 밝힌다. 

셋째, 공간적 측면에서 카셰어링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인 자동

차 대여업체와 카셰어링 대여소들의 입지를 살펴본다. 일반 자동차 대여업

체의 위치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 하는 업종별 데이터 개방 홈

페이지인 localdata.kr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이용한다. 이 자료를 통해 자

동차 대여업체 사업장명, 소재지 주소, 인·허가일, 영업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카셰어링 업체의 대여소 위치 정보는 쏘카의 경우, 쏘카 블로그의 

‘서울시 나눔카존’ 폴더에 게시되어 있는 위치 정보를 이용한다. 대여소

를 확보한 후, 일주일 이내에 블로그에 게시하기 때문에 시계열적인 정보 

역시 게시된 일자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린카 대여소의 경우, 그린카 업체

의 실무자가 제공한 대여소 주소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다. 모든 자료는 

주소를 이용해 공간 자료로 변환하는 과정(geocoding)을 거쳐 시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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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6년의 일반적인 자동차 대여업체와 카셰어링 대여소의 위치 정

보를 이용하여 공간적 측면에서 공간 이용의 변화 특징을 찾는다. 

넷째, 카셰어링이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통신기술을 문헌연

구와 신문 기사로부터 파악한다. 그리고 기존의 일반적인 자동차 대여업체

와 차별되는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역할을 알아본다. 구체적

으로 어떠한 기술들이 카셰어링 서비스에 사용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찾는다. 그리고 앞선 분석들과 함께 종합하여 카셰어링 운영의 작동원리를 

이론적으로 밝힌다.

다섯째, 카셰어링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간적 측면에서의 공간 이용의 변화

라고 본다. 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공유공간으로서 카셰어링의 대

여소로 변화한 소규모 주차공간의 장소적 특징을 알아본다. 본 연구는 소규

모 공간들이 대여소가 되면서 다수의 대여소가 도시 내 곳곳에 위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대여소들의 입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 대여소로의 접근

성이 확연하게 증가하는 방식의 공간 이용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카셰어링 대여소의 장소적 특징은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협조한 주차장 특성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6가지 유형으로 분

류한다.

여섯째, 분류한 유형별 주차공간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소규모 주차공간

이 상품화되고 공유되어 대여소로 변화한 것인지 알아본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장소가 속한 장소의 소유 또는 관리 주체들에 대한 인터뷰를 이용한

다. 인터뷰를 통해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지 살펴보고, 

사적인 공간이거나 유휴 공간이었던 소규모 공간이 공유의 공간으로 변화하

는 것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대여소들의 입지가 일으킨 영향을 알아본다. 법적 기준을 통

한 주차면의 특징을 통해 주차 가능 지역이 증대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수

요 인구의 대리 변수로 행정동별 주민등록인구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를 

선정하여 이를 카셰어링 대여소 수와 일반적인 자동차 대여업체 수와 상관

분석을 한 후, 그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일반 자동차대여업과 카셰어

링 대여소의 차이를 밝혀 카셰어링 대여소의 공간적 특징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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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 분석틀을 도출한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견해들을 기존 연구들을 통해 확인하고 공유경제의 특

성을 알아본다. 그리고 공유경제의 거래방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영향, 카셰어링 산업의 대두에 초점을 맞추어 카셰어링과 같이 차량을 공유

하는 대여업을 바라보는 틀을 만든다. 또한 대여시간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

과 입지에 관한 연구들을 토대로 카셰어링의 시간과 공간적 특징을 찾는 것

을 제안한다.

3장에서는 카셰어링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이용 특징을 공급자와 이

용자 입장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카셰어링 등장과정과 서울 현

황을 파악한다. 2013년부터 서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카셰어링 업체 

두 곳의 대여소 현황과 위치를 시각화하여 확인한다. 2013년 1월부터 2016

년 1월까지의 대여소 증가추이와 확산과정을 알아보고 대여소들이 위치한 

장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카셰어링의 시·공간적 특징과 주차공간의 상품

화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4장에서는 공유경제 산업으로서의 카셰어링을 알아본다. 그리고 카셰어링

이 활용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파악하여 공유경제와 정보통신기술이 카셰어링

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다. 또한 시간 이용과 공간 이용의 변화 측면에서 카

셰어링의 특징을 살피고 공유경제 산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이용하

는 카셰어링 서비스 운영의 작동원리를 개념적인 수준에서 정립한다. 

5장에서는 4장에서 밝힌 카셰어링 운영의 작동원리 중, 공간 이용 변화 

측면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카셰어링 대여소가 공유하는 주차공간의 장소적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작은 주차공간들이 상품화되면서 카셰어링 대여소

가 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대여소의 공간적 입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리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한

계와 의의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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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논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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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연구

제 1 절 공유경제와 대여업

1. 공유경제의 부상

자본주의의 성장은 우리 사회에 풍요로움을 가져왔지만 경제적 양극화라

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한 세계경제의 위기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편익을 최대화하는 

경제성장의 양적 발전 이면에 소득의 불균형, 높아진 실업률, 가계소득의 저

하 등 질적 측면의 문제가 있음을 돌아보게 하였다(조경복, 2015). 즉, 지

금까지 효율과 고성장을 추구한 논리가 지속가능한 사회성장을 보장하지 못

함을 알게 된 것이다. 2011년 9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10월 중순 절정에 이

른 월스트리트 점거 시위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비행태를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고 과잉소비에서 벗어나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협력적 소

비로 향하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1). 이와 같은 소비행태는 유럽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부각되고 있고 20세기 자본주의 경제가 야기하였

던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치유하는 공유를 통한 협력소비로서 상생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주광진, 2015) 공유경제 등장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

런 배경 외에도 사람들 간의 유대를 공유하는 공동체, 환경적 편익, 정보공

유의 확대, IT 플랫폼 기반의 경제적 효율성들도 공유경제가 등장하는 배경

이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등장한 공유경제는 최근에 등장한 것인 만큼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가 되고 있지 않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여러 가지 정의

1) Rachel Botsman: The case for collaborative consumption, TEDxSydney, 

Filmed Ma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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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공유경제의 어떠한 특성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가장 먼저 공유경제를 정의한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공

유경제를 가격이나 재화에 기반을 둔 교환이 아닌 가치 창조의 목적으로 교

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원리적으로 공유경제는 상업경제와 배타적

으로 보이지만 이 둘은 결합될 수밖에 없으며 공유경제의 범위 역시 역사

적, 문화적으로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역사와 문화에 따라 각 사회마다 

재화에 대한 관점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Botsman et al.(2010a)은 그의 저서에서 공유경제가 단기적 현상이 아

닌 앞으로 10년을 지배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전망하였고 공유경제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였다. 

협력적 소비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재화에 대한 접근권이나 사용

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대여함으로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함께하는 소비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Owyang et al.(2013) 역시 협력

적 소비의 측면에서 소유와 접속(access)이 회사와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면

서 새로운 상품, 서비스, 사업의 성장을 포함하는 시장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았다.

공유경제를 네트워크 혹은 시스템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Gansky(2010)는 그녀의 저서에서 다양한 기업들을 사례로 공유경제 현상

을 설명하였다. 저서 제목의 ‘mesh’가 의미하는 그물망처럼 공유경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네

트워크 안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여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나아가 공유경제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기술과 사람들 간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며 

충분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공간에서부터 기술, 재화에 이르는 자산들을 공

유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2). 

Rifkin(2014)은 공유경제를‘한계비용(marginal cost)’의 감소 측면에 

집중하여 바라보았다. 그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

2) 《SlideShare》, 2013년 4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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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더 생산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0’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본 것이

다. 특히, 최근에 활발하게 사용되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의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런 상황 덕분에 한계비

용의 감소가 가상공간에서 물리적공간의 실질적인 상품으로까지 확대해 나

가고 있다고 말한다. 송태원(2015) 역시 지금의 공유경제 현상은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거래비용이 혁신적으로 감소되어 나타난 경제현상으로 보았다. 

이처럼 인터넷과 다양한 통신기술은 사람들 사이의 연결 속도를 적은 비용

으로 빨라지게 만들어 글로벌 소셜(social) 공간의 시대에 접어들게 하였으

며 그 결과, 세계 어디서나 동시에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Rifkin, 

2011). 정보통신기술과 공유경제의 밀접한 관련은 비단 Rifkin의 견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선 학자들 모두 정보통신기술의 공유경제 성장에 대

한 중요성을 인지하였다3). 지금까지의 공유경제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요

약하면 다음 [그림 2-1]과 같이 협력적 소비, 가치, 시스템/네트워크, 한계

비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견해들

3) 이에 대한 문헌은 1장 2절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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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경제의 특성과 거래방식

Rifkin(2001)은 자본주의 경제가 재산을 시장에서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였는데 오늘날 시장은 네트워크에 그 자리를 내어 주었고 ‘소유’는 

‘접속(access)’으로 변화하였다고 말한다. 그 결과, 재산이 사라지지는 않

았으나 오늘날의 시장은 기업과 소비자가 교환행위를 하였던 근대 경제의 

기본 구조인 장소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전통경제의 패

러다임과 공유경제의 패러다임은 차이가 있으며 현재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변화를 몇 가지 양상을 통해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

은 특성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김형균 외(2013)에 따르면 전통경제는 공급하는 주체들의 이윤창출과 소

비하는 주체들의 재화에 대한 소유가 가장 주요한 목표이다. 반면, 공유경제

는 공급하는 주체들의 이윤 추구 행위도 존재하고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회

적 가치를 창출하려고도 노력한다. 소비하는 주체들 역시 소유만을 목적으

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를 하면서 그 자체의 경험을 통하여 관계를 확장

시키거나 공유경제의 신뢰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높이기도 한다. 결과적으

로 전통경제는 경쟁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유경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자원의 측면에서도 

전통경제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여 자원고갈을 발생시키

지만 공유경제는 현재 쓰고 있지 않은 유휴자원을 다시 사용하거나 타인과 

하나의 재화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을 절약시킨다. 쉽게 말해 전통경

제는 ‘과잉소비’이고 공유경제는 ‘협력적 소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를 다시 나타내면 [그림 2-2]처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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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전통경제와 공유경제의 비교  

(출처: 김형균, 오재환(2013), 15쪽, 재인용)

이와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공유경제의 기본 거래 방식은 공유기업

을 중개자로 하여 재화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중개방식이라고 볼 수 있

다. 왜냐하면 공유를 하는 것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재화나 서비스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이들을 중간에서 연

결시켜 주는 플랫폼 사업자의 쌍방향적 관계를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인 공유기업은 수요

자와 공급자 양쪽에 이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이를 그림으

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공유경제의 기본 거래방식

(출처: 크라우드산업연구소(2013), 23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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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공유경제는 대여자와 이용자 간의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거래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여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이용자는 후기를 통해 피드

백을 한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은 그 가운데서 수수료를 받음

으로써 이윤을 창출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거래방식은 조금씩 변형이 이루

어지기도 한다. 변형된 거래방식은 다음 [표 2-1]을 통해 알 수 있다.

유형 설명 예시

개인간

거래형

유휴물건에 

대한

P2P 중개 

플랫폼

판매, 중고물품 재판매, 

유료회원가입, 투자/대

출, 물물교환, 무료대여, 

기부 등

쌍방간

사용권

교환형

유휴/중고 물품,

재능/서비스를

교환

유료대여, 유료회원가

입, 공동소유/공동운영,

투자/대출, 물물교환, 

무료대여 등

소유권

교환형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판매, 중고물품 재판매, 

공동소유/공동운영, 기

부 등

사용권

제공형

렌터카 

사업자와

유사

유료회원가입 등

 /  : 사용권 / 소유권

공급자: 자산이나 재능을 임대하거나 판매

사용자: 이용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

(출처: 김형균, 오재환(2013), 42쪽, 재인용)

[표 2-1] 공유경제의 변형된 거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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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공유경제의 기본적인 거래방식은 첫 번째의 ‘개인 간 거래

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의 변형인 두 번째의 ‘쌍방 간 사용권 교환형’

은 공급자가 사용자도 되고 사용자도 공급자가 되는 것으로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말한다. 세 번째 거래방식은 ‘소유권 거래형’으로 앞선 두 방식이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권을 거래한 것과는 달리 재화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

을 말한다. 중고물품 거래가 가장 큰 예이다. 마지막 거래방식은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기도한 카셰어링과 같은 사업의 거래방식인‘사용권 제공형’이

다. 즉, 공급자가 자신들의 플랫폼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자들에게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거래 방식들을 알아본 결과, ‘소유권 교환형’을 제외하고는 

자산이나 재능을 임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공유경제의 ‘공유’

라는 용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대체로 공유기업들은 ‘대여업’에 집중되

어 있고 거래방식 역시 대여업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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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보통신기술과 공유경제

1. 공유경제 확산,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는 정보통신기술

사실 ‘공유(共有)’는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법

적으로 공유는 ‘물건을 지분에 의해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민법 제 262조 1항)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리주체

의 부재로 인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라는 것으로 

‘공유’는 널리 알려져 왔다. ‘공유지의 비극’은 1) 개개인이 합리적으

로 행동하고, 2) 이용이 자유로우며, 3) 이용을 통한 비용보다 이익이 큰 경

우, 과다이용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공멸한다는 것을 

뜻한다(김윤상, 2010). 

이런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들에게 무절제한 이용

이 공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각인시키거나, 공유지가 지속가능할 정도로 이

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무절제한 이용이 공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각인시키

는 것은 각 개인의 도덕성을 믿는 것인데 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다음으

로 이용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는 공유지 이용자들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용을 제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재산권 설정이

다. 이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0’일 경우 외부효과가 존재하더

라도 재산권 설정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코즈의 정리

(Coases’s theorem)’에 근거한 것이다(김일중 외, 2011). 코즈 정리는 

구성원들 간에 자발적 협상이 가능하다면 외부성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는 거래비용이 없다는 불가능한 전

제를 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다(고학수, 2009). 따라서 정부의 개입 없이는 

공유의 비극을 해결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거래를 할 상대방을 찾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대화를 하고, 공동 이용을 할 경우의 규칙을 만드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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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었고 그 결과, 다시 한 번 공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무선인터넷으로 인한 접근성 증대와 스마트

폰의 대중화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시·공간적 거리를 단축시켜 공유경

제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송태원, 2015). 누구든지 공유재화와 이

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의 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5가지 장점이 있다고 Koopman et 

al.,(2014)은 설명했다.

1. 타인의 차량, 부엌, 아파트 등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휴 자

산 혹은 비생산적 자본(dead capital)을 생산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2.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아줌으로써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시장을 

보다 경쟁시키고 더 특화시킨다.

3. 거래의사가 있는 상대방을 찾고, 거래 조건에 대해 협상하고, 이행을 

감시하는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거래비용을 낮추고 거래의 범위를 확대시

킨다.

4. 과거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의 후기를 모아 신규 시장 참여자의 손에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대칭 정보 문제를 감소시킨다.

5. 기존의 생산자들에게 집중된 규제기관의 규제를 벗어나게(end-run) 

해줌으로써 과거 규제로 인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던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은 공유경제의 가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고 소셜네

트워크서비스와 함께 공유경제를 촉진시켰다. 공유경제를 초기에 정의한 

Lessig(2008)도 인터넷을 통해 공유경제의 범위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인터넷 공유경제의 대표적 예로 위키피디아(wikipedia)를 

활용하여 설명하였다4)(고윤승, 2014). 공유경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4) 위키피디아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만드는 온라인(on-line) 백과사전으로 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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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소비 역시 상호교환, 공유, 물물교환, 거래, 임대와 같은 소비행위가 기

술의 비약적인 진보와 그로 인한 개인과 개인 간 시장(P2P)의 출현에 힘입

은 것으로, 과거에는 결코 불가능했던 다양한 방법과 함께 대규모로 재창조

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5). 

Hamari et al.(2015)은 공유경제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의해 가속화된

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소셜커머스6)와 같은 서비스의 

증가에 힘입어 ‘공유경제’가 성장하였기에(Botsman and Rogers, 

2010b; Kaplan and Haenlein, 2010; Wang and Zhang, 2012) 정보통

신기술과 공유경제는 서로를 분리하여 바라보기 어렵다. 고윤승(2014)은 정

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확대와 발전이 공유경제를 

출현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소셜(Social), 위치기반(LBS; 

Location based service), 모바일 및 네트워크 기술 등으로 정보공유나 프

로슈머7) 소비자 시장이 확대되고, 소셜네트워크가 네트워크 확장 능력을 발

휘하여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였음을 그 이유로 들었다. Gansky(2010) 역

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공유경제를 바라보면서 공유경제 자체를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개개인의 재화를 타인과 공유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

로 지칭하며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공유경제는 진화해 나가고 확산하고 있

는 중이며 특정 재화에 관련된 분야에 치우치지 않으며 여러 분야에서 새로

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물리적, 비물리적 상품 또는 서비스들이 인터

넷을 통해 공유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Hamari et al., 2015). 공유가 이루

어지는 사례로는 1) 장소 공유, 2) 물건 공유, 3) 교통 공유, 4) 지식 공유

람들이 정보를 넣으면서 세계 최대 백과사전이 되었다. 이 백과사전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5) 협력소비커뮤니티 홈페이지(http://www.collaborativeconsumption.com/).

6)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대표적인 형태는 공

동구매이다. 2008년 시카고의 온라인 할인쿠폰 업체 그루폰(Groupon)이 대표적이

다.

7) 엘빈 토플러 등 미래 학자들이 예견한 기업의 생산자(Producer)와 소비사

(Consumer)를 합성한 말이다(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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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8). 최근에는 거의 모든 물품을 공유할 수 있는 셰어링 포탈 서비스

이자 휴대폰 어플9)도 등장하였고 이를 이용하면 실제로 줄자, 보행기 같은 

사소한 물건에서부터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까지 온갖 상품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버(Uber)와 같이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발생한 특정 새로운 서

비스들은 택시업계와 같은 기존 산업과 충돌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자

본주의시대 초기에 기계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산업혁명 시대에 있었던 실업의 위험에 반대해 기계를 파괴하던 러다이트

(Luddite)운동10)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변현수, 2014). 따라서 현재

의 논란을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토의를 통해 해결하여 자본주의가 정착하였

던 것처럼 정보통신기술 발달 역시 사회·경제적 성장과 함께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가져와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8) ① 장소 공유: 에어비앤비(www.airbbn.com), 비엔비히어로(www.bnbhero.com) 등

   ② 물건 공유: 국민도서관 책꽂이(bookoob.co.kr) 등

   ③ 교통 공유: 집카(www.zipcar.com), 그린카(www.greencar.co.kr), 

                 쏘카(www.socar.kr), 리프트(www.lyft.com) 등

   ④ 지식 공유: 태스크래빗(www.taskrabbit.com), 위즈돔(www.wisdo.me) 등

9) 셰어링 포탈 서비스(www.ssocio.com)

10) 이 운동은 현대식 대형기계와 임금을 저하시키는 기계를 파괴하면 기존의 좋은 

노동조건이 회복될 것이라는 자본주의 경제기구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18c 

말에서 19c 초에 걸쳐 영국의 공장지대에서 일어난 노동자에 의한 기계파괴운동을 

말한다(경제학 사전).

http://www.airbbn.com
http://www.zipcar.com
http://www.greencar.co.kr
http://www.socar.ckr
http://www.taskrabbit.com
http://www.wisd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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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 공유 서비스의 대두

교통(transport)은 사람의 이동이나 화물의 운반을 위해 장소와 장소 사

이의 거리를 극복하고 움직임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정봉

현 외, 2011). 도시 교통이라 함은 도시 안에서 사람의 이동과 화물의 운반

에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관점에 따라 개인교통수단(자가용 승

용차, 오토바이, 렌트카, 자전거 등), 대중교통수단(버스, 도시철도), 준대중

교통수단(택시), 화물교통수단, 보행교통수단, 서비스교통수단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원제무, 2009).

오랜 시간 동안 도시 내(內)의 대인(對人) 교통수단은 큰 변화 없이 자전

거, 자가용 승용차, 택시, 버스, 지하철 등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교통부문에서 공유의 유형으로 우버(Uber), 리프트(Lyft)와 같은 주문형 차

량 서비스인 라이드셰어링(Ride-Sharing11))과 그린카(GreenCar), 쏘카

(Socar)와 같은 자동차대여업의 변화된 형태인 카셰어링(Car-Sharing12))

이 등장하였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 두 가지 공유 서비스는 정

보통신기술의 영향이 컸다.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의 대표적인 정

보통신기술로는 컴퓨터, 인터넷, 휴대전화, 월드와이드웹, LTE,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 등이 있다(허우긍 외, 2015). 이와 같은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

술들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고 있으며 스마

트폰의 대중적 보급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교통시스템에도 혁신을 

가져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교통체계와 접목하여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기도 하였으

며 도로상황과 대중교통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면서 교통서비스의 

질 자체를 향상시켰다(추상호 외, 2012). 그리고 교통 공유 서비스는 정보

11) Ride-Sharing은 택시와 비슷한 이동을 도와주는 것으로 자신의 차로 본인이 

운전하여 이용자의 이동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12) Car-Sharing은 자동차대여업과 비슷하며 차량만을 이용자에게 공유하는 것으

로 이용자가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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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술 발전을 통해 가능해진 온디맨드(on demand)13)라는 측면에서 성

공을 하게 되었다. 즉, 기존에는 일부 사업자만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온디맨드 시대에는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14). 

앞서 살펴본 공유경제의 거래방식과 같이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게 된 것이다. 우버, 리프트, 카셰어링과 같은 최신의 서비스들은 모두 

공유경제 거래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우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되었으며, 운전자와 승객을 모바일앱을 통

해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9년 설립된 우버는 실리콘밸리의 투자

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성장하였고, 2016년 현재 전세계 462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15), 그 성장의 잠재력은 상당하여 구글의 한 임원이 우버의 

시장가치가 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수준에 이르렀다16). 우

버의 서비스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우버 블랙(Uber 

Black)’으로 기존의 리무진 대여 서비스와 비슷한 것으로 고급 승용차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두 번째는 ‘우버 SUV(Uber SUV)’로 우버 블랙과 

동일하지만 SUV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세 번째는 ‘우버 택시(Uber 

Taxi)’로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와 같이 택시를 이용자와 연결해주는 것

이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논란이 많은 ‘우버 엑스(Uber X)’ 서비스가 있

다. ‘우버 엑스’ 서비스는 일반인이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우버 

앱을 통해 중개받은 승객을 이동시켜주고 금액을 받는 서비스다(강승모 외, 

2014). 리프트는 2012년에 시작되었고, 현재 미국의 209개 도시에서 서비

스하고 있다17). ‘우버 엑스’와 거의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리프트

의 홍보와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해 차량 라디에이터 그릴에 분홍색 콧수염

을 부착하고 다니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카셰어링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버와 

리프트 같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새로운 라이드셰어링은 기존의 택시 교

13) 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나 전략 등을 말한다.

14) 모바일 트렌드 2016 : 모바일, 온디맨드의 중심에 서다, 미래의 창.

15) 우버 공식 홈페이지(http://www.uber.com).

16) 《Bloomberg》, 2014년 7월 15일자.

17) 리프트 공식 홈페이지(http://www.lyft.com).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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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단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18). 리프트와 ‘우버 엑

스’ 서비스는 개인이 콜택시와 같은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물

론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법 규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해

당 서비스가 최초로 시작된 캘리포니아에서도 초창기에는 불법 택시영업으

로 간주하다가 2013년에 들어서서야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라는 새로운 분야로 인정하였다. ‘우버 블랙’과 ‘우버 엑

스’는 국내에 2014년 10월에 선보였으나19) 불법 논란을 일으키며 현재 

운행을 중단한 상태에 있으며, 지금은 영업용 택시와 제휴한 우버택시만 운

영되고 있다(김병오, 2015). 

반면, 그린카와 쏘카를 필두로 한 카셰어링 분야는 B2C(Business to 

Customer)형태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그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다. 카셰어링의 개념이 등장하여 익숙해지기 시

작한 2013년에 그린카와 쏘카의 매출액의 합은 90억 원 정도였으나 지난 

2015년의 매출액 합은 668억 원으로 무려 7배 이상이 급증하였다20). 자동

차라는 재화를 대여해 주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카셰어링은 일반적인 자동차

대여업과 같다. 하지만 시간 단위의 대여, 무인 대여소를 통한 대여 등 정

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구조적인 차이를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개

척하며 인기를 얻었다. 

게다가, 카셰어링은 긍정적인 환경적 효과를 가져다준다(Shaheen et 

al., 2007). CO2 배출을 감소시켜 주고 승용차의 이동 거리의 감소 효과도 

가져다준다(Haefeli et al., 2006; Shaheen et al., 2009). 또한 한 가정 

당 보유 차량 수도 줄여준다(Martin et al., 2010). 도시적으로는 교통혼잡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보여준다. Katzev(2003)의 포틀랜드 지역 카셰어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카셰어링 이용자들 중 26%가 보

유차량을 처분할 용의가 있고 53%가 차량 구매를 연기할 의사가 있다고 밝

18) 현재 우리나라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조」에 따르면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을 유상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한다.

19) 《ChosunBiz》, 2015년 2월 8일자.

20) 《매일경제》, 2016년 5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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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또한 대중교통과 도보, 자전거를 통한 이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서울시 카셰어링에 대한 연구에서도 카셰어링 차량 1대는 약 8.5대의 

차량 대체 또는 보유 억제에 기여한다고 나타났다(고준호, 2015). 이와 같

은 장점으로 카셰어링은 여러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들로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카셰어링을 적극적으로 지

원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는 2013년 2월부터 ‘나눔카’라는 이름하에 

카셰어링 사업체들을 모집하여 서울시에서의 카셰어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

다. 그리고 수원시는 ‘나누미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그린카와 협약을 맺어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세종시를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다21). 

그리고 카셰어링은 라이드셰어링과 차이가 있다. 우버와 리프트 같은 라

이드셰어링 서비스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기존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던 

주체를 단순히 다른 주체도 가능하게 만든 것이지만 카셰어링은 그렇지 않

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기존에 있던 자동차대여업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제공하는 주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유경제

의 틀 안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차이를 만들

어 기존과는 달라진 새로운 서비스로 변화한 것이다.

21) 《충북일보》, 2016년 5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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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대여시간과 입지의 변화

1. 시간 분할을 통한 단기 대여

대여업은 특정 재화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 시간을 일정한 돈을 받고 빌

려주는 사업이다. 다시 말해, 특정 재화를 이용하는 시간이 하나의 상품이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여업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의 일

반적인 목적인 이윤추구와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들의 생각이 맞닿

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대여업

을 하는 기업은 제품을 판매하여 수입을 올리는 대신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 

대여가격을 책정하고, 계약에 따른 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재화를 대여함으

로써 수익을 창출한다(박해철, 2005). 대여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과거에는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제품을 구매하고 소유하여 이용하였다. 하지만 최근

에는 제품을 구매하여 소유하는 것보다 일정량의 대여 비용을 지불하고 원

하는 제품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추세이다. 특히, 자주 이용하지 않으며 초기 

구매비용이 큰 재화들이 대여업의 주요 상품이 된다. 즉, 고가의 초기 투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

가하고 있는 것이다(조재은, 2013).

Lotker et al.(2008)은 구매와 대여의 딜레마에 대하여 구매는 즉시 큰 

비용이 나가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한다면 전체적인 비용이 적은 것이고, 

대여를 하는 것은 지출비율은 높을 수 있지만 사용기간이 짧다면 전체적인 

비용이 적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재화의 가격이 비쌀수록 대여료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고 설명하였다. 대여업에 이용되는 재화는 매우 

다양하다. 서적, 비디오, 자동차에서부터 생활가전, 의료기기, 의류, 심지어 

공간까지도 포함하여 그 범위기 상당히 넓다. 이런 대여 재화들의 대여 가

격은 대여시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 27 -

조재은(2013)은 대여업의 사업모델을 대여시간에 따른 가격책정 정책으

로 나누었다. 하나는 일정 대여기간에 고정된 대여가격을 책정하는 사업모

형이고, 다른 하나는 대여가격이 대여기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사

업모형이다. 전자는 제품의 일회 사용으로 고객의 사용 목적이 모두 충족되

는 서적, DVD, 비디오와 같은 재화의 대여이고, 후자는 일정기간 동안 지

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 중장비, 생활가전용품과 

같은 재화의 대여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한규(2008)는 상용 소프트웨

어들이 대부분 비싸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점에 착안하여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렇듯 대여업에서는 재화를 대여하는 시간에 따라 이윤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여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힘입어 점차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도서를 대여하거나 비디오를 한 번 대여할 때, 1박2일 혹은 2

박3일과 같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대여하였다.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은 현

재까지도 최소 1일 단위로 대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여시간에

서는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재화가 낭비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다. 

비디오나 도서의 경우, 대략 짧으면 2~3시간 길면 8~10시간이면 보고 읽

는 소비가 끝난다. 차량의 경우도 이동이 끝나면 대여 목적이 달성된다. 따

라서 그 외의 시간은 낭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와 같이 낭

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려면 대여한 재화를 이용하는 시간만큼만 빌릴 수 

있어야 한다.

공원과 호수 근처 유원지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의 영업방식을 보면 낭비

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대여소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간만큼 시간단위로 대여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 결과, 

이용자들도 이용한 만큼만 대여료를 지불할 수 있고 공급자도 재화가 낭비

되는 시간을 최소로 하여 하나의 자전거를 여러 사람에게 더 자주 대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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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간을 잘게 분할하여 단기간 대여하는 경우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덕분이기도 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의 ‘이동 중 연결성’은 사람

들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이룰 수 있게 하는 미시적 조정

(micro-coordination)’을 가능하게 하였다(Ling et al., 1999). 이런 행

동은 실시간으로 대여현황 파악을 가능하게 해 주었고 나아가 필요한 시점

에 필요한 만큼 대여도 가능하게 하였다. 

기술의 발전 덕분에 시간을 분할하여 대여가 가능하게 된 성공적인 예로

는 공용 자전거 서비스가 있다. 공용 자전거 서비스는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의 하나로 현재의 대중교통 정류장과 실제 목적지 사이를 연결해주는 새로

운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다(Midgley, 2009). 현재 공용 자전거 서비스는 

미국,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프랑스 등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고 국내에서

도 서울, 대전, 부산, 안산, 양산, 제주, 창원 등 여러 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모바일 카드를 이용하여 대여시간에 따른 비용을 

시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대여소는 24시간 운영한다. 본 연구의 연

구대상인 카셰어링 역시 기존의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과 다르게 10분 단위

로 예약을 받고 있다. 이처럼 대여업은 대여 시간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하

는 방식으로 변화해 나가는 중이다.  

과거 대여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재고관리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었

다(Dana et al., 1999). 왜냐하면 동일한 재화를 많이 보유하고 이를 대여

했기 때문에 수요를 적절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재고를 수요에 맞게 맞추어

야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디오 대여업의 경

우에는 재고의 보유가 부족하여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면 재고부족으

로 수익 창출의 기회 상실은 물론 고객의 신용도 잃게 된다. 예외적으로 차

량 대여 사업의 경우에는 예약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재고관리

의 부담은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Dana et al., 2001). 이처럼 대여업의 

기존 연구들에는 수요가 불확실할 때,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안전재고의 수

준에 대한 연구(Silver et al., 1998), 최적의 재고관리를 위한 연구(Bell 

et al., 199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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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효율의 관점에서 이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즉, 공급사슬 전체의 효과적인 재고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제

반 요소들을 발견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Dana et al., 2001). 대여업에 

있어서 재고의 수량뿐만이 아니라 재화의 대여시간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

만 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

께 시간단위의 대여가 가능해지자 시간을 고려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 대여시간에 있어서 Fink et al.(2006)은 단시간 자동차 대여를 고려한 

최소비용 네트워크 흐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Guerriero et al.(2014)은 

차량 배치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특성과 시간에 따른 대여 요청을 고려하였

다. 이런 흐름에서 본 연구 역시 카셰어링을 시간 분할의 측면에서 대여시

간을 바라보고 그 특성을 찾고자 한다.

2. 공간 상품화를 통한 입지 변화와 접근성 향상

어떠한 공간 또는 장소의 상품화는 특정 공간이나 장소를 마케팅의 대상

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 장소의 특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홍보

하여 관련 산업, 인구,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 혹은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

들이 외부의 기업이나 관광객에게 특정 장소의 이미지를 독특하게 구축하여 

이를 판매하려는 다양한 방식이다(Kearns and Philo, 1993). 공간의 상품

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공간을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공간의 생산자와 공

간을 방문하는 공간의 수용자, 그리고 소통의 매체로서 장소가 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구성된다(윤영득, 2013).

상품화되는 공간에 대해서 Kolter et al.(1993)은 사람, 문화, 역사적 유

산, 물리적 자산, 기회 등 다양한 관계가 중첩되는 곳으로 표적시장과 이용

자의 요구에 대한 고려를 통해 고객의 인식과 호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에서 공간의 상품화는 대체로 장소 마케팅과 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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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다. 하지만 어떠한 공간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중요하다(윤영득, 2013). 즉, 특정 공간은 그것

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상품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공간의 상품

화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지형적, 역사적 특색을 가지

고 있는 특징적인 공간을 상품화, ② 비(非)활용, 비(非)사용하고 있는 유휴

공간을 상품화하는 것이다.

전자의 예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세계유산을 활용한 농촌공간의 

상품화(정암, 2016)라든지 특색을 가지고 있는 부산자갈치 시장을 문화관광 

상품으로 만들려는 전략(윤영득, 2013)이 그것이다. 또한 반대로 낙후되어 

있던 지역을 상품화하기도 한다. 미국과 영국의 오래된 공업도시들을 중심

으로 1970년대 이후 발생한 도시재생의 문화전략(Bianchini and 

Parkinson, 1993; Griffiths, 1995)과 공간경쟁력을 상실한 폐광지역을 상

품화하려는 전략(최흥규, 2012)을 예로 들 수 있다.

후자의 예로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유

휴공간은 두 가지 특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존재하고 있으나 활용

되지 않고 있는 비활용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활용되나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다(백나영 외, 2002). 유휴공간은 노화에 따른 건축물이거나,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쇠퇴한 산업시설, 기존의 용도가 폐기되어 버려진 기반시

설, 특정 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폐부지 등이 될 수 있다. 이런 유휴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 다양한 기능을 부여, 지역 커뮤니티 행사장소로 대여하

는 등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해당 공간을 상품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김지영 외(2013)는 고가도로 하부공간이 기능적이며 다양한 기반시설을 

수용하고, 지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적 공간으로서의 가치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그리고 대체로 지형적, 역사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공간을 상품

화하는 것은 대규모 지역에 대한 상품화이고 비(非)활용, 비(非)사용하고 있

는 유휴공간을 상품화하는 것은 그보다 작은 소규모 지역이나 작은 공간의 

상품화라고 볼 수 있다. 전자와 후자 외에 존재하는 공간의 상품화로는 기

존에 상품으로 활용되지 않던 공간이 상품화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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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굉장히 작은 소규모 공간이 상품으로 활용된다. 학습모임, 회의 등의 

목적을 위해 작은 공간 및 장소를 유료로 제공(대여)해주는 ‘모임 전문 공

간’이 의미 없이 빈 공간일 수 있는 장소를 상품화한 예이다. 그리고 기존

에 상품으로 활용되지 않던 아파트의 남는 방이나 비어있는 원룸 또는 오피

스텔 공간을 상품으로 활용하는 에어비앤비도 여기에 해당된다. 한윤애

(2015)는 동일한 공간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때의 임대료와 숙박 용도로 사

용할 때의 임대료 수준 간의 차익을 수입으로 취함으로써 여분 공간이 상품

화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소규모 공간의 상품화는 특정 목적

의 입지를 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입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공간에 

입지하였을 때의 장점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활동은 모두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과거부터 입지의 문제는 공

간 안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한 장소를 선택하며 

이루어졌다. 원료를 가져오고 시장으로 판매하기 위한 운송비가 최소인 장

소나(Weber, 1929) 이윤을 최대화하는 장소에 회사가 입지한다(Blair and 

Premus, 1987). 추가로 특정 산업의 경우 모여 있을 때 장점이 크면 집적

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한다. 집적의 장점으로는 제품개발의 기술 및 정보 

교류, 특정 기술을 가진 노동력 공급, 공동 구매 및 판매 등의 운송비 절약, 

사회간접자본 이용의 용이성 등이 있다(유인혜, 2014). 집적과는 반대로 분

산의 장점이 큰 경우 공간을 나누어 분산화 시키는 입지를 선택하기도 한

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종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입지

는 상권분석을 통해 매장을 분산하여 설치한다(Kuo et atl., 2001; Wood 

and Browne, 2007). 이와 같은 경우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이윤을 극대

화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소비자 중심의 입지가 이루어져 편

의성이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카셰어링은 대여업에 속한다. 대부분의 대여업종 입

지도 분산된 입지를 이룬다. 최초 도서대여업의 분산된 입지의 등장 배경도 

도서구입에 따른 경제적 지출 감소 외에 멀리 있는 도서관을 찾아가는 불편

함과 이동비용을 해결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최태원, 1994). 유럽에서 크

게 성장하기 시작한 공공 자전거 시스템의 자전거 대여소의 입지도 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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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있다(García-Palomares et al., 2012). 그러나 

자동차대여업은 조금 다른 경향을 보여 왔다. 자동차대여업은 차량이 비싸

기 때문에 대량의 차량을 보유하기가 힘들지만 일단 다수 보유해 놓으면 고

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

는 사업이다. 따라서 넓은 주차장이 필요하다. 또한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요 교통결절지역이나 업무지역에 집중하여 입지하

였다. 

그러나 최근 카셰어링 대여소를 보면 작은 대여소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대여소 공간들의 분산된 입지와 이들의 네트워

크에 관련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Yang et al.(2009)은 특정 시간

에 서로 다른 대여 장소에서 차량을 공유함으로써 가장 수익성이 높은 방법

으로 차량을 분배하는 대여 네트워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Haensel et 

al.(2012)은 대여소마다 고정된 대수의 차량을 배치하는 것이 아닌 그때그

때마다 최적으로 차량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Pachon et 

al.(2003) 역시 각 대여지점마다 차량을 분배하는 데 최소 비용을 들게 하

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대부분은 공급자의 입장에 관련

한 것이었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분산되어 네트워크를 이룬 대여소들을 

통해 접근성이 향상되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을 공유경제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바라보면서 카셰어링

의 시·공간적 특징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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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분석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연구 분석의 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최근 들어 부상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

이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견해는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전통경제에서 공유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유경제는 

대체로 대여업과 관련한 산업에서 활발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공유경제의 

거래방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은 공유경제를 확

산, 발전시키는 데에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유경제가 부

상하는 현상 속에서 새로운 교통 공유 서비스들이 등장하였고 카셰어링도 

그 중에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공유경제와 정보통신기술

은 기존의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과 카셰어링 서비스를 차별화시키는 변화

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와 정보통신기술의 

틀 안에서 카셰어링의 성격을 규정하고 시·공간적 이용 변화를 분석해 카

셰어링 운영의 작동원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한다.

다음으로 공간이 상품화되면서 새로운 가치가 생성되어 공간 이용이 변화

할 수 있음을 실증적인 연구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

과 차별되는 카셰어링 운영의 작동원리 중 중요한 부분은 대여소들의 입지

이다. 이런 대여소들은 소규모 주차공간을 상품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발생한 대여소들의 조밀한 

입지는 이용자들의 접근성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규모 주차 공간이 상품화되는 과정을 공유

경제의 틀 안에서 정리하고 그 영향을 알아본다. 이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연구 분석의 틀은 다음 [그림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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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연구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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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카셰어링 산업의 현황과 성장과정

제 1 절 카셰어링의 역사적 배경과 이용 특징

1. 카셰어링의 유래

카셰어링의 원리는 단순하다.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지출과 유지 ․ 
관리하는데 필요한 책임을 갖지 않으면서도 개인 자동차의 장점을 누리는 

것이다(Shaheen et al., 1999). 그리고 ‘셰어링(sharing)’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면서 이를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것이다. 즉, 카셰어링은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자동차를 공동으

로 이용하며 필요할 때마다 예약을 통해 사용하는 자동차 공동이용을 말한

다. 

카셰어링의 유래는 ‘어느 정도까지의 차량 공동이용을 카셰어링으로 정

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조직적인 사업으로서 성장하는 카셰어링의 경

우에는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단순히 공동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것

을 카셰어링으로 본다면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카셰어링은 작은 규모로 유럽에서 시작되었다(Shaheen et al., 

1999). 교통수단을 공유하는 것은 1948년 스위스 취리히의 ‘Sefage’라

는 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자동차를 배치한 것이 그 유래라고 

말할 수 있다(Harms et al., 1998). 최초의 카셰어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조직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자동차를 구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끼리 차량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실패하긴 하였지만 공용으

로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초기의 카셰어링 시도들이 1971년 프랑스에서는 

‘Procotip’, 1973년 암스테르담에서는 ‘Witcar’라는 이름으로 시도되

었다(Doherty et al., 1987). 

북미에서의 카셰어링 시도는 1983년에서 1986년까지의 퍼듀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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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due University)의 실험으로 운영된 Mobility Enterprise와 1983년부

터 1985년까지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진행된 Short-Term 

Auto Rental(STAR) 프로젝트가 있다(Doherty et al., 1987). 전자의 카

셰어링은 공동 사용에 대한 홍보에 성공적이었으나 후자의 프로젝트는 비용

과 관리의 문제로 중도에 실패하였다.

많은 카셰어링 시도들이 유럽과 북미에서 발생하였지만 늦게나마 아시아

에서도 카셰어링은 시작되었다. 주로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발생하였고 말레

이시아에서도 2006년 봄에 수도인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계획

에 따른 카셰어링 서비스가 시도되었다. 1997년 싱가포르와 일본에서는 두 

개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의해 카셰어링 서비스가 시도되었다(Shaheen et 

al., 1999). 특이할 점은 이 시기 아시아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였기 때

문에 자동 비용 부과 시스템과 같은 장비가 차량에 설치될 수 있었다는 점

과 유럽, 북미와 달리 대중교통 인프라가 이미 잘 구축되어 있던 상황에서 

카셰어링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시아의 카셰어링은 꾸준한 성장

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카셰어링에 대한 교통연구와 시도는 꾸준히 각지에서 일어났었다. 

그러나 괄목할 만한 성장 또는 성공을 빠르게 이루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카셰어링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장점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은 있

다고 여러 분석에서 밝히고 있다(Shaheen et al., 1998). 결국, 여러 시도

들이 초창기에 실패하였지만 자동차 공동이용과 같이 혁신적인 사회-기술적 

체계22)는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이런 시도들 덕분에 지금의 

카셰어링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기반과 경험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

다. 

현재, 카셰어링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카

셰어링의 유형은 1) P2P(Peer to Peer) 2) B2C(Business to Consumer) 

3) NFP(Not-For-Profit)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P2P유형은 차량의 

22) 체계이론을 사용하여 사회체계와 기술체계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것을 강조하는 

조직관리의 접근방식을 말한다(사회학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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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자가 다른 개인에게 대여를 하는 것이고 B2C는 회사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회원들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NFP는 지역 단

체가 이익보다는 차량 운행 습관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차량을 공유

하는 것이다. [표 3-1]을 보면 세계 각국의 카셰어링 현황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B2C유형의 카셰어링이 가장 많으나 영국과 프랑스에서

는 예외적으로 P2P유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라 유형 이름

미국
B2C Zipcar, MINT
P2P GetAround, RelayRides

NFP City CarShare, I-GO Cars

캐나다
B2C Communato, Autoshare
NFP Modo

코스타리카 B2C Sigocar

브라질 B2C Zazcar
아일랜드 B2C Gocar

영국
B2C Citycar
P2P Carpooling, Whipcar

프랑스
B2C Autolib
P2P Buzzcar, CityzenCar, Livop, Voiturelib'

벨기에 P2P Autopia
네덜란드 B2C Greenwheels

덴마크 B2C Gruenes Auto, Kobenhavn Delebiler
스위스 B2C Mobility

독일
B2C StattAuto, Cabiocar, DriveNow, Car2Go
P2P Autonetzer, Tamyca

스웨덴 B2C SunFleet
오스트리아 B2C Denzeldrive, EasyDrive
싱가포르 B2C WhizzCar, CitySpeed Sharing, Car Club

일본
B2C OrixAuto, TimePLUS
P2P CaFoRe

호주
B2C GoGet, FlexiCar
P2P DriveMyCar Rentals

뉴질랜드 B2C CityHop
(출처: http://futureofcarsharing.com/)

[표 3-1] 국가별, 유형별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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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셰어링 이용 특징

기본적으로 카셰어링은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과는 달리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서비스다. 따라서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이 큰 역할

을 한다. 이용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앞으로의 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회원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이다. 카셰어링

은 플랫폼 비즈니스(Platform business)로서 스마트폰 어플을 제공하며 회

원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가입과 동시에 개인정보와 결제카드, 운전면허정보

를 입력한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체를 통해 대여를 할 경우 

작성하는 계약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차량을 예약하고 대여소를 찾아가는 단계이다. 본인이 이

용하는 카셰어링 사업체의 어플을 다운받고 실행하면 자신의 현재 위치와 

근처에 있는 대여소들의 위치가 보인다. 여러 대여소들 중 본인이 이용할 

대여소를 선택하고 차량을 예약한 후 지도를 따라 찾아가면 된다. 그리고 

예약을 하면 스마트폰의 어플로 자신이 예약한 자동차의 스마트키가 제공되

는데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문을 열 수 있다[그림 3-1]. 

[그림 3-1] 카셰어링 스마트키

(출처: 그린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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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는 대여한 자동차를 이용한 후 반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

에서는 본인이 반납할 카셰어링 대여소로 찾아가 차량을 주차한 후, 스마트

폰 어플에 있는 ‘반납’버튼을 클릭하여 차량을 반납한다. 차량을 대여할 

때, ‘왕복’으로 빌렸다면 대여를 했던 곳에 반납을 하면 되고 ‘편도’로 

빌렸다면 목적지의 대여소에 반납을 하면 된다. 그리고 반납을 마치면 자신

이 이용한 시간과 이동한 거리를 포함한 비용이 자동으로 회원 가입 시 저

장한 결제카드를 통해 전자결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용 프로세스를 정리

해보면 다음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카셰어링 이용 프로세스 

  

그 외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과 이용방법이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일반

적인 자동차대여업의 경우, 직원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상태를 점

검하는데 카셰어링은 차량상태를 확인하는 절차 역시 운행 전 본인이 스스

로 한다. 이용자의 판단 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나 차량에 흠집

이 있는 곳을 사진으로 찍어 어플을 통해 관리자에게 보내게 된다. 이처럼 

카셰어링의 모든 과정은 무인으로 이루어진다. 차량 주유 문제의 경우에도 

이용자들은 이동거리 당 책정된 주행요금을 계산하고 실제 주유는 차량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체 결제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하면 된다. 이런 이용 과정

은 카셰어링을 제공하는 사업체마다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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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카셰어링의 국내 현황

1. 국내 카셰어링의 등장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카셰어링이 다소 늦게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카셰어링 시도는 서울 성미산 마을 주민들이 조직한 ‘성

미산 마을 자동차 두레’로 2007년 10월 7일 처음 시작하였다23). ‘성미

산 마을 자동차 두레’는 마을 골목의 환경개선을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성미산 마을은 지역 특성상 좁은 언덕 골목이 많아 차량의 주차공간이 적고 

차량통행이 많으면 아이들과 노인들이 돌아다니기에 위험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또 다른 시도는 2009년 10월 14일, 군포YMCA와 군포의제

21, 수원환경센터, 수원의제21 등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카셰어링으로 ‘녹

색희망 카셰어링’ 추진위원회에서 군포시청 민원주차장을 대여 장소로 하

여 시작하였다24). 이처럼 우리나라의 카셰어링은 비영리 조합과 ‘성미산 

자동차 두레’와 같이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시작하였다. 하지만 지역 커뮤

니티 안에서 시작한 카셰어링은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다.

카셰어링이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에는 

서울, 경기, 인천을 서비스 지역으로 하는 국내 최초 카셰어링 전문업체인 

‘그린카’가 설립되었다. 또한 12월에는 제주도에서 하이브리드 차종을 중

심으로 한 ‘쏘카’가 설립되었다25).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카셰어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 2월 20일, ‘나눔카’라

는 이름으로 5개 민간 카셰어링 사업체인 쏘카, 그린카, 에버온, 한카, 유카

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수원시는 2012년 2월부터 KT렌터카(현 롯데렌

터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카셰어링 사업을 진행하였고 최근에는 국토교통

23) 《ohmynews》, 2007년 10월 11일자.

24) 《연합뉴스》, 2009년 10월 14일자.

25) 《한국경제》, 2011년 12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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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세종시를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카셰어링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카셰어링은 등장과 함께 빠르게 성장해나가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지역인 서울시에서는 카셰어링을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

되는 3가지 유형의 지역을 정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카셰어링 

지원을 시작하였다26). 첫 번째 유형은 ‘거주지형 서비스’로 주차환경개선

지구 등이 포함된 주택 밀집지역으로 마포구 성미산 마을, 금천구 시흥동 

주변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은 ‘대중교통 환승형 서비스’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인 길음역 환승주차장 주변과 장거리 이동 시민

이 많은 천호역 주변지역으로 카셰어링 서비스가 대중교통과의 연계수단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업무 중심형 서비스’로 

업무지역이 밀집하여 자동차 출퇴근이 많은 강남 테헤란로와 구로디지털단

지 주변이다. 해당 지역들에서는 카셰어링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대여소를 

설치하였고 서울시에서도 공영주차장을 적극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지방자

치단체의 지원 하에 우리나라에서 카셰어링은 순조롭게 정착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26) 서울시 교통정책과 실무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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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의 카셰어링 현황

지역 커뮤니티에서 시행한 카셰어링은 2007년 10월 처음으로 시작되었

으나 이는 성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매우 작았다. 큰 규모의 

사업으로서 조직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1년 10월 그린카를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2012년 초에 등장한 쏘카이다. 그리고 2013년부터 서

울시와 카셰어링 사업체들이 공동사업으로 ‘나눔카’를 시작하면서 카셰어

링 서비스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카셰어링 사업체 중 가장 큰 두 업체

의 대여소 증가 추세를 통해 그 성장속도를 간접적으로 알아보면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카셰어링 대여소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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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을 보면 2014년에 대여소 수의 증가가 더디다가 2015년에 폭

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카셰어링에 대한 법적인 규

제개혁을 들 수 있다. 2014년에서 2015년에 걸쳐 정부의 규제개혁(여객자

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된 것이다. 그 결과, 카셰어링 사업

체에 대한 사무실 확보 의무가 면제되고, 주차장 사용 계약 기간이 기존 2

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었다. 게다가, 차고지와 주차장 중복 확보 의무도 완

화되었다27). 즉, 기존에는 새로운 산업인 카셰어링을 위한 법안이 따로 존

재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인 렌터카 산업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

받았다. 따라서 카셰어링만의 특징적 장점을 활용하기가 불편했었는데 이런 

불편이 개선되면서 대여소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개혁에 힘입어 카셰어링 대여소의 공간적 입지 역시 빠르

게 확산되었다. 2013년 서울시의 지원에 힘입어 카셰어링 사업체들은 지방

자치단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거점대여소로 하여 주

변 지역으로 대여소를 확산시켜 나갔다. 그 결과, 2016년 현재, 카셰어링 

대여소의 공간적 분포는 [그림 3-4]와 [그림 3-5]와 같이 서울 시내 전체

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많은 수가 입지하고 있다.

27) 《Weekly 공감;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2016년 3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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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서울에 위치한 그린카 대여소(연도별)

[그림 3-5] 서울에 위치한 쏘카 대여소(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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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도별 설치된 대여소 중 공영주차장의 비율을 보면 2013년에 가

장 높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율이 줄어든다. 다음 [표 3-2]를 보면 그린

카는 2013년 약 39.0%가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이었는데 매 해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쏘카 역시 2013년 

공영주차장의 비율이 약 48.3%였으나 2016년 1월 현재 0%의 비율을 보이

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2013년 설치된 대여소들을 거점

으로 하여 2014년과 2015년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여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연도 그린카 쏘카

2013년 39.0% 48.3%

2014년 26.8% 4.0%

2015년 7.2% 11.8%

2016년 1월 8.2% 0%

[표 3-2] 연도별 설치된 대여소 중 공영주차장의 비율

 2016년 1월 기준, 그린카는 772개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고 쏘카는 728

개의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대여소 개수를 살펴보면 강남과 종로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많은 대여소가 설치되어 있다. 동별 카셰어

링 대여소 개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3]과 같다. 역삼1동의 경우, 34

개로 가장 많은 대여소가 위치하고 있다. 그 외의 지역들도 1개 이상의 대

여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카셰어링 대여소는 서울 지역 곳곳에 입지

하고 있고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증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여소가 없는 지역으로 점차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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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인 서울시의 카셰어링 사업체로는 그

린카(Green Car), 쏘카(Socar), 씨티카(Citycar), 한카(Hancar), 유카

(Youcar)가 있다. 그린카는 최초로 카셰어링 사업을 한국에서 시작한 사업

체이며 현재 롯데렌터카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고 씨티카는 LG CNS의 자회

사이다. 그리고 유카는 코레일 네트웍스가 운영하고 있다. 쏘카는 벤처기업

에서 시작해 SK그룹과 베인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다.

카셰어링

대여소 개수

(총 1,500개)

동(洞)명

34 역삼1

23 종로1·2·3·4가

20 가산

17 서교

16 신촌

15 서초3, 논현1, 대치2

14 목1, 영등포

13 명

12 상암, 논현2

11 청파, 화양, 용신

10 한강로, 화곡1, 신대방2, 삼성1, 역삼2

9 사직 외 10개

8 양재2 외 7개

7 한남 외 16개

6 이화 외 27개

5 회현 외 41개

4 중림 외 42개

3 숭인2 외 60개

2 종로5·6가 외 63개

1 삼청 외 53개

0 나머지 74개

[표 3-3] 동(洞)별 카셰어링 대여소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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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체별 차량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린카와 유카는 전기차와 일반차

(내연기관차)를 동시에 제공한다. 반면, 씨티카와 한카는 전기차만을 제공하

고 쏘카는 일반차만을 제공하고 있다. 씨티카와 한카, 유카는 경차와 소형차

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린카와 쏘카는 경차가 주를 이루긴 하지만 중형차

부터 수입차까지 차량의 종류와 크기가 조금 더 다양하다.

카셰어링 이용 방법은 업체들마다 큰 차이가 없으나 이용요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를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 3-4]와 

같다. 비교를 위해 예약 일정은 월요일(평일) 오후 2시부터 5시, 토요일(주

말) 오후 2시부터 5시로 설정하였고 이동거리는 50km로 설정하였다. 가상

으로 설정된 50km의 이동거리는 [그림 4-2]의 카셰어링(그린카) 이용자들

의 평균 이용시간과 이동거리 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그림 4-2]에서 알 수 

있는 월별 평균값을 다시 종합하여 전체 평균을 구하면 이용자들이 30분당 

약 8km를 이동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된 값을 3시간으로 

확장하면 이동거리는 약 50km가 된다. 대여지점은 대부분의 업체가 대여소

를 가지고 있는 ‘서울역 대여소’를 선택하였다. 비교하려는 동일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동급 차종으로, 동일지역에 대여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주변 지역 대여소의 차량으로 요금을 산정하였다.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의 요금 산정 방식은 ‘기본요금 + (주행요금 × 

이동거리)’로 동일하고 거리단위는 ‘km’이다. 그러나 각 차종마다 1km

당 주행요금이 적게는 0원에서 많게는 370원까지 차별을 두고 있다. 전기차

의 주행요금이 최소인 0원이고 가장 비싼 주행요금인 370원은 수입차인 포

드사의 머스탱으로 파악된다.

사업체별 이용요금을 비교한 결과, [표 3-4]28)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사

업체별로 기본요금은 주중과 주말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는 주중의 경우, 할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 실제 이용 시 주중이 주말보

다 저렴하다. 대부분의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아반떼 차종을 예로 들어 이

28) [표 3-4]에 나타나는 요금은 사업체별 진행되는 할인 프로그램과 제휴할인, 할

인 쿠폰, 지역별·시간대별 대여 요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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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요금을 비교해보면 그린카와 쏘카의 경우에는 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29). 씨티카, 한카의 경우에는 기본요금 자체가 그린카와 쏘

카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기차를 대여차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행요금이 다른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한카의 경우에는 전기차

의 주행요금 자체를 받지 않지만 이용시 보험비를 추가로 지불해야만 한다. 

유카의 경우에는 기본요금도 그린카와 쏘카에 비해 다소 비싼 편이고 주행

요금 역시 비싼 것으로 나타난다.

가격 이외의 조건으로는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가 있다. 차량 대여소를 가

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린카와 그 뒤를 따르는 쏘카의 경우, 서울 시내 대

부분의 지역에 대여소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어디에서든지 걸어서 대여

소에 접근할 수 있어 다른 카셰어링 사업체들에 비해 이용이 편리하다. 

29) 씨티카와 한카는 아반떼 차종이 없기 때문에 동급 차량인 SM3로 대체하여 비

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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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차종

평일 주말

기본요금 주행요금 합계 기본요금 주행요금 합계

그린카

레이 18,810 8,000 26,810 18,810 8,000 26,810

아반떼 23,670 8,000 31,670 23,670 8,000 31,670

쏘카

레이 18,840 8,000 26,840 18,840 8,000 26,840

아반떼 23,640 8,000 31,640 23,640 8,000 31,640

씨티카

레이

(전기차)
30,000 3,500 33,500 30,000 3,500 33,500

SM3

(전기차)
36,000 3,500 39,500 36,000 3,500 39,500

유카

프라이드 23,100 9,500 32,600 23,100 9,500 32,600

아반떼 26,100 9,500 35,600 26,100 9,500 35,600

한카

레이

(전기차)

18,000
+2,000
(자차보험)

0 20,000
18,000
+2,000
(자차보험)

0 20,000

SM3

(전기차)

27,000
+2,000
(자차보험)

0 29,000
27,000
+2,000
(자차보험)

0 29,000

[표 3-4] 카셰어링 사업체별 요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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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카셰어링의 시·공간 이용 변화

카셰어링은 공유경제의 거래방식을 사용하는 공유경제 산업이며, 정보통

신기술을 적극 이용하면서 자동차를 대여하는 대여업으로 일반적인 자동차

대여업과 같은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라는 상품을 대여

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알아보는 데에 있어서는 시간 이용

과 공간 이용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대여업에서는 대여하는 재화의 대여시간에 대한 고려보다 재고관

리에 치중하였다. 반면, 카셰어링은 시간 이용의 변화를 통하여 카셰어링만

의 특징을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 등장하는 시간 분할은 재화를 대여할 수 

있는 시간을 분할하여 기존보다 적은 단시간동안 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차량을 대여하는 대여업에 있어서 이런 변화는 카셰어링이 최초로 시작

하였다. 본 장은 데이터들을 통해 시간 이용의 변화가 실제로 이용자들의 

이용목적, 이용시간 등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본다. 공간에 있어서도 카

셰어링 대여소는 기존의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과 확연한 입지 차이를 보인

다. 공간 이용의 변화를 통해 카셰어링 대여소가 도심 곳곳에 입지하게 되

었고 이 역시 카셰어링만의 특징을 만들어냈다고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카셰어링을 시간 이용과 공간 이용의 변화 측면에서 바라

보면서 그 특징을 찾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새로운 공유경제 산업으로 

대두한 카셰어링 운영의 작동원리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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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공유경제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1. 공유경제 거래방식을 이용하는 카셰어링

공유경제의 거래방식은 1) 개인 간 거래형, 2) 쌍방 간 사용권 교환형, 

3) 소유권 교환형, 4) 사용권 제공형의 4가지로 분류된다(김형균 외, 

2013). 이 중 카셰어링은 사용권 제공형으로 공급자가 플랫폼을 만들어 이

용자들에게 제공한다. ‘공유’라는 단어의 의미와 앞선 거래방식을 보면 

공유경제가 대부분 대여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카셰어링

은 교통부문에서 공유경제의 좋은 예로서 조명되고 있다.

 문제는 대여와 공유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전적인 의미로 대여는 ‘빌려 준다’는 것을 뜻하고 공유

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

지만 대여업과 최근 부상하는 공유경제 사업들은 두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다. 한 편으로는 개인과 개인

(Peer-to-Peer) 사이의 대여를 공유로 보고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대여를

(Business-to-Customer) 대여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이긴 하나 금

전적인 비용이 오고간다면 이 둘은 결국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대여와 공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선 

문헌연구에서 학자들이 공유경제를 바라보던 1) 협력적 소비, 2) 가치, 3) 

시스템/네트워크, 4) 한계비용 측면에서 카셰어링을 바라보고 카셰어링을 공

유경제 산업으로 정의한다.

네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기에 앞서 대여재화로서의 상품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재화를 생산하고 

상품화한다. 대여업은 특정 재화를 계약한 기간 동안 빌려주는 서비스업으

로, 이용자들은 재화를 소유하지 않고도 지불한 비용만큼의 기간 동안 재화

를 사용할 수 있다. 장난감과 도서 같은 작은 재화부터 시설, 공간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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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대여업에 이용하는 재화의 종류는 다양하다. 대여업의 성공을 위해

서는 대여상품이 대여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낭비 기간이 짧아야 한다. 

즉, 대여상품의 빠른 순환(대여 → 반납)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대

상이 되는 카셰어링은 자동차를 대여상품으로 한다. 

자동차는 평균적으로 수명의 95%를 주차되어 있는 상태로 보낸다30). 5%

의 이용을 위해 비싼 값을 지불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주기

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다. 2012년 영국의 Royal Automobile Club 

Foundation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자동차는 약 92%의 시간을 주차되어 

있으며 8%의 시간만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에 2시간만이 운행되는 

것이다[그림 4-1]31). 이처럼 자동차는 이동의 목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상당

히 비효율적인 재화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자동차 운행시간과 주차시간 비율

30) 《The Washington Post》, 2016년 3월 4일자. 

31) 《INFINITUM STORE》, 2014년 10월 4일자.

     밀레니엄 도시는 국제공공교통연합(UIT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ublic Transport)에서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해 만든 도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http://www.uit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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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업은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인 자동차라는 재화를 구입하는 것보

다 이동이 필요할 때마다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한 대의 차량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

문에 주차되어 낭비되는 시간도 최소화된다. 유휴차량의 비효율성이 제거되

는 것이다. 자동차 대여업체들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보유한 차량들을 

대여해 줌으로써 대여 재화의 빠른 순환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런 효율적인 

자동차 이용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였다.

카셰어링은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대여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동차대

여업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기존 학자들이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견해들인 다음과 같은 특징들로 인하여 카셰어링 산업이 단순한 자동차대여

업과는 다른 공유경제 산업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협력적 소비’의 측면에서 카셰어링은 공유경제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카셰어링은 한 대의 차량 사용권을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이 공유

하면서 함께 소비한다. 게다가, 카셰어링은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에서의 대

여차량보다 더 많은 사람이 단시간에 동일한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

다. 이런 과정에서 시장의 효율성도 가져온다.

둘째, ‘가치’의 측면에서 카셰어링은 공유경제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카셰어링 산업은 가격이나 재화를 통해 금전적인 교환을 하는 것보다 공유

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을 공유하는 목적이 크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명이 소유하는 자동차가 가지는 가치보다 여럿이 공

유하는 자동차의 가치가 사회적 효용의 입장에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들 간의‘네트워크’를 

구축하게 한 점에서 카셰어링을 공유경제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카셰어링은 

사업체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이 플랫폼 안에서 이용

자들끼리 차량에 대한 정보, 대여시간에 관한 정보, 차량예약, 결제, 질문 

등의 정보교환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차량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필요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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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한계비용’감소의 측면에서 카셰어링은 공유경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카셰어링 공급자는 차량대여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한다. 카셰어링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모으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다. 또한 대여를 위한 계약서 작성, 결제, 차량 인수인계를 위한 

직원이 필요하지 않아 인건비로 나가는 지출도 굉장히 적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카셰어링은 공유경제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외, 카셰어링은 정보통신기술도 적극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 이용의 변화를 

가져와 독자적인 특징을 만들었고 운영의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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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셰어링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공유경제의 확산과 발전에 촉매제의 역할을 하였

다. 특히,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접근성 향상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공급자

와 수요자들의 시·공간적 거리를 대폭으로 단축시켜주었다. 어느 누구든지 

언제 어디에서나 공유기업의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은 Koopman et al.,(2014)이 말한 것처럼 1) 비생산적 자본

의 생산적 이용, 2) 공급자와 수요자 유인을 통한 시장 특화와 경쟁화, 3) 

거래비용 절감과 거래 범위 확대, 4) 비대칭 정보 문제 감소, 5) 새로운 가

치 창출과 같은 순기능을 제공하여 공유경제를 촉진시켰다.

카셰어링 역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순기능을 받아들였다. 

비생산적으로 유휴시간이 많았던 차량을 생산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만들

었고, 플랫폼에 공급자와 수요자들을 모아 거래비용을 절감시켰다. 또한 대

여 차량의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였으며 차량을 구매하기 어려운 사회초년

생과 학생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이동의 형평성이라는 가치도 

창출하였다. 그 외에도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카셰어링의 운영을 

한 단계 발전시켰고 이는 카셰어링의 급격한 성장에 밑바탕이 되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기 전, 우리나라보다 카셰어링이 먼저 시작된 유

럽과 북미의 경우, 모든 대여소들을 이용자들이 스스로 관리하였다

(Shaheen et al., 1999). 카셰어링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다른 이용자가 

오기 전에 직접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에 방문하여 예약을 했다. 또한 자

동차열쇠도 열쇠 상자에 넣어 놓고 다녀야 하였고 이동한 거리도 본인이 작

성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카셰어링이 점차 일반화되었고 자동차들이 거주

지 주변, 업무지역,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주변 등으로 확산하는 등 곳곳에 

위치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의 수도 100대가 넘어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러자 예약과 요금 청구에 실수가 생기고 도난을 비롯한 자동차 관리가 취약

해져 유인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가격도 상승하게 되었다. 따

라서 자동화된 예약과 차량 관리 시스템 없이는 카셰어링이 더 이상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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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들어졌다. 

이와 같이 카셰어링의 성장을 방해하는 문제점들을 최신의 정보통신기술

이 해결해 주었다. Bielke et al.,(2011)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플

랫폼의 등장으로 카셰어링 서비스가 급성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즉, 자동

차 대여를 할 때 필요한 계약서 작성의 과정이 공유경제의 핵심 정보통신기

술인 회사 플랫폼 안에서 진행되고, 스마트폰 어플의 무선 자동차 열쇠, 자

동차 대여소 위치 검색에 필요한 GPS기술 등이 카셰어링의 급격히 성장에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셰어링에서 주요하게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은 위치성, 원격성, 연결

성, 자동성, 정확성의 측면에서 크게 다섯 가지로 1) 위성항법장치(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2) 인터넷, 3) 스마트폰, 4) 전자결제, 5) 

운행기록 자기 진단 장치(OBD; On-board diagnostics)가 있다. 이 다섯 

가지 기술들이 융 ․ 복합되어 카셰어링은 인건비를 절약하고 운영에 있어서 

관리, 유지에 필요한 과정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카셰어링의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기술은 위성항법장치(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라고 볼 수 있다. 위성항법장치를 통한 위치기

반 서비스는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에게까지 도움을 주었다. 위치기반 서비

스는 시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의 위치와 대여소의 위치를 지도화하

여 제공하고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통해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대여소를 지

도에 표시해준다. 차량을 예약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설치한 카셰어링 어플

에 접속하면 본인의 위치와 주변 대여소의 위치가 제공된다. 이와 같은 기

술은 도심 속 지엽적인 공간에 입지한 대여소가 골목 또는 일반적으로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여도 이용자가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 

결과, 대여소 설치에 제약이 한결 완화되었고 이를 계속 이용하도록 유지하

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또한 대여소가 있음을 알려주는 표지판 또는 간

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하여 비용적으로도 절약하게 해 주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산업에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다 준 인터넷은 카셰어

링의 성장에도 꼭 필요한 역할을 하였다. 카셰어링 사업체가 구축해 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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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이용자들이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그 결과, 이용

자들 간에 사용이 가능한 차량의 유무, 예약, 차량 상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차량상태와 예약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절약해 주는 효과도 

가져왔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카셰어링 이용에 편리함을 부가해주었

다. Ling et al.(1999)은 휴대전화가 ‘이동 중 연결성’을 제고하여 행동

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이룰 수 있게 하는 ‘미시적 조정

(micro-coordination)’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즉, 휴대전화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더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시간 대여

가 많은 카셰어링의 경우, 실시간으로 차량이용 유무를 확인하고 예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이 과정들을 가능

하게 해 주었다. 그 결과, 이용자들이 짧게 분할된 대여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전자결제 기술은 공급자 측면에서는 인력소요를 감소시켜주었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차량을 대여하는 시간을 줄여주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대여소에서 차량을 대여하기 때문에 결제 역시 무인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

능해야만 했다. 전자결제 기술은 이를 가능하게 하여 인건비 절약은 물론 

예약에서 대여까지의 시간도 줄여준 것이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하이패스와 이동거리에 따른 주행요금(주유비) 역시 자동으로 계산

되어 전자결제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OBD(On-board diagnostics)라는 운행기록 자기 진단 장치

가 차량에 부착되면서 공급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주었

다. OBD는 자동차 용어로 이용자 또는 정비공에게 차량의 다양한 상태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OBD를 이용하면 차량의 잠금장

치 ․ 경적 ․ 비상등·시동을 제어하거나, 차량 진단 정보, 주유 잔량 정보, 

실제 운행거리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차량에 설치한 단말기와 서비스 

서버를 무선통신으로 연동하면 카셰어링 사업체는 대여소마다 사무실이 없

어도 중앙에서 원격으로 차량의 상태를 제어, 확인하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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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차량 사진을 찍어 관리자에게 전송하거나, 스마트폰과 차량을 

페어링32)하여 차량의 잠금 및 해제, 비상등 점등, 경음기 작동 등의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RFID(Radio Frerquency IDentification) 기술

을 이용하여 카드키와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카셰어링은 온라

인 플랫폼 안에서 차량에 관련한 정보교환도 이용자들끼리 실시간으로 공유

할 수 있다. 이처럼 카셰어링에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Data Analytics 기술, V2X33)기반의 통신 및 제어 시스템, 

ADAS34), 자율주행, 증강현실 등 미래 혁신 기술 등으로 카셰어링이 더욱 

발전하며 이용에 편리함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들은 카셰어링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

리고 정보통신기술들 덕분에 공유경제 산업으로서 카셰어링이 대두될 수 있

었고 운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카셰어링 산업의 특

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이용에 변화를 준 것이다. 다음 장에

서는 시·공간 이용 측면에서 카셰어링의 특징을 분석하여 카셰어링 산업의 

운영적 작동원리를 도출해본다. 

32) 두 개의 기기를 서로 연결하여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과정.

33) Vehicle to Everything을 줄여 표현한 것으로 차량을 중심으로 유무선망을 통

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즉, 차량의 위치, 교통상황 등의 정보를 자동차와 자

동차 간(V2V, Vehicle to vehicle), 자동차와 교통 인프라 간(V2I, Vehivle to 

infrastructure), 자동차 내 유무선 네트워킹(IVN. In-Vehicle Networking), 자

동차와 사람 간(V2P, Vehicle to person) 전달/교환하거나 공유하는 기술 혹은 시

스템을 말한다.

34) Advanced Drive Assistanc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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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간 이용 측면에서 대여시간 변화

카셰어링은 낭비되는 주차 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여가 가능한 시간단위를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보다 더 세분화하였다. 아주 단시간이더라도 사람들

이 차량을 대여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과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의 대여가능 시간을 알아보면 다음 

[표 4-1]과 같다. 표에서는 장기렌터카 회사를 제외한 단기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업체 다섯 곳과 카셰어링 사업체 다섯 곳을 비교해 보았다. 

자동차 대여업체들 중에서 대여사업용 등록 차량 901대 이상을 보유・운영

중인 업체를 대형업체로 정의하였다35).

사업체명 최소 대여 시간 비고

일반

자동차

대여업

AJ렌터카 24시간
시간제 상품 존재

(1시간 단위, 일부지점 제외)

롯데렌터카 24시간 1시간도 예약 가능(할인 불가능)

SK렌터카 24시간 ·

레드캡투어 

렌터카
24시간

1시간 예약 가능, 

제주 지역만 서비스하는 회사

조이렌트카 24시간 ·

카

셰어링

그린카 10분 최초 30분

쏘카 10분 최초 30분

한카 1시간 ·

씨티카 1시간 ·

유카 1시간 ·

[표 4-1] 일반 자동차 대여업체와 카셰어링 사업체의 대여 가능 시간 비교

35) 한국 자동차대여사업의 변천과정과 발전방향(조영석・박수규 편저),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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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에서 알 수 있듯이 대리점을 여러 지역에 가지고 있는 대형업체

들 중 장기대여만을 하는 업체들을 제외한 AJ렌터카, 롯데렌터카, 레드캡투

어렌터카는 제한적으로 1시간 단위 대여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1시간 단위 

대여의 경우,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비싸고 대여가 가능한 지점도 소수였다. 

앞의 세 업체 외의 SK렌터카, 조이렌트카를 포함한 대형업체와 나머지 규

모의 업체들은 24시간이 대여의 기본 단위였다. 이는 대형업체가 아니면 지

점의 수도 많지 않고 보유 차량도 적어 시간 단위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

기에는 제반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단시간 이용을 위해 영업소까지 오

랜 시간을 들여 힘들게 방문하려는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카셰어링의 경우, 예약 최소 단위는 10분(최초 30분) 혹은 1시간이 기본이

었다. 이는 일반적인 대여 가능 시간인 24시간을 작게 분할하여 차량 대여

를 가능하게 한 것이고 그 결과, 기존의 자동차대여업보다 빠르게 차량이 

순환될 수 있게 만들었다.   

카셰어링 서비스의 대여시간 분할의 결과, 실제로 이용자들의 이용시간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카셰어링 업체 중 가장 큰 그린카의 월별 평균 이

용시간과 평균 이동거리 그래프인 [그림 4-2]를 보면 이용자들이 단시간 대

여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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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카셰어링(그린카)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시간과 이동거리

(출처: 그린카 내부자료)

[그림 4-2]에서 알 수 있듯이 카셰어링이 처음 도입되기 시작했을 2013

년도에는 1월을 제외하고 6시간에서 8시간 사이를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단위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게 된 카셰어링 서비스 초기의 시간적 

적응과정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14년과 2015년에 들어서면서 

줄어들어 4시간에서 5시간 사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나절 미

만의 시간 동안만을 이용한 것이다. 기존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의 최소 대

여시간인 24시간이 아닌 더 적은 시간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이 카셰어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단시간 이용 목적을 위해 

대여하는 새로운 수요자이거나, 기존 자동차대여업을 이용할 때는 그 대여

시간이 비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해 비효율적인 대여를 벗어나 효율적인 대여

를 하고 싶어서 카셰어링 대여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시 말해, 시간 분할을 통해 1)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2) 기존 수요의 이

전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어진 자료에서 2014년 4월부터의 평균 이동거리를 살펴보

면 70km 안팎의 거리를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의 서쪽에서 동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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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거리(강서구청→강동구청)가 30km가 넘기 때문에 왕복 이동거리를 고

려해 서울 시내에서 카셰어링을 주로 이용한다고 가정한 뒤 차량 주행시간

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차량통행속도 조사보고서36)에 따른 

2013년과 2014년 서울 내의 승용차 도심 평균 주행속도는 약 26km로 측

정되었는데, 이동거리(70km)를 평균주행속도(26km)로 나누어 보면 약 2.7

시간(162분)으로 실제 차량을 타고 주행한 시간은 대략 3시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그림 4-2]에서 동일기간의 카셰어링 평균 이용시간과 결합하

여 생각해보면, 카셰어링의 평균 이용시간인 4시간 30분 중 대략 3시간 정

도는 차량 주행시간이 되며 나머지 1시간 30분가량이 용무를 보는 시간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카셰어링을 이용한 시간의 대부분은 실제로 차량을 

주행에 이용한 시간이었으며 이는 주차되어 낭비되는 시간이 매우 적음을 

알려준다. 또한 평균 이용시간을 고려하면 카셰어링 차량 한 대는 이론적으

로 하루 동안 5명에서 6명의 이용자가 돌아가며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는 하루에 한명만이 이용하던 기존의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보다 굉장히 효

율적으로 자동차라는 재화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카셰어링 차

량 한 대는 앞선 평균 이용시간 중 주행시간을 고려해보면 하루 24시간 중 

15시간 정도를 주행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하루를 대여하

는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의 경우에는 15시간 동안 주행을 할 수 있는 사람

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의 경우, 

카셰어링보다 차량이 주차되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시간이 많다.

나아가, 단시간 대여는 기존에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을 이용하는 이용자

들과는 다른 목적의 대여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일단, 일반

적인 자동차대여업은 영업시간 내에 직원을 통해 대여와 반납을 해야만 한

다. 영업시간 외에는 대여를 할 수도 반납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영업시간 내에 하루 이상의 대여만 가능했다. 즉, 하루 이상의 특별한 목적

을 위한 대여, 장기대여가 효율적이었다. 효율적인 이용 목적을 예로 든다

36) 서울특별시 교통 홈페이지 교통통계(http://traffic.seoul.go.kr/archives/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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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박 이상의 여행이나 출장 등의 장거리 이동과 사고로 인한 자차 수리

기간 동안의 대체용, 회사에서 이용하는 장기대여 등이 있다. 

이와는 달리, 예를 들어 마트에서 쇼핑을 하려는 2시간, 다른 회사와의 

미팅을 위한 2시간,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 1시간, 자취방 이사를 

위해 이삿짐을 나르는 2시간, 늦은 밤 연인을 배웅해주는 1시간 등의 이용 

목적을 위하여 값비싼 대여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하루 동안 대여하는 것

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위와 같은 목적들의 대여를 위해서는 하루 단

위가 아니라 최소한 1시간 단위의 대여가 가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런 목적의 이동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대중교통을, 그렇지 않으면 비싸

더라도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을 분할하여 10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게 만든 카셰어링은 기존에는 비효율적이어서 차량을 

대여하지 못했던 단기간 이용목적의 이용자들이 대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4-3] 카셰어링 이용자들의 이용목적(단위:%)

(출처: 고준호(2015), 15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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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림 4-3]의 카셰어링 이용 목적을 살펴보면 여가/오락/친교/모

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개인용무(은행, 병원, 관공서, 

종교활동 등), 출․퇴근/등․하교, 쇼핑 등 개인적인 용무 목적이 주를 이루었

다(고준호, 2015). 즉, 원거리 이동보다는 단거리 이동 목적으로 이용자들이 

카셰어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여시간을 분할

함으로써 카셰어링은 단거리 이동 목적의 수요들을 흡수할 수 있었다. 즉, 

카셰어링은 이용자들에게는 짧은 시간동안 비싸지 않은 대여료로 차량을 대

여할 수 있다는 경제성을 장점으로 다가갔고 공급자에게는 자동차라는 대여 

상품의 빠른 순환을 통해 낭비되는 차량의 대기 시간을 줄여주어 이윤을 극

대화할 수 있게 만들었다. 

유럽과 북미에 기반을 둔 카셰어링 사업체들인 Car2go, Drivenow, 

Enterprise, Hertz, Zipcar, Relayride를 대상으로 한 해외의 연구에서도 

앞선 결과와 같은 양상들이 나타났다. 매년 개인은 카셰어링을 20miles(약 

32km)거리를 이동하는 데에 약 15번 정도 이용하고 업무의 목적으로는 

32miles(약 51km)거리를 이동하는 데에 약 30번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그리고 일평균 2~3시간 이용하고 23miles(약 37km)의 거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veque, 2011).

단시간 이용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Shaheen et al.(1999)은 카셰어링이 

개인 자동차와 다른 교통수단 사이에서 부족한 점을 채워주거나 이들과 함

께 이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고 매력적이라고 하였다. 즉, 원거리 이동을 위

해서 사람들은 개인 자동차, 비행기, 철도, 버스, 혹은 일반적인 대여자동차

를 이용하고 단거리 이동에는 자전거, 택시를 이용하지만 중거리 이동에 있

어서 또는 반복적인 이동에 있어서는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카셰어링은 특수한 목적의 이동에도 선택할 수 있는 이동방법 중 

하나가 되면서 이용자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왔음을 지적하였다. 즉, 응급상황

을 위한 이동, 짐 나르기, 가족여행, 기분전환을 위한 드라이브를 원하는 사

람들의 수요를 충족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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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카셰어링은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의 대여를 할 수 있게 만들

면서 잠깐의 쇼핑, 업무상 이동, 단거리 여행 목적의 새로운 잠재적 이용자

들을 흡수하였다. 또한 기존의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 이용자들의 수요 일

부가 카셰어링으로 이전되어 왔다. 그리고 이런 시간 이용의 변화는 카셰어

링이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한 축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단지 시간을 

나누어 단기대여를 가능하게 한 것만으로는 이용자들의 편의와 수요를 완벽

하게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단기대여를 통해 흡수한 단기이용 목적

의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그러나 절대적으로 차량 대여소의 공간

적 입지도 고려되어야만 하였다. 2시간 이용 목적의 이용자가 차량을 대여

하기 위해 30분 이상, 혹은 대중교통과 같은 또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하면

서 대여소까지 이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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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간 이용 측면에서 접근성 변화

카셰어링 작동의 다른 특징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 이용의 변화이다. 

카셰어링은 대여시간뿐만이 아니라 대여소를 설치하는 장소에도 변화를 일

으켰다. 카셰어링 대여소는 곳곳에 조밀하게 위치하면서 지엽적인 공간에 

입지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카셰어링은 대여소를 이용자들에게 가까이 

위치시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의 경우, 교통편이 좋은 지하철역 부근에 위치하거

나 수요자가 많은 지역, 다수의 차량을 주차하기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

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일반 자동차 대여업체의 주소를 통해 위치를 시

각화하고 분포도를 통해 입지 특징을 알아보면 [그림 4-4]와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자동차 대여업체들은 대체로 강남, 종로, 영등포와 

같은 업무중심지역과 중고차 매매시장이 크게 들어서 있는 답십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강남, 종로, 영등포 지역은 업무중심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대중교통

을 통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다. 따라서 많은 유동인구들을 대상으로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지역이면서 회사원들이 출장을 위한 차량 대여를 하거

나 일반 사람들이 차량을 빌리러 오기까지 대중교통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

역이다. 그리고 답십리 지역은 대규모 중고차 매매시장이 있는 곳으로 여러 

대의 차량을 주차하기가 용이한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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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2016년 운영 중인 일반 자동차 대여업체 분포도

반면, 카셰어링 대여소의 위치에 대한 분포도는 [그림 4-5]와 같으며 카

셰어링 대여소도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체가 모여 있는 강남과 종로 지역에 

조금 더 많이 집중되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도심 곳곳에 고르게 분포

하여 입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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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2016년 카셰어링 대여소 분포도

어떤 방식으로 공간의 이용을 변화시켜 대여소가 입지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과 카셰어링 대여소가 모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강남지역을 사례로 분석해 보면 다음 [그림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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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강남구에 위치한 일반 자동차대여업, 카셰어링 대여소 위치

[그림 4-6]을 보면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이 

도심 블록 내(內)가 아닌 하얀색으로 나타나는 대로 주변에 입지해 있다(30

곳 중 26곳). 그리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넓은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

는 큰 빌딩에 사무실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골목에는 입지하고 싶어도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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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카셰어링 대여소의 경우, 대여소마다 배치되는 차량

의 수가 1대에서 10대 사이이기 때문에 거주지역과 대로변을 벗어난 곳에도 

입지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 4-6]을 보면 모든 블록에 입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로변은 물론 골목에도 많이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

존에 자동차를 대여하려면 동네에서 벗어나 대로변의 번화한 곳에 위치한 

사무실로 이용자들이 찾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반대로 카셰어링은 도심 곳

곳에 대여소를 입지시키면서 이용자에게 다가갔다. 대여소를 입지시키는 방

법에 있어서는 현재 정량화된 법칙이나 방식 등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으

나 대여소마다 일정한 거리제약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수요인구에 따른 

입지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그린카의 실무자는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대여소를 놓는 데에 머, 특별한 분석을 하는 건 아니구요. 그냥 현재

로서는 사람들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게끔 겹치지 않고 촘촘하게 놓

으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500m에서 700m정도? 그래도 고려를 하

는 게 있다면 유동인구가 많다고 생각되는 곳이랑 회원님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조금 더 놓으려고는 해요.
(그린카 실무자, 2015년 12월) 

지엽적인 곳에 위치한 카셰어링 대여소에 배치된 차량의 수는 1대에서 2

대 정도로 매우 적다. 따라서 소수의 차량을 이용할 정도의 수요는 어느 장

소든지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의 차량의 손익분기점을 한 달에 

약 100만원으로 보는데 이는 어림잡아 하루에 6시간 정도만 대여되면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충족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수요충족과 

손익분기점에 대하여 그린카 실무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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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은 어디든지 대여소를 설치만하면 기본적인 수요는 충족된

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대여소를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있었지... 아, 수요가 없어서 대여소를 설치했다가 뺀 곳이 한 

곳 있긴 있네요, 남산. 음... 그리고 차량 한 대당 월 100만 원정도 

수익이 나면 손익이 맞춰진다고 보고 있어요. 혹시 100만원보다 수

익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그거보다 많이 수익을 내는 곳이 많이 있어

서 괜찮기도 하구요. 그리고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계속 내는 곳들

은 차량을 늘리죠.
(그린카 실무자, 2015년 12월)

 그리고 이런 점은 지엽적인 곳에 위치한 작은 공간을 이용하여 배치시

킨 대여소들이 실제로도 효율적인 대여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결과적으로 지엽적인 공간에 입지하여 이용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대여소까지의 이동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카셰어링 대여소는 기존에 

자동차 대여를 이용하기엔 비효율적이던 대부분의 단기 목적의 이용자들을 

흡수하여 이윤을 증대시킨 것이다. 

종합하여 정리한다면 지금까지 주된 이용 목적이었던 하루 이상의 차량 

대여가 아닌 단기 이용 목적의 이용자들이 카셰어링의 주된 수요자가 된 것

이다. 시간과 공간이용 방식의 변화로 유인한 단기 목적의 이용자들을 흡수

하여 충분한 이윤을 얻게 된 것은 ‘롱테일 법칙’이 지엽적인 공간 이용을 

통한 입지 변화로 자동차대여업에도 적용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롱

테일 법칙’은 전체 매출의 80%가 20%의 충성 고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업무성과의 80%도 20%의 유능한 직원에 의해 달성된다는 ‘파레토 법칙’

을 깨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마케팅의 패러다임이다(Anderson, 2010). 즉, 

‘롱테일 현상’은 인터넷 비즈니스의 혁명으로 수요 곡선의 꼬리 부분을 

이루던 세부적인 상품들이 머리 부분을 이루던 히트상품에 버금간다는 것이

다. 

이런 원리가 카셰어링을 통해서 자동차대여업의 공간 이용에도 적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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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자동차 대여업체들은 공간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 주요업무지역에 선택, 집중하여 입지해 장기 

대여 목적의 수요를 통해 이윤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

하던 주요지역이 아닌 지엽적인 장소에 위치하기 시작한 카셰어링 대여소는 

단기 목적의 이용자들을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소규모의 지엽적 

입지들에 대한 수요의 합이 기존의 주요 지역에 선택, 집중한 입지를 통한 

수요와도 맞먹는 수준이 되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카셰어링은 단기 대여를 가능하게 하고 지엽적인 곳에 대여소를 

입지시키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게 만들면서 수요를 늘

리고 재화가 빠르게 순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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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카셰어링은 앞서 말한 단기대여, 지엽적인 공간에 대여소 입지, 정보통신

기술의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한다. 어느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를 시각화하면 

다음 [그림 4-7]과 같고 이는 빠른 속도를 위해 앞바퀴를 크게 만든 페니파

딩(penny-farthing)자전거37)와 유사하다. 카셰어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자 빠른 성장의 이유가 지엽적인 공간에 입지한 대여소들이기 때문이다.

[그림 4-7] 카셰어링 운영의 작동 원리

37) 큰 앞바퀴에 매우 작은 뒷바퀴가 달린 자전거로 앞바퀴가 클수록 빠른 속도가 

나오는 직접 구동 방식의 자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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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 곳곳의 지엽적인 공간에 대여소를 입지

시킨 것이다. 시간을 분할하여 단시간 대여를 가능하게 한 것도 카셰어링의 

중요한 특징이긴 하나 단시간 대여는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체들도 가능하

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체들은 카셰어링과 같은 효과

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 단시간 이용을 위해서는 대여소까지 이동하는 시

간도 적어야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차량을 3시간동안 대여해 이용하

려는 사람이 대여소까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30분 이상 이동하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도심 곳곳에 입지한 대여소들이 카셰어링 운영 작동원리의 

핵심이며 이런 대여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카셰어링은 더 빠르게 성장한

다. 이런 이유로 [그림 4-7]에서 공간에 변화를 준 특징을 나타내는 원의 

크기가 시간에 변화를 준 특징을 나타내는 원의 크기보다 크다. 

정보통신기술은 카셰어링에 공유경제의 특징을 부과해준 것에 더하여 카

셰어링의 시간적, 공간적 특징이 작동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도심 곳곳

의 지엽적 장소에 입지한 대여소들을 이용자들에게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제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리고 시간 분할을 통해 조절할 수 있게 된 대여시간에 대한 예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전자결제를 할 수 있게 하여 대여과정

에 소비되는 시간을 절약하게 해준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은 카셰어링 작

동의 주동력이라기보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며 공간과 시간의 특징 사이에

서 이들의 유지와 관리 등을 도와준다.

이런 카셰어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셰어링 운영에 대한 작동

원리 중 가장 중요한 공간적 특징인 대여소의 입지를 알아봐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도시 곳곳에 위치한 작은 주차공간들이 어떻게 대여소로 변화하여 

카셰어링 운영의 작동원리 속으로 편입되었는지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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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주차공간의 상품화와 공유경제

카셰어링 운영의 작동원리에서 중요한 요소이자 차별화되는 점은 도심 곳

곳에 입지한 대여소들이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도심 속 작은 주차공간들을 

대여소로 만들어 차별화할 수 있었고 도시 내 곳곳에 위치한 대여소들의 네

트워크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즉, 지엽적인 공간에 다수 위치한 작은 

주차공간들이 카셰어링 대여소로 편입되어 카셰어링의 성장에 도움을 준 것

이다. 

이번 장에서는 대여소가 위치한 공간의 특징을 유형화하고 기존에는 상업

적 성격이 없던 주차공간이나 주차공간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던 공간을 

어떻게 상품화시켜 대여소로 만들 수 있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도심 곳곳

의 작은 주차공간들을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여소로 

만들어 분산된 입지를 갖게 되면서 생긴 대여소 입지의 특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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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카셰어링 대여소가 공유하는 장소적 특징

일반적으로 카셰어링은 여러 사람들이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정의한

다. 하지만 카셰어링이 설치한 대여소들 역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주차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카셰어링은 차량은 물론 주차공간도 공유하

는 것이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카셰어링 대여소는 1,500개가 넘는다(2016

년 1월 기준 1,500개). 카셰어링 대여소는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의 영업점

과 큰 차이가 있다. 4장에서 보았듯이 카셰어링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무인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량을 주차할 주차공간만이 필요할 뿐이다. 또한 한곳에 여러 대의 

차량을 배치해 놓지 않고 조밀하게 차량을 곳곳에 분산시켜 배치하기 때문

에 넓은 주차공간도 필요하지 않다. 대여소마다 배치되어 있는 차량의 수도 

다르다. 어떤 대여소에는 한 대의 차량만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또 다른 

대여소에는 10대가 넘는 차량이 배치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대여소들이 도

심 곳곳의 지엽적인 장소에 위치한 주차공간에 위치한다.

카셰어링 대여소들은 대부분 작은 주차공간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엽

적인 곳에 위치한 도심 속 작은 주차공간에 입지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주차공간만을 필요로 하더라도 해당 공간에 존재하는 주차공간을 대여소로 

편입시켜야만 했다. 따라서 기존 도심에서 전용주차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던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카셰어링 대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용주차장이 아닌 장소를 상품으로 만들어 대여소로 편입

시켰다. 카셰어링 대여소가 공유하는 장소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표 

5-1], [표 5-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월 기준의 그린카와 쏘카

의 대여소 위치를 추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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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수(총 772개) 비 중

전용주차장
공영 주차장 135

50.13%
민영 주차장 252

공공기관/

시설

공공기관 20
5.83%

49.88%

공공시설 25

숙박시설
레지던스 1

1.30%
호텔 9

거주자 

주차장

아파트 26

6.61%
오피스텔 12

원룸 12

거주자우선주차장 1

사업체

매장 46

33.81%

빌딩 95

목욕탕 1

병원 11

한의원 1

은행 9

음식점 2

웨딩홀 2

학원 1

세차장 1

카센터 2

백화점 9

쇼핑몰 66

체육관 1

영화관 1

주유소 13

기타
대학교 17

2.33%
절 1

[표 5-1] 그린카 대여소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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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수(총 728개) 비 중

전용주차장
공영 주차장 139

55.49%
민영 주차장 265

공공기관/

시설

공공기관 19
5.77%

44.51%

공공시설 23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1

1.79%레지던스 3

호텔 9

거주자 

주차장

빌라 7

8.24%

아파트 20

오피스텔 17

원룸 11

주상복합 4

거주자우선주차장 1

사업체

매장 46

26.10%

빌딩 70

병원 8

한의원 1

은행 6

음식점 6

웨딩홀 2

찜질방 1

카페 1

세차장 1

백화점 5

쇼핑몰 43

기타

대학교 17

2.61%교회 1

절 1

[표 5-2] 쏘카 대여소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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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소가 위치한 주차 장소들을 1) 전용주차장, 2) 공공기관/시설주차장, 

3) 숙박시설 주차장, 4) 거주자 주차장, 5) 사업체 주차장, 6) 기타 주차장

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전용주차장의 경우, 공영주차장과 민영주

차장으로 누구든지 요금을 지불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 유형

의 대여소가 두 사업체 모두 가장 많았고 전체 카셰어링 대여소의 반을 조

금 넘는 약 52.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공영주차장과 민

영주차장이 입지한 위치가 일반적으로 주변에 상업시설들이 많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장소들이기 때문이

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경우, 서울시의 협조 아래 카셰어링 사업체들이 대여

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반적인 주차

장과 그렇지 않은 곳의 비율은 그린카의 경우에는 약 50대 50, 쏘카의 경

우에는 55대 45의 비율을 이루고 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을 제외한 유형 중 가장 많은 대여소

를 가지고 있는 유형은 사업체 주차장 유형이다(그린카: 33.81%, 쏘카: 

26.10%). 해당 유형은 사무실 빌딩, 차량 매장, 백화점, 쇼핑몰 등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목적통행의 목적지인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 주차장에

서부터, 골목에 위치한 음식점, 학원, 한의원, 카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다

양했다. 다음으로 특이할 만한 장소로는 거주자 주차장 유형이 있다. 거주자 

주차장은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빌라와 같이 거주자들이 본인의 승용차를 

주차해 놓는 주차장을 말한다. 카셰어링 대여소는 이런 주차장에 남아있는 

주차면이나 빈 공간도 [그림 5-1]과 같이 대여소로 이용하고 있다. 그 외, 

숙박시설과 공공기관/시설의 주차장은 물론 절에 이르기까지 대여소의 기능

을 하는 주차장의 종류는 다양하다. 전용주차장이 아닌 곳에 이처럼 카셰어

링 대여소가 위치하게 되는 이유는 다수의 대여소들이 곳곳에 위치해야 짧

은 시간 동안 대여를 하는 이용자들의 접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카셰어링 사업체는 카셰어링 대여소를 도심 곳곳에 위치하도

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앞선 [표 5-1], [표 5-2]에서 알 수 있듯이 

전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도 대여소가 입지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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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원룸 주차장을 이용하는 카셰어링 대여소

(출처: 그린카 블로그)

이와 같은 주차공간들은 기존에는 특정 사람들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카셰어링은 해당 장소들을 대여소로 만들어 다수

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서 변모시켰다. 이런 점에서 공유

주차장도 공유경제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먼저, 하나의 주차공간에 대

한 사용권을 카셰어링 이용자들이 모두 공유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협력

적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는 특정 이용자

들만 이용할 수 있던 배타적인 주차공간이나 사용이 되고 있지 않던 죽은 

공간이 공유의 ‘가치’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또

한 카셰어링 어플의 플랫폼 안에서 주차공간의 위치가 이용자들 간 ‘네트

워크’에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주차공간을 찾아 이용하는데 ‘추가 비용’

이 소요되지 않는다.    



- 81 -

제 2 절 소규모 주차공간의 상품화 과정

앞 절에서 카셰어링 대여소가 위치한 장소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1) 전용

주차장(민영/공영주차장), 2) 공공기관/시설 주차장, 3) 숙박시설 주차장, 4) 

거주자 주차장, 5) 사업체 주차장, 6) 기타 주차장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카셰어링 사업체는 6가지 유형의 주차장을 상품으로 간주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공간을 대여소로 탈바꿈시켰다. 한편으로, 6가지 유

형의 주차장 소유 주체들은 남는 공간이나 죽어있던 공간(dead space)을 

활용하여 상품으로 만들고 이를 카셰어링 사업체에 제공하였다. 본 절에서

는 각각의 대여소가 위치한 장소들을 유형별로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 카셰

어링 사업체에게 대여하는 상품이 되었는지 알아본다.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비용을 지불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해당 공간들은 기본적으로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상품화가 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카셰어

링 사업체들은 주차장 안에서 몇 개의 주차면을 카셰어링용 차량만을 위한 

주차면으로 만들어, 전용 대여소 공간을 구축해 놓아야만 했다. 이런 점에서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은 카셰어링 사업체들의 차량만 이용할 수 있도록 

몇 개의 주차면을 그들만을 위한 상품으로서 제공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런 

주차장들은 월주차료를 받고 카셰어링 사업체에게 제공하고 있었다38). 하지

만 카셰어링의 좋은 취지를 이해하는 한 주차장의 경우, 무료로 주차면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였다. 즉, 개인이 관리하는 민영 주차장의 경우에는 오히

려 유료 상품이었던 주차공간이 무료상품으로 바뀌어 제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38) 관악구 삼성동 내 위치한 공영주차장 관리자 인터뷰(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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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차는 돈 안 받어~. 나도 뭐, 그냥 차가 들어오면 봐주기만 

하는 거지. 원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작은 차 한 두 대 

들어오는 건데 뭐. 좋은게 좋은 거지.
(관악구 대학동 내 민영주차장 관리자, 2016년 5월)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의 카셰어링 대여소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무료로 주

차면을 제공하고 있었다39). 하지만 모든 공공기관과 시설들이 자신들의 주

차장을 카셰어링 대여소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서울시와 카셰어링 

사업체들은 꾸준히 카셰어링의 장점을 홍보하고 이용을 장려하면서 지방자

치단체들에게 카셰어링 사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그 

결과,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카셰어링 설명회를 열고 있기도 하다40). 

숙박시설 주차장의 경우,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투숙객들만이 주차장을 이

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항상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남는 공

간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숙박시설 관리자는 몇 개의 남는 주차면을 

카셰어링 사업체들에게 상품으로서 제공하였다. 그리고 월 주차료를 카셰어

링 사업체에게 부과하여 카셰어링 대여소로서 공간을 제공하는 데에 따른 

부가 이득을 얻고 있다.

거주자주차장 역시 숙박시설 주차장과 유사하게 해당 아파트, 원룸, 오피

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차장도 남는 주

차면과 사용하고 있지 않던 공간을 카셰어링 사업체에게 상품으로 대여하고 

있었다. 카셰어링 사업체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월 

주차료를 지불하고 카셰어링 대여소를 설치하고 있었다. 서울시 공무원에 

따르면 필요할 경우 서울시가 중간에서 카셰어링의 취지를 설명하고 신뢰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카셰어링 대여소 설치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도 

한다고 하였다. 한 아파트 관리소의 직원은 보안과 치안의 문제로 지상주차

장만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어 있던 주차면에 대해서 월 주차료를 받

39)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2015년 11월).

40) 《NEWSIS》, 2016년 5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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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주차공간을 대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월 단위로 주차료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주차면

을 줬는데 생각보다 밤이랑 새벽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 

시간에 외부인이 자꾸 들락거리면 아파트 주민하고 갈등이 생길 수

도 있으니까, 여기 관리소 앞에 지상주차장으로 바꿨어요. 우리아파

트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저기(지상주차면)는 방문객 전

용이었어서 어차피 자주 비어있는 곳이라...   
(금천구 독산동 내 아파트 102동 관리사무소 직원, 2016년 5월)

그리고 원룸의 경우, 현재 카셰어링 사업체와 협의를 통해 SH에서 지은 

임대주택 주차면을 이용하고 있거나41), 월 주차료를 제공하고 주택임대관

리42) 회사가 관리하는 건물의 주차면을 이용하고 있다43). 또한 주민들의 동

의를 받은 공공원룸인 ‘나눔카 주택44)’에도 대여소를 설치하고 있고, 앞

으로는 ‘공공임대주택45)’등에도 대여소를 설치하여 도심 속 원룸 골목에

도 대여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개인적인 원룸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건물에 남는 공간이나 비어있는 주차면을 상품으로서 카셰어링 사업

체에 대여하고 싶다면 ‘1:1문의(쏘카)’나 ‘그린존 신청하기(그린카)’를 

통해 사업체와 협의를 할 수 있다.

사업체 주차장의 경우에는 매장, 음식점이 있는 상가, 회사 빌딩 등에 위

치한 주차장이다. 이런 주차장들 역시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주차면을 상품화하여 카셰

어링 사업체에게 제공함으로써 주차면 제공 사업체들은 추가 이윤을 취하고 

41) 그린카 실무자 인터뷰(2016년 6월).

42)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건설을 맡기거나 하여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관

리 업무,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을 비롯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

한다(예: CNH홈, HN주택임대관리 등).

43) 《데일리안》, 2015년 2월 13일자.

44) 《News1》, 2015년 7월 8일자.

45) 《교통신문》, 2016년 5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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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의 효과도 거두고 있었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

의 차량을 주차해 놓기 위한 공간이 매장 앞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은 이

런 공간 중 일정 부분을 카셰어링 사업체에게 임대하여 상품으로서 제공하

고 있다. 

월 주차료 받고 매장 앞에 주차하게 해주는 거죠. 특별한 주차면 표

시를 해 놓지는 않아요. 카셰어링 업체 차량이 어차피 우리 브랜드 

차량이기도 하고 해서. 홍보효과도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제공하는 거

죠.  
(관악구 봉천동 자동차 대리점 직원, 2016년 5월)

그리고 주유소에도 카셰어링 대여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주유소 역시 비

교적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 중 일정부분을 상품화하

여 카셰어링 사업체에게 임대하고 있다. 추가로, 자동세차장이 있는 주유소

는 세차서비스까지 제공하여 부가이익을 얻고 있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위에서 협약같은 걸 맺은 거에요. 
저기에 표시해두고 차량 주차해두게 해놨어요. 한 대 놓을 공간만 만

들어 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동세차기계도 있어서 정기적

으로 세차도 해주고 있어요.
(금천구 시흥동 주요소 직원, 2016년 5월) 

음식점이 있는 상가의 경우도 월주차료를 받고 주차공간을 대여하고 있었

고 특정 상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카셰어링의 장점에 대한 

홍보를 듣고,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나 빈 상자를 놓던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카셰어링 대여소에 상품으로서 대여하고 있었다. 그 외, 회사 빌딩의 

경우에는 회사 앞 비어있던 공간을 상품화하여 대여소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하였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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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가 옆에 카셰어링 차들 주차해 있어. 거기가 원래 이것저것 

상자 같은 거나 짐들 쌓아놓는 데였는데 그거 다 치우고 카셰어링 

주차장 해줬지. 월 주차료도 받고 있고. 저번에 구청에서 카셰어링 

설명회도 해서 나는 그거도 듣고, 잘해주고 있어. 다른 업체도 와서 

주차공간 없냐고 하는데 이미 우리 상가는 빈 공간을 내어줬으니

까... 그래서 요 앞 아파트 소개해줬지.
(양천구 신정동 내 상가 관리자, 2016년 5월)

이처럼 여러 주차 장소들이 차량 몇 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상품화하여 카셰어링 사업체에게 대여하면서 수익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여료는 일반적인 대여료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카셰어링 대여소로 주차면을 이용할 경우, 카셰어링 차량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차량이 대여중이어서 주차면이 비더라도 다른 차량들이 이

용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비용이 조금 더 책정될 수밖

에 없는 것이다.

월 주차료는 조금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셰어링 주차면 

같은 경우는 차량이 지금 없다고 해서 다른 차량이 주차하게 할 수

가 없잖아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월 주차료보

다는 비싸게 받고 있어요. 아마 다른 빌딩들도 그럴꺼에요. 어쨌든 

주차공간이 남는다고 해도 우리는 회사니까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

는 거죠.
(양천구 목동 내 빌딩 주차관리회사 관계자, 2016년 5월) 

현재 카셰어링 대여소들 중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의 비율이 50%를 조

금 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

장의 기본적인 목적이 비용을 받고 주차공간을 대여하는 것이고, 이런 이유

46) 금천구 독산동 내 빌딩 관리자 인터뷰(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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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카셰어링 사업체에서 돈을 지불하고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선 상품화 과정과 같이 전용주차장들이 아닌 

다른 주차공간이나 비는 공간들도 점차 상품화되어 카셰어링 대여소로 편입

되고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 5-3]과 같다. 해당 주차공간의 소

유 주체들 역시 새로운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주차공간이 사용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활발히 일어난

다면 주변에 카셰어링 대여소가 더 증가할 것이고, 대여소가 증가하게 되면 

이용자들의 대여소 접근도 더 편리해져 결국 이용자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

게 된다면 개인 승용차 이용/보유 감소를 통한 도시 교통 혼잡 해소, 공해 

유발 감소 등의 사회적, 환경적 이익은 물론, 공간 상품화의 새로운 방법으

로서 대여소 주차 공간 제공자와 카셰어링 사업체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

는 도시현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보인다.

사진
주차장 

유형
상품화 과정

공영 - 월 주차료 받고 대여

미림여고 입구 대여소

민영

- 월 주차료 받고 대여

-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여 무료로 

  주차면을 제공하는

  경우도 존재

녹두거리 치안센터 옆 대여소

[표 5-3] 카셰어링 대여소 유형과 상품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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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주차장

유형
대여소 편입 과정

공공기관
- 서울시와 

  협조하여 제공

금천구청 대여소

거주자

(아파트)

- 월 주차료 받고

  외부 지상 주차장

  제공

신도브래뉴아파트 대여소

거주자

(원룸)

- 임대주택,

  서울시와 협조

목3동 대여소

사업체

(빌딩1)

- 월 주차료 받고 

  지상주차장 제공

소하동 대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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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주차장

유형
대여소 편입 과정

사업체

(빌딩2)

- 월 주차료 받고 

  지하주차장 제공

예술인센터 대여소

사업체

(음식점 

상가)

- 월 주차료 받고 

   지상주차장 제공

- 비어있던 공간 활용

목동역 8번출구 대여소

사업체

(주유소)

- 회사차원 협약 

- 월 주차료 받고 

   주차공간 제공, 

- 세차 서비스 제공

백산 S-oil 대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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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품화된 주차공간의 입지 특징

1. 입지 가능 지역 증대

앞선 절에서 알아보았듯이 카셰어링 사업체들은 도시 곳곳의 작은 주차공

간을 상품화하여 카셰어링 대여소 공간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카셰어링 대

여소에 배치되는 최소 차량은 한 대이다. 따라서 최소 하나의 주차면만 있

어도 대여소로 기능을 할 수 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

차장의 주차구획은 다음의 [표 5-4], [표 5-5]와 같다.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1.평행주차형식의 경우

[표 5-4] 주차장 주차구획(평행주차형식)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5미터 이상 5.1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2.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표 5-5] 주차장 주차구획(평행주차형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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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크기는 경형일 경우, 최소 

1.7m x 4.5m 또는 2.0m x 3.6m의 공간으로 상당히 작다. 일반적으로 카

셰어링이 제공하는 차량들은 경형이 많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최소공간만 

충족하면 대여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은 세대 당 주차대수가 0.6대이다

(단, 세대 당 전용면적이 30㎡미만은 0.5대). 따라서 원룸들 역시 주차공간

을 가지고 있고 무수히 많은 원룸들 중 유휴 주차공간이 있는 곳이라면 이

론적으로는 어디든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카셰어링 사업체들은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 빌딩, 쇼핑몰, 기

타 주차장은 물론 거주자 주차장 공간까지 상품으로 끌어들이면서 카셰어링 

대여소로 변화시켜 서울 시내 어디든 입지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즉, 작은 

규모 주차공간의 대여소화는 대여소의 입지 가능지역을 증대시켰다. 이는 

앞으로 카셰어링이 꾸준히 성장한다면 이용자들은 어디에서든 가까운 대여

소에서 카셰어링 차량을 대여할 수 있게 될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국토교

통부는 입주민 동의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카셰어링 주차면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개선하는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47)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공동주택들에도 카셰어링 대여

소들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카셰어링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근거를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효과 등에 기여한다는 판단 하에 시

범도시를 선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

다고 밝혔다48). 이렇게 변한다면 도심 대로변에 있는 빌딩들의 카셰어링 서

비스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더 많은 주차공간이 상품화되어 카셰

47) 입법절차 중 한 절차로 입법절차는 ‘1. 입법계획 수립, 법률안 입안 2. 부패

영향평가 3. 관계부처 협의 4. 당정협의 5. 입법예고 6. 규제심사 7. 법제처심사 

8. 차관·국무회의 심의 9. 대통령 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부서 10. 국회

제출 11. 국회 심의·의결 12. 공포안 정부 이송 13. 국무회의 상정 14. 공포’로 

이루어진다(법제처 홈페이지). 

48) 《News1》, 2016년 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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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링 대여소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정책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카셰어링 대여소의 입지선정에 있어

서 서울시는 카셰어링 서비스 홍보와 공영주차장 제공에 도움을 주는 대신, 

서울시내에 고른 분포를 위한 대여소 입지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카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울시는 서비스 홍보랑 공영주차장 제공

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대신 대여소 설치를 특정지역에 위치하도록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업무지역과 대학가처럼 사업성 좋은 곳보다 주

거지역에 먼저 놓으라고 하는 거죠. 형평성을 위해서 그랬죠. 근데 

결과적으로 주거지역에 놓고 보니 그런 곳도 사업성이 좋았나 봐요. 
이후에는 크게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거지역에도 잘 놓기 시작

하더라고요.
(서울시 교통정책과 실무자, 2015년 11월)

하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제안에 그치는 것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

는 것이 아니었다. 카셰어링 실무자에 따르면 고르게 대여소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수익을 얻는 데에 적합한 것이고 결국 시장 논리에 따르더라도 대여

소 입지는 고르게 분포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르게 분포시킨 다음에 특정 

지역의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배치 차량의 대수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

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주거지역에 놓으라고 요청했었죠. 그런데 이게 100%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서울시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긴 하죠. 그래도 카셰어링 사업의 

목표가 걸어서 5분 안에 차량을 빌릴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

서 어차피 고르게 모든 곳에 분포시키도록 노력해야 해요. 수익적으

로도 사실 어디에 놓아도 현재로서는 다 된다고 보면 돼요. 수익의 

많고 적음에 따른 차량 대수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린카 실무자,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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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 카셰어링 대여소는 서울 전체에 고르게 입지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설치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점차 늘어나고 입지 제약도 줄어

들어 대여소의 입지 가능 지역 자체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잠재수요 흡수와 이용자 중심의 입지

주차공간의 상품화를 통해 도심 내 지엽적인 공간에 위치한 다수의 주차

공간을 대여소로 탈바꿈시키면서 카셰어링은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의 대여소

에 대한 접근성을 확연히 향상시켜 주었다. 이는 차량을 빌리러 가기까지의 

수고로움을 줄여주면서 이용자들의 한계비용(이동에 대한 수고로움)을 줄이

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멀어서 차량을 대여하기 꺼려했던 잠재적 수요자

들을 흡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 대여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대로변에 위치하거나 교

통편이 잘 갖추어져 있어 접근성이 좋은 주요 업무지역에 위치하였다. 이와 

같은 입지의 이유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홍보효과가 생기고 이용자들

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의 주요 목적은 차를 빌리고 난 후 이동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에게 가까

이 다가가는 것이 최적의 입지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서나 비디오

의 대여 목적은 대여한 재화를 읽거나 보는 것으로, 대여점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대여재화의 가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특정 도서나 

비디오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은 대여자는 대여소가 멀다고 하더라도 기

꺼이 이동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대

여를 한 후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적 가치가 주된 것이기 때

문에 자동차 대여소까지의 이동거리가 대여재화의 대여할 의향에 영향을 준

다. 단시간 차량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이용자와 대여소 사이의 거리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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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카셰어링 대여소의 입지는 이용자에게 더 다가

간 이용자 중심의 입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를 대여하는 이용자들을 고정인구와 유동인구

로 나눈 후, 이들을 일반적인 동별 자동차대여업체의 수, 그리고 동별 카셰

어링 대여소의 수와 상관분석을 하였다. 자료 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고

정인구에 관한 대리변수로는 동별 주민등록인구수를 선정하였고 유동인구에 

관한 대리변수는 동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선정하였다. 유동인구에 관한 

대리변수로 주변에 위치하는 학교 개수와 편의점 개수 같은 변수들도 이용

하곤 하지만 자동차대여의 경우, 대여가 가능한 나이가 최소 만 21세 이상

이어야 하므로 제외하였다. 상관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5-6], [표 5-7]과 

같다.

수요인구 대리변수 상관계수(r) 유의수준(p)

주민등록인구수 0.009 0.849

사업체수 0.366** 0.000

종사자수 0.472** 0.000

**: p<0.01, n=423

[표 5-6] 일반 자동차 대여업체 수와 대리변수 상관분석

수요인구 대리변수 상관계수(r) 유의수준(p)

주민등록인구수 0.172** 0.000

사업체수 0.672** 0.000

종사자수 0.708** 0.000

**: p<0.01, n=423

[표 5-7] 카셰어링 대여소 수와 대리변수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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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일반 자동차 대여업체는 주민등록인구수와는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보였고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셰어링 대여소 수는 주민등록인구수, 사업체 수, 종

사자 수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비슷한 양상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나 카셰어링 대여소의 경우가 일반 자동차 대여업

체보다 사업체 수, 종사자 수와의 상관계수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주민

등록인구수와도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자동

차 대여업체보다 카셰어링 대여소가 이용자 중심의 입지를 더 잘 실현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즉, 카셰어링은 도심 곳곳에 대여소

를 입지시키면서 ‘소규모 다지점화’의 세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냈고 수

요를 보다 정확하게 흡수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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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단기 이용 목적을 위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카셰어링은 

지엽적인 장소에 위치한 도심 곳곳의 주차공간에 대여소를 설치했다. 이런 

대여소들은 이용자들의 카셰어링 대여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었다. 현재 

대여소가 설치된 장소들은 누구든지 요금을 내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만이 

목적인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체, 공공기관/시설, 거주

자, 숙박시설, 기타 주차장으로 이 둘의 비율이 비슷하다.

이런 주차장들 중 전용주차장이 아닌 장소들은 남는 주차공간이나 사용하

지 않고 비어있던 공간을 상품화시켜 카셰어링 대여소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5-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전용주차장이 아닌 공간들은 공유경제의 측면에서도 부합하는 공유

공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5-2] 주차공간의 상품화를 통한 대여소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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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의 결과, 카셰어링 대여소의 입지 가능 지역은 굉장히 넓어졌

다. 그리고 입지 가능 지역이 넓어지면서 확산된 대여소들은 잠재수요를 흡

수하였고 일반적인 자동차대여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이용자 중심의 입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작은 공간의 상품화를 통한 대여소들의 네트워크는 새로운 산업인 

카셰어링을 성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도움을 받아 ‘소규

모 다지점화’라는 지리적 공간의 이용 방식이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매장 안에는 공간이 없는 소규모 테이크아웃(take-out) 프랜차이즈들

의 입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 역시 ‘소규모 다지점화’를 통하여 

지대는 줄이고 프랜차이즈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지리적 공간 이용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작은 주차공간의 상품화

를 통한 대여소화는 빈 공간과 작은 주차공간이라도 필요에 따라 상품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작은 공간 이용의 기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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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과 카셰어

링 대여소들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도시 곳곳에 분산되어 있다는 공간적 

현상을 포착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카셰어링은 최근 부상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인 ‘공유경제’의 흐름에 발맞추어 자동차를 공동으로 나누어 사용하

는 서비스로 조명을 받고 있다. 공유경제는 전통 자본주의 경제의 부작용과 

환경적 편익, 정보공유의 확대, IT플랫폼 기반의 경제적 효율성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여러 학자들은 공유경제를 ‘협력적 소비’, ‘가치’, ‘시스

템/네트워크’, ‘한계비용’의 측면에서 바라보았고 공유경제의 성장과 확

산에는 정보통신기술이 촉매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은 유휴자산이나 비생산적 자본을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플랫폼을 만들어 거래비용을 낮추어 주고 

정보 전달을 도와 비대칭정보 문제도 해소시키면서 공유경제의 가치 형

성과 촉진, 확산에 영향을 주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였다. 카셰어링 산업

은 이런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이용하면서 성장하는 공유경제 산업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유경제 산업으로 대두되는 

카셰어링의 시간적, 공간적인 특징을 알아보면서 카셰어링 운영의 작동

원리를 이론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카셰어링만

의 독특한 특징으로 판단되는 공간적으로 분산된 대여소가 어떤 과정을 

통해 상품화되는지 밝히고 그 결과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목

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카셰어링은 한 대의 차량을 다수의 사람이 공유하면서 함께 소비하

는 ‘협력적 소비’를 하고, 공유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목

적으로 차량을 공유하는 대여업이다.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

해 이용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차량대여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제공하는데 드는 ‘한계비용’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

은 측면에서 카셰어링은 공유경제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카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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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은 대여소들을 관리,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정보통

신기술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해 대여소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해주고, 스마트키와 전자결제 기술을 사용하여 무인으로 모

든 대여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시간과 공간 이용 변화의 측면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분석하여 

카셰어링 운영의 작동원리를 파악하였다. 카셰어링은 차량을 대여한다는 점

에서는 자동차대여업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작동과정을 분석해

보면 차이가 있었다. 시간 이용 변화의 관점에서 카셰어링은 대여시간을 잘

게 분할하여 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용자들은 단기

간 대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단시간 이용 목적인 여가/오락/친교/모임, 쇼

핑, 업무, 출 ․ 퇴근/등 ․ 하교를 위한 대여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의 

단기 이용자들은 차량을 대여하러 가는 시간이 적어야만 했다. 이 점에서 

카셰어링은 대여소의 입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공간 이용 변화의 관점

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본 결과, 기존의 일반적인 대여업체들은 교통이 편

리하여 사람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하여 대규

모로 입지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카셰어링 서비스는 지엽적인 공간에 위치한 

도심 곳곳의 주차공간에 작은 규모로 대여소를 설치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걸어서 대여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대규모 소지점화’였던 자동차대여업의 입지가 ‘소규모 다지점화’

의 입지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카셰어링은 단기대여, 지엽적인 

공간에 입지한 대여소, 정보통신기술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작동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카셰어링의 작동 요소이자 차별화되는 

점은 지엽적인 장소에 소규모로 위치한 대여소들이었다. 한마디로, 공유산업

의 하나인 카셰어링 운영의 작동원리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

동안,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입지한 대여소에서, 이용자들이 차량을 대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카셰어링 운영의 작동원리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여소 입

지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작은 주차공간이 상품화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알아보았다. 카셰어링 대여소가 입지한 장소들의 특징을 살펴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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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반 정도는 누구나 비용을 지불하여 주차를 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인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특정한 사람들(해당 주

차공간을 보유한 장소를 이용하는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었다. 

누구든 걸어서 대여소에 접근이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카셰어링은 대여

소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전용 주차장이 주변에 없는 지역은 새로운 주차장

소를 대여소로 편입시켜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버려지고 아무 의

미가 없던 공간이나 해당 공간의 이용객들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던 작은 주

차공간이 월 주차료를 받으며 임대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주차공간 역시 공유경제의 네 가지 측면(협력적 소비, 가치, 시

스템/네트워크, 한계비용)을 충족하는 공유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카

셰어링은 공유경제의 틀 속에서 차량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공간도 

공유하여 이용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카셰어링 대여소는 최소 1대의 차

량만 주차를 할 수 있어도 되었기에 숙박시설,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매

장, 음식점, 상가, 쇼핑몰 등 거의 모든 곳의 주차면이 잠재적 대여소 입지 

가능지역이 되었다. 이와 같이 증대된 입지 가능 지역에 현재 입지하고 있

는 카셰어링 대여소 수와 일반적인 자동차 대여업체 수를 행정동 단위로 수

요 인구 변수들과 상관분석을 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카셰어링 대여소가 

수요를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카셰어링은 작은 

주차공간의 상품화를 통해 해당 공간들을 대여소로 만들어 지엽적인 장소에 

위치한 도시 주차공간에 대여소를 입지시킬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잠재수요

를 흡수하고 이용자 중심의 입지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및 관련 인식 조사 보고서(마크로밀엠브레인, 

2015)에 따르면 ‘카셰어링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60.4%가 동

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자동차 구입비, 유지비 등의 절

감’, ‘주차난 해소’, ‘교통체증/혼잡을 개선’ 등의 이유가 가장 많았

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미 카셰어링 서비스의 긍정적 효과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카셰어링 이용 후 

‘보유차량의 처분’, ‘차량구매의 연기’ 비율이 30.6~51.0%로 나타났

고 카셰어링 1대 당 승용차 대체효과는 7.1~16.8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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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김점산 외, 2015). 이처럼 승용차 증가를 억제하고 이동의 자유와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대중교통 활성화, 주차장 부족 해소 등

에 기여하는 카셰어링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파악한 카셰어링 운영의 작동원리에서 나타난 공간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여소 설치에 제도적 지원을 가한다면, 카셰어링이 기

존의 대중교통을 보완하면서 준대중교통으로서 택시와 함께 탁월한 도시 교

통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추가로, 카셰어링은 단시간, 단거리 이용을 하고 인근에 대여소로 만들 

주차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셰어링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는 지역은 도

시지역으로 특정된다. 따라서 교통이 혼잡한 대도시에서 불법주차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복잡한 도심지역의 주차공간을 카셰어링 전용으로 바꾸는 노력

이 수반된다면 도심 내 주차문제와 교통 혼잡을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도시 주차문제와 교통 혼잡을 해결하려하는 대도시와 도시

를 계획하는 단계의 제3세계 국가의 경우, 카셰어링을 도시 교통수단 중 하

나로 인지해 성장시킨다면 도시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이유로 각 도시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시 정책적, 계획적, 개발적 

논의에 본 연구가 이론적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실

제 이용 데이터 구득이 어려워 카셰어링 이용자들의 통행과 대여소의 지리

적 입지 또는 공간적 차이, 최적 대여소 입지와 같은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

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아직 국내에서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시작된지 5

년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시

간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셰어링은 새롭게 

등장하여 성공하고 있는 도시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도시교통의 새로운 연

구 소재이며 ‘세분화된 이용자들의 통행패턴 분석’, ‘대여소들의 입지를 

통한 공간적 특징’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할 수 있는 현상임은 확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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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pace-Time Characteristics 

of Car-Sharing Industry

: A Combination of Sharing Economy and ICT

LEE, SEUNGHOON

Department of Geogra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 of this thesis is to evaluate Car-sharing. The 

car-sharing industry uses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within the sharing economy paradigm. Car-sharing 

usage is also growing dramatically by distinctive space-time use 

when compared with the normal rental car industry. The purposes 

of this thesis are below:

(1) Founding a theoretical operating mechanism of car-

   sharing after analyzing space-time characteristics.

(2) Analyzing the processes and results of the 

   commodification of parking spaces which are located 

   geographically widespread in cities, and investigating 

   how ‘sharing’ is applied in the car-sharing industry. 



- 113 -

This thesis starts by looking into scholars’ opinions of the 

sharing economy and mode of transaction in the sharing economy. 

It also investigates existing research of ICT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and spreading the sharing economy. 

This thesis defines car-sharing as a sharing economy industry 

within the framework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Value,’ 
‘System/Network,’ and ‘Marginal cost.’

From the perspective of time use change, car-sharing 

divides leasing time and allows a consumer the option of renting a 

car for as little as 10 minutes. This brings about space use 

change, because short term rental car users will not travel long 

distances. Thus, car-sharing facilitates the creation of small-scale 

car rental centers all over a city from the perspective of space use 

change. Car-sharing largely uses ICT to manage and maintain a 

rental center, so it can be more convenient for the car-sharing 

users. Combined, car-sharing is systematically operated by 

short-term rental, dispersed located rental centers, and IC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operating mechanism for 

car-sharing is the location of car rental centers. Half of car 

rental centers are located in fee based parking lots, the other half 

are located in private parking lots with dead space. To use 

exclusive parking lots, car-sharing should commodify these 

parking spaces by paying fees at a company level. In this process, 

car-sharing is not only sharing the cars but also sharing the 

spaces. As a result, car-sharing’s potential car rental center sites 

increase. Furthermore, by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ar rental 

center locations and demand population, the dispersed locations of 

car rental centers absorb potential demand and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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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oriented locations.

Contribution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1) By 

establishing the theoretical operating mechanism of car-sharing 

and by focusing on space-use change, this thesis applies a 

geographical viewpoint into car-sharing research, (2) By space 

commodification of small parking spaces and dead spaces, it shows 

that even small spaces and dead spaces can be commodified. As a 

result, it suggests the new viewpoint of creating the opportunity 

of using small spaces and dead spaces.  

keywords : Car-Sharing, Sharing Economy, ICT, 

            Space Commodification, Mechanism

Student Number : 2014-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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