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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버는 차량 공유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 세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제도 안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플랫폼의 선두자인 우버는 많은 해외 국가에 진출하며 

기존 택시 산업 및 각 나라별 제도에 막혀 다양한 이슈를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우버는 이와 같은 제도의 공백을 활용하여 여러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확장을 한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우버의 사례는 연구할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버가 성공적으로 진출한 국가들의 제도적 

환경 특성 및 우버의 대응방법을 분석하고, 해외 진출에서 우버의 

성공적 성장에 현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성공적인 해외 진출의 기준을 각 국가별 진출 도시 

수로 측정한다. 또한, 각 국가별 제도적 환경 특성과 이에 대한 우버의 

대응방법 분석을 정형화된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음으로 사례 연구를 

통하여 분석한다. 

우버가 성공적으로 진출한 미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인도를 

분석한 결과 5개 국가는 공통적으로 지리적 면적이 넓고, 우버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인 우버 X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우버가 해외 진출을 할 

때 가장 많이 직면하는 제도적 환경 특성들은 안전 문제, 법적 규제, 

국가적 특성, 택시 산업과 정부 사이의 갈등으로 4가지 카테고리로 

나타났다. 우버는 다양한 서비스 및 IT 기술을 활용하여 드라이버와 

사용자의 보안 및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택시 산업과 정부 사이의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우버에게 

유리한 제도적 조건으로 변하도록 이끈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버가 성공적으로 진출한 나라에서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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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X 뿐만 아니라 각 나라 및 도시의 특성에 알맞게 변형시킨 다양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화 전략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적 

특성에 알맞게 운영하며 우버 서비스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구축하여 

지역 상생을 이끌어낸 현지화 전략이 성공적인 해외 진출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버 해외 진출 사례를 분석하여 

차랑 공유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의 특성 및 대응 방법을 파악하였다. 또한,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들에게는 현지화 전략을 통한 국가 및 지역과의 상생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것을 제언한다. 

 

주요어 : 우버, 해외진출, 제도적환경, 대응, 현지화, 전략 

학   번 : 2017-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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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주제와 목적 
 

전 세계적으로 여러 이슈를 몰고 다니며 해당 국가의 규제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우버는 사실 규제 덕분에 탄생하고 성장한 

기업이다. 대한민국에도 대표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 플랫폼인 ‘타다’의 

등장으로 정부 및 기존 택시 산업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 발생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들이 자살하고,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 VCNC의 박재욱은 여객 사업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당하며,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규제의 변화를 만들며 상당한 

이슈가 나타났다. 

특히 차량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서도 우버는 선두 주자로서 

다양한 국가와 도시로 해외 진출을 진행하며 유독 많은 마찰을 겪고 

있다. 차량 공유 플랫폼의 경쟁 산업인 기존 택시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며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정부가 면허제, 차량 공급량 또는 

운영차량 수 제한 등의 사전 진입 장벽을 높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구조를 만들어 내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러나, 우버는 각 국가의 기존의 규제 체계의 틈 ‘규제 공백 

(regulatory vacuum)’에 침투하였다. 이러한 규제 공백을 이용해 

빠르게 시장에 침투하고,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를 기반한 

경쟁자 봉쇄 전략을 사용하였다. 사업 초기의 우버는 타 혁신적인 

비즈니스 대비 유독 공격적인 행보를 이끌어갔다. 규제 당국과의 논의나 

기존 택시업계와의 협업을 택하기보다는 ‘선(先) 시장 진출, 후(後) 



 

 ２ 

규제 대응’이라는 우버의 선택은 결국 규제 당국들과 무수한 갈등과 

충돌을 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규제 공백을 채우는 대응 방안이 각 

국가별로 상이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우버는 하나의 도시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경제의 규모 덕분에 

진출한 국가 내에서는 급격히 성장하는 현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특성을 가진 해외 시장에서 우버가 성공적으로 

진출한 국가들의 제도적 환경 특성과 우버의 대응방법을 살펴보고, 

현지화가 우버의 성공적 해외 진출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구성 

 

이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연구를 수행하게 된 목적, 연구 구성, 질적연구인 사례 연구 

방법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사례를 통해 우버, 우버의 해외 진출, 해외 

진출에 성공한 대표 나라들의 제도적 환경 특징과 이에 대한 우버의 

대응 방식을 분석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본 사례연구의 요약 및 결론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 3 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차량 공유 플랫폼 기업인 우버의 해외 진출 사례연구로서 

통계기법을 활용하는 양적 분석 방법이 아닌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우버 홈페이지 자료, 각 국가의 정부 부처 사이트 자료, 국내외 신문 

기사 및 잡지, 학술 논문 및 보고서, 플랫폼 관련 책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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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자료를 활용한다. 각 국가별 제도 환경적 특성이 다르며 이에 대한 

우버의 대응을 정형화된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음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도시 진출 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도시에 

진출한 국가 5개를 우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제도 환경적 특성들과 우버의 대응방법, 현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 2장 우버 사례 

 

 

제 1 절 우버 

 

2008년 12월 유럽 최대 웹 컨퍼런스‘르웹(LeWeb)컨퍼런스’에 

참석하였던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Travis Kalanick)과 가렛 

캠프(Garret Camp)가 교통이 불편한 프랑스 파리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장시간 기다리던 중 ‘버튼 클릭 한 번에 택시를 호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를 실행에 옮겨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한다. 창업자 트래비스 카라닉과 가렛 캠프는 2009년 3월 회사를 

설립하고, 2010년 7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출시한다(Lashinsky, 2017).  

우버는 기존의 택시산업을 발전시킨 차량 공유 서비스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다양한 보완재를 통해서 고객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이다. 보완재란 플랫폼에 연결되어 고객에게 특정 혜택을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뜻한다(송재용 외 12, 2017). 플랫폼 

생태계는 생산자, 소비자, 공급자, 소유자로 구성된다. 우버는 생산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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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 소비자인 고객 사이에서 정보교환과 상호작용을 창출하여 

경쟁우위를 가진다(Van Alstyne, Parker, and Parker, 2016). 

우버는 택시 기업에 소속된 운전기사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기존 

택시산업 B2C(Business to Consumer) 모델에서 개인 운전자와 개인을 

연결해 주는 P2P(Peer to Peer) 모델로 변화하였으며 스마트폰의 앱이 

공급자 역할을 한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예약할 수 있고, 

GPS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경로와 예상 대기 시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가격 지불도 앱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요금 견적서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에 대한 피드백도 남길 수 있다(Bernadette, 

2014). 이처럼 우버는 기존 택시를 이용할 때 승객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였던 바가지요금, 대기 시간, 결제 시스템을 정보통신기술(ICT) 

결합으로 보완하고 나은 서비스를 승객에게 제공한다.  

 

<그림1> 우버의 플랫폼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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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의 차량 서비스 형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개인 운전자들이 운영하는 우버 X(1~4인용), 카풀 서비스 

Pool(1~2인용), 우버 XL(1~6인용)이다. 둘째, 프리미엄 고급 차량을 

제공하는 Black(1~4인용), Black SUV(1~6이용)이다. 셋째, 기타 

서비스인 WAV(휠체어 이용 가능 차량), Lux(리무진과 같은 고급 

자동차), Taxi(현지 택시), ESPAÑOL(스페인어 사용 운전자), Assist 

(교통약자 도우미), MOTO(오토바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국가별로 명칭과 서비스 규정은 다르게 적용된다.  

 

제 2 절 우버 해외 진출 

 

우버는 2011년 12월 프랑스 파리에 진출을 하면서 첫 해외 진출을 

시작한다. 우버는 2013년 30개국, 2014년 44개국, 2015년 57개국에 

진출한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우버는 전 세계 68개국, 807개 

도시에 진출하며 해외 진출 국가 및 도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Uber Newsroom, 2019). 우버는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각 

나라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출을 확장해 나아간다. 특히, 2019년에는 

1개의 도시에 진출 한 22개의 나라 중 16개 나라는 수도를 첫 진출 

지로 선정하였으며 그 비율이 72%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버의 해외 진출 성공의 기준을 진출 도시 수를 

측정하여 판단한다. 우버의 해외 진출 국가 및 도시 수는 아래 <표 

1>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특정 일부 국가에 집중적으로 많은 진출 도시 

수를 가지고 있다. 미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인도 Top 5개 나라에 

진출한 도시 수는 517개로 전체 68개국의 810개 도시 중 63.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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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버 해외 진출 국가 및 도시 수 

우버 해외 진출 국가 및 도시 수  

대륙 나라 도시 수 

북아메리카 

(2개국) 

캐나다(Canada) 19 

미국(United States) 263 

남아메리카 

(16개국) 

멕시코(Mexico) 51 

아르헨티나(Argentina) 3 

볼리비아(Bolivia) 2 

브라질(Brazil) 129 

콜롬비아(Colombia) 12 

코스타리카(Costa Rica) 3 

칠레(Chile) 19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5 

에콰도르(Ecuador) 3 

엘살바도르(El Salvador) 3 

과테말라(Guatemala) 2 

파나마(Panama) 1 

온두라스(Honduras) 1 

파라과이(Paraguay) 2 

페루(Peru) 6 

우루과이(Uruguay) 2 

유럽(23개국) 

오스트리아(Austria) 5 

벨기에(Belgium) 3 

크로아티아(Croatia) 2 

체코(Czech Republic) 1 

덴마크(Denmark) 1 

에스토니아(Estonia) 1 

필란드(Finland) 1 

프랑스(France) 20 

독일(Germany) 6 

그리스(Greece) 1 

아일랜드(Ireland) 1 

이탈리아(Italy) 5 

네덜란드(Netherlands) 2 

노르웨이(Norway) 1 

폴란드(Poland) 8 

포르투갈(Portugal) 4 

루마니아(Romania) 5 

슬로바키아(Slovakia) 1 

스페인(Spain) 21 

스웨덴(Sweden) 3 

스위스(Switzerland) 5 

우크라이나(Ukrain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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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United Kingdom) 20 

아시아 

(9개국) 

한국(Rep of Korea) 3 

방글라데시(Bangladesh) 2 

홍콩(Hong Kong) 1 

인도(India) 37 

일본(Japan) 14 

마카오(Macau) 1 

파키스탄(Pakistan) 8 

스리랑카(Sri Lanka) 1 

대만(Taiwan) 5 

아프리카 

(8개국) 

이집트(Egypt, Arab Rep.) 8 

가나(Ghana) 2 

케냐(Kenya) 2 

모로코(Morocco) 1 

나이지리아(Nigeria) 3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5 

탄자니아(Tanzania) 1 

우간다(Uganda) 1 

오세아니아 

(2개국) 

호주(Australia) 37 

뉴질랜드(New Zealand) 11 

중동 

(8개국) 

바레인(Bahrain) 1 

이스라엘(Israel) 1 

요르단(Jordan) 1 

레바논(Lebanon) 1 

카타르(Qatar) 1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9 

터키(Turkey) 1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2 

총 68개국, 810개 도시 (2019.11.28 기준) 

출처: 우버 홈페이지 (www.ub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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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버 해외 진출 국가지도 (2019.11.28 기준) 

 

출처: 우버 홈페이지 (www.uber.com) 

 

본 연구는 가장 많은 진출 도시 수를 가진 미국(263개), 

브라질(129개), 멕시코(51개), 호주(37개), 인도(37개) 순서로 각 

국가들의 제도적 환경 특성을 분석하고 우버가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지를 다양한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기본 차량 서비스 종류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성공적인 

해외 진출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절 대표 사례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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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면적 9억 8,315만 1,000ha (세계 3위), 인구 3억 2,906만 

4,917명(세계 3위)이다(국가통계포털, 2019). 미국은 50개 주와 1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로서 연방헌법 이외에도 각 주는 개별적인 

주 헌법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우버가 창립되고 가장 먼저 시행된 

나라이지만, 각 주마다 다른 법의 규제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우버에 대한 기존 택시 산업의 반발이 심하고, 

많은 갈등을 가진 주의 사례들을 선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캘리포니아 주 

캘리포니아 주 공공시설위원회(CPUC,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2013년 9월 최초로 우버를 택시 사업이 아닌 

교통네트워크회사(TNC,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라는 

새로운 범주의 서비스 산업으로 인정하고 합법화한다(CPUC, 2019). 

대신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FMTA)은 택시 산업의 

반발을 상쇠 시키기 위하여 2015년부터 매년 1000달러의 택시면허 

갱신 비용을 면제해 준다(Flores, 2017). 이처럼 캘리포니아 주에서 

우버는 운송업이 아닌 다른 범주로 인정받으며 합법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2019년 우버 운전자들의 노동법이 갈등의 요소로 등장한다. 

우버는 소속 운전자들을 프리랜서 신분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지만, 

2019년 9월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은 우버의 운전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 법안 제정으로 

인해 우버 운전자들은 피고용자로 인정하게 되어 최저임금과 실업보험 

등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버 CEO는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유로운 시간과 유연성을 선호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다른 일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주 의회와 협력하여 급여 

보장, 유급 휴가와 같은 특정 혜택을 제공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 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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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운전자 협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분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보호되는 다른 방안을 제안한다(Kevin, 2019). 더욱이 우버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Tony West는 AB-5로 알려진 이 법안에 의거하면 

주정부의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우버는 현재에도 위 상황에 대해 법적인 대응, 캠페인, 로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다(Sara, 2019). 

 

뉴욕 주 

미국 내에서 우버가 큰 갈등을 겪은 도시 중 하나가 뉴욕이다. 

2015년 처음 진출할 당시 뉴욕 주는 차량 공유 서비스 합법화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우버의 등장으로 뉴욕의 기존 택시 택시면허 

가격은 100만 달러 (약 11억 1850만 원)에서 20만 달러 (약 2억 

2370만 원)으로 급락했다. 또한,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린 드라이버 6명이 자살을 하였다.  

결국 2018년 8월 뉴욕 주의회는 차량 공유 서비스 때문에 뉴욕의 

교통 혼잡이 늘었다는 이유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신규 면허를 

1년 동안 발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Emma, 2018). 1년이 지난 2019년 

8월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 협회(TLC)는 신규 면허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고 뉴욕 도로에서 허용되는 공유 서비스 승용차 수를 제안하는 

법안을 요구했다. 뉴욕 주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기한 연장과 규제 

강화를 시행했다. 또한, 우버는 드라이버에게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우버는 이와 같은 규제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철회를 요청하며 뉴욕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Sara, 2019). 이처럼 뉴욕에서는 기존 택시 산업의 저항이 

커지면서 우버가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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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2019년 우버 탑승을 위해 기다리던 

21세 사만다 조셉슨(Samantha Josephson)은 우버 기사로 가장한 

24세 Nathaniel David Rowland에 의해 납치되어서 사망한다. 이 

사건으로 지역 사회에서 우버 사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급 부상하였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학생들은 우버를 사용할 때 운전자의 이름, 

자동차 번호판, 제조사, 모델을 꼭 확인하고 탑승하도록 안전 캠페인을 

신문 및 광고를 통해 널리 알린다(Jack, 2019; Adeel 2019; Danielle, 

2019).  

 

매사추세츠 주 

2016년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미국 주정부 최초로 우버에 세금을 

부과한다. 승객이 우버를 이용해 승차할 때마다 20센트(약 23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한다. 20센트 중 5센트(약 60원)를 기존 

택시업계 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 10센트는 매사추세츠 주와 5센트는 

주 운송 기금에 사용된다. 택시 산업 보조금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만 부과된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사용되는 차랑 공유 

서비스가 한 달에 250만 건 이상이기 때문에 연 100만 달러(약 11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David, 2016). 우버는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메사추세츠 주에서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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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 우버 차량 서비스 유형 및 진출 도시 수  

번호 서비스 도시 수 

1 Uber X 262 

2 Uber XL 247 

3 Black 2 

4 Black SUV 2 

5 Black Car Seat 1 

6 Black SUV Car Seat 1 

7 LUX 3 

8 LUX SUV 3 

9 Taxi 7 

10 Taxi SUV 1 

11 Comfort 92 

12 Pool 6 

13 Uber X Car Seat 1 

14 Uber XL Car Seat 1 

15 WAV 15 

16 Select 48 

17 Select XL 1 

18 Assist 8 

19 VIP 1 

20 X Diamond 1 

21 Española 7 

22 Military 1 

23 Wine 1 

24 Wine XL 1 

25 UBER Pet 5 

26 Premium 5 

27 Premium SUV 4 

28 Airport Pick up 68 

미국 : 총 28개 차량 서비스 (2019.11.28 기준) 

출처: 우버 홈페이지 (www.uber.com)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는 서비스는 우버 X이다. 현지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변형된 서비스를 살펴보면 멕시코 국경과 가까운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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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o와 캘리포니아 주의 Modesto, Inland Empire와 같이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하는 도시에서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운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와인 농장과 창고가 많은 Santa Barbara에서는 와인 농장을 방문할 

수 있는 차량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버 운전자는 승객들이 와인 농장을 

즐기는 동안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며 다시 안전하게 목적지로 

데려다준다. 이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제공된다(Uber Blog, 

2018; Elaine, 2019). 

애완동물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 반려동물로 생각하는 

미국의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우버는 2019년 10월 16일 

애완동물을 데리고 탑승할 수 있는 Uber Pet을 제공한다. 가격은 우버 

X와 동일하며 $2의 예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강아지, 공양이, 토끼, 

거북이, 햄스터, 새장 안에 넣은 새, 플라스틱 봉지와 어항에 넣은 

물고기 중 1가지를 기본으로 함께 탑승할 수 있다 Kirsten, 2019; Uber 

Pet). 

Uber Military는 2018년 11월 9일부터 Davis-Monthan Air 

Force 캠프가 있는 Tucson 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군사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DBIDS(Defense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에 인증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버는 이를 충족하는 기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Uber 

Military, 2018).  

우버는 2019년 7월 뉴욕에서 헬리콥터 서비스를 이용한 

택시서비스를 시작한다. Uber Copter를 이용하면 평일 오후 2시간 이상 

넘게 걸리는 뉴욕 맨해튼 남부 휴스턴 근처 헬기장과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을 8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 Uber Copter는 

최상위 2개 등급인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 등급 회원만 이용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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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가격은 약 200달러 (23만 6000원)이다(Matt, 2019).  

 

2) 브라질 

2014년 우버는 브라질에 처음 진출하였다. 브라질은 면적 8억 

5,157만 7,000ha(세계 5위), 인구 2억 1,104만 9,527명(세계 6위)로 

많은 잠재적 고객 수를 가진 국가이다(국가통계포털, 2019). 특히 

브라질은 우버 해외 진출 국가 중 본국인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129개의 도시에 진출을 성공한 나라이다.  

브라질의 1인당 GDP는 8,920달러(세계 64위)로 아직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 낮아 높은 사향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버는 메모리가 적은 스마트폰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낮은 버전의 우버 앱을 개발한다. 또한, 교통수단이 제한적이고 자동차 

소유율이 낮은 빈민가 지역의 지도자 및 거주자들과 협력하여 교회 및 

공립학교를 포함한 가상의 픽업 지점과 벤치를 설치하고 Wi-fi를 

제공하여 슬럼가 지역의 고객들도 안전하게 우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통합 프로젝트를 제공한다(Fabiola, 2019). 

우버는 2019년 12월 브라질 우버 운전자와 고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행할 때 차량 내의 상황을 녹음할 수 있는 새로운 오디오 

기능을 앱에 제공할 예정이다(Sara, 2019).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기록은 암호화되며 라이더와 운전자는 오디오에 직접 접근할 수 없으며, 

우버 고객지원 팀과 법 집행 공무원에게는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Aliya, 2019). 

브라질은 개발 도상국으로 아직 대다수의 고객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2016년 7월 이후 

브라질에서 우버는 주요 결제 수단으로 카드 대신 현금결제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금을 받은 운전기사들이 공격을 받는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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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였다(Steve, 2017). 2017년 2월 9일 우버 운전기사 Osvaldo 

Luis Modolo Filho(52세)가 현금을 노린 10대 부부 승객에 의해 

살해되고, 그 이후로도 6건의 우버 운전자 살인사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강도 사건이 10배 증가했다. 우버는 차량 탑승객이 

현금으로 결제할 때도 사회보장번호를 제시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현금결제를 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했다(Stephen and Brad, 2017). 

우버는 안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결제 수단의 발전을 위해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운전기사와 승객의 안전 향상을 위한 세계 최초 

우버 기술 개발 센터를 브라질에 건설하기로 결정한다(Marcelo, 2018). 

또한, 2019년 10월 20일 금융 서비스 전담 조직인‘우버 머니’를 

신설하여 우버 기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우버 머니로 지급하며, 현금 

사용자들도 흡수하여 그동안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돼 있던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기로 한다(Hugh, 2019).  

그러나, 차량 공유 산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택시산업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브라질 정부는 차량 공유 산업 운전자들이 일반택시 

운전자들과 같이 영업용 차량 번호판 부착과 영업차량의 소유를 

의무화한다는 강력한 규제 포함한 법안 상정하였다. 우버 CEO 다라 

코스로샤히(Dara Khosrowshahi)는 규제안 가결을 막기 위하여 

브라질에 상주하며 브라질 정부와 상원 의원들에게 50만 명이 넘는 

우버 운전자들이 대량 실직을 겪게 될 것이며, 브라질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점들을 강조하며 설득한다. 그 결과 상원 표결에서 

원안이 폐기되고 우버에게 유리하게 수정된 개정 법안이 

통과되었다(Mariell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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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브라질 우버 차량 서비스 유형 및 진출 도시 수 

번호 서비스 도시 수 

1 Uber X 107 

2 Uber XL 3 

3 Comfort 40 

4 Juntos(Pool) 8 

5 Black 8 

6 Black SUV 3 

7 BAG 2 

8 VIP 4 

9 WAV 3 

10 Airport Pick up 9 

브라질 : 총 10개 차량 서비스 (2019.11.28 기준) 

출처: 우버 홈페이지 (www.uber.com) 

 

브라질 도시들 중 가장 많은 차량 서비스는 우버 X(107개 

도시)이며, 두 번째는 우버 X 차량보다 많은 탑승인원수와 편안한 

좌석을 제공하는 Comfort(40개 도시)이다. 트렁크가 큰 차량인 BAG를 

관광객이 많은 브라질의 수도 Brasillia와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의 

항구도시인 Santos 2곳에서 제공한다.  

 

3) 멕시코 

2013년 우버는 수도인 멕시코시티로 진출하였다. 멕시코는 면적 

1억 9,643만 7,500ha(세계 13위), 인구 1억 2,757만 5,529명(세계 

10위)이다(국가통계포털, 2019). 멕시코 전역에는 우버 사용자 850만 

명과 우버 기사 25만 명으로 멕시코 전역에 51개 도시에서 운영되며 

성공적으로 우버가 운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멕시코는 원래 치안이 좋지 않으며, 택시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납치되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협박하는 사건 등 안전 문제들이 

사회에 공공연하게 발생하였다. 멕시코 총재 Francisco Sordo는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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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인터뷰에서“우리는 안전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버는 운전자에 대한 광범위한 

백그라운드 심사를 거치고 앱을 통해 승객이 친구 및 가족들에게 탑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위와 같은 안전 문제를 보안한다(Nick, 

2016).  

멕시코 인구 60%가 신용카드를 연결할 수 있는 은행 계좌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보다 현금결제를 더 선호한다. 우버는 현금 운임에 

대한 긴 시간 동안 현금 결제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며 동시에 법적 

대응에 착수한다. 2018년 11월 우버의 법적 대응으로 멕시코 대법원은 

차량 공유 서비스업의 현금 운임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고 우버의 현금 결제를 받아들인다(Julia, 2018). 또한, 

2019년 7월 BBVA는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고 처음으로 멕시코 은행이 

자사의 서비스를 타사인 우버 앱에서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 서비스를 출시한다. 드라이버 파트너 카드는 Mexico City, 

Guadalajara, Merida, Monterrey, Tijuana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버 운전자는 직불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BBVA, 2019). 

2019년 5월 20일 우버는 멕시코 재무부와 차량 공유 플랫폼의 

운전자에게 부가가치세 8%와 소득세 3~9%를 원천 징수하기로 

자발적으로 합의한다. 이 법안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우버는 합법적으로 멕시코에서 운영되도록 허가되었다(Julia,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7일 멕시코시티의 소갈로 

광장에서 수천 명의 택시 기사들이 과장을 가득 메우고 차량 공유 

서비스 앱을 반대하기 위해 주요 도로를 자동차로 막는 시위를 벌였다. 

택시 기사들은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들이 세금도 내지 않고,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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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 과정 수료 및 도핑 검사도 받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며 

차량용 앱의 금지를 주장한다. 또한, 외국계 회사들이 수익의 30%를 

해외로 가져가고 세금도 내지 않는 점에 불만을 표출한다(Marco, 

2019). 멕시코 정부는 이와 같은 시위 이후 정부 공무원, 택시 운전사 

노조 대표와 함께 우버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적 틀을 

검토하여 합법적인 법규 안에서 공정한 경쟁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라고 이야기 하였다(CPI, 2019). 

 

<표 4> 멕시코 우버 차량 서비스 유형 및 진출 도시 수 

번호 서비스 도시 수 

1 Uber X 48 

2 UberX VIP 13 

3 Uber XL 4 

4 Assist 11 

5 Airport 6 

6 Airport Black 1 

7 Airport XL 1 

8 Black 3 

9 Black SUV 2 

10 Comfort 1 

11 Pool TEC 1 

12 English 1 

멕시코 : 총 12개 차량 서비스 (2019.11.28 기준) 

출처: 우버 홈페이지 (www.uber.com) 

 

멕시코의 가장 많은 도시에서 사용되는 차량 서비스는 우버 X이며,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하는 멕시코이지만 미국의 샌디에이고와 접한 

북서부 국경 도시인 Tijuana에서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운전기사를 

선택할 수 있다.  

Pool TEC는 몬테레이 고등 교육 기술 연구소 (ITESM) 및 

Tecmilenio University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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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X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대표적인 

공업 도시인 북부 내륙 지역의 Monterrey에서 제공된다. 다만 승객의 

위치로 찾아오는 일반적인 우버 서비스와 달리 승객이 공통의 지정된 

지점으로 직접 찾아가 탑승을 해야 한다(ALTONIVEL, 2018). 

 

4) 호주 

2012년 12월 우버는 호주에 진출한다(Australian Government, 

2018). 호주는 면적 7억 7,412만 2천 ha(세계 6위), 인구 2,520만 

3,198명(세계 55위)이다(국가통계포털, 2019).  

호주 정부와 우버는 가장 호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처음 우버가 진입할 때 호주 정부는 택시 산업에 끼치는 영향, 변동 

요금제 안전을 검토하여 처음부터 갈등을 최소화한다. 우버 앱에서 기존 

택시 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택시도 미터기 이외에 변동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버 승차 시 요금에서 1달러의 부담금을 

받아 5년간 약 2억 50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여 택시산업 구조조정 

지원에 사용하기로 한다(최호섭, 2019). 이처럼 우버는 호수에서 기존의 

택시산업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며 별다른 큰 갈등 없이 

운영된다. 

우버는 세계에서 3번째로 소비자 보상 프로그램인 Uber 

Rewards를 2020년부터 호주에서 시작한다. 우버 차량을 탑승하거나 

우버 Eats를 주문할 때 포인트를 얻을 수 있으며, 할인 승차권과 무료 

업그레이드와 같은 특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James, 

2019). 

그러나, 2019년 5월 호주의 택시 기사와 렌터카 사업자 6000명이 

우버로 인해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우버가 규제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호주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빅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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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소송은 호주 역사상 가장 큰 

집단 소송이다. 호주 대법원은 아직 이번 소송이 법의 이치에 맞는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우버는 서비스 불법 운영 혐의를 부인하며 

집단 소송에 강경 대응할 것을 밝히고 소송 대응 준비 중이다(홍수정, 

2019 ;Vicky, 2019). 

 

<표5> 호주 우버 차량 서비스 유형 및 진출 도시 수 

번호 서비스 도시 수 

1 Uber X 35 

2 Uber XL 14 

3 Comfort 3 

4 Premier 4 

5 Assist 14 

6 WAV 2 

7 Airport Pick up 1 

호주 : 총 7개 차량 서비스 (2019.11.28 기준) 

출처: 우버 홈페이지 (www.uber.com) 

 

호주의 가장 많은 도시에서 사용되는 차량 서비스는 우버 X(35개 

도시)이며, 노령 인구가 많은 국가적 특성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이 우버 차량 탑승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받은 운전자와 

접이식 휠체어, 보행기, 및 스쿠터를 실을 수 있는 Assist(14개 도시)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에서 제공되고 있다. 

우버는 호주 Queensland 관광청과 파트너십을 맺어 바다와 접근이 

가까운 지리적 환경을 이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 지역인 Great 

Barrier Reef를 관광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잠수함 공유 서비스 

‘scUber’를 우버 앱을 통해 2019년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등 차량 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모빌리티 확장 

시도를 하고 있다. 우버는 산호초 지역의 보호와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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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0만 달러를 기부하며, 호주 정부와의 우호적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Talib, 2019). 또한, 호주 정부는 인구 밀도와 

교통체증이 높은 수도 멜버른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소형 전기 

항공기를 이용한 우버 에어(비행 택시)를 해외에서는 최초로 2023년 

상용화 예정 중이다(Graham, 2019). 

 

5) 인도 

인도는 면적 3억 2,872만 5,900ha(세계 7위), 인구 13억 6,641만 

7,754명(세계 2위)이다(국가통계포털, 2019).  

인도 대부분 시민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현금결제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국가이다. 2015년 5월 우버 현금결제 기능은 

인도에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 결제는 

운전기사의 현금을 노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현금 지불을 원하는 고객에게 Facebook 계정을 

연결하도록 요청하여 안정성을 높인다(Dorothy, 2018). 또한, 

인도에서‘우버 머니’는 1억 명의 사용자를 가진 NCI(National 

Payments Corp. of India) 실시간 지불 시스템 UPI(United Payment 

Interface)를 기반으로 우버 운전자들이 우버 Debit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우버는 Barclays 은행과 

제휴하여 Uber 신용카드를 시작한다. 우버 차량, 음식, 자전거 및 

스쿠터를 포함한 모든 우버 서비스에서 지출을 하게 되면 Uber Cash로 

5%를 돌려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Staff, 2019). 

2015년 12월 인도 우버 운전자는 우버를 이용해 집으로 가던 26세 

여성 승객을 강간한다. 인도 법원은 우버 운전자를 범죄 위협과 납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BBC, 2015). 이 여성은 2017년 우버 회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다. 인도 정부는 강간 사건을 계기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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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에서 우버를 금지시켰으며 모든 우버 택시에 Panic 버튼을 

설치하도록 명령한다. 우버는 이와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우버는 

현지 경찰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911‘SOS’버튼을 추가하였으며, 

Ride Check 기능을 추가하여 운전자의 휴대폰 GPS를 이용한 추적 

기능 추가를 통해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모든 운전자 

범죄 경력 및 차량 문서 검토와 피드백 등급이 낮은 운전자 계정 

비활성화를 통해 우버 운전자의 선발 시스템을 강화한다(The Hindu, 

2015). 

인도에서는 개인 차량은 운송 차량 허가를 받지 않으면 우버 택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의 우버 운전자들은 풀타임으로 

일한다(Madhura, 2017). 또한, 인도 정부는 2026년 4월까지 우버의 

택시 차량 40%를 전기 자동차로 변경하도록 명령한다(Aditi, 2019). 

그러나 우버는 이에 대해 아직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표6> 인도 우버 차량 서비스 유형 및 진출 도시 수 

번호 서비스 도시 수 

1 Uber XS 1 

2 Uber XL 12 

3 Premier 25 

4 Pool 6 

5 Uber Auto 6 

6 Uber Go 31 

7 Intercity 14 

8 Go Intercity 20 

9 Premier Intercity 18 

10 XL Intercity 9 

11 Bike Share 1 

12 Uber Moto 10 

13 Premier Executive 8 

14 Go Executiv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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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Hire Go 12 

16 Hire 3 

17 Hire X 2 

18 Hire XL 4 

19 Hire Premier 9 

20 Intercity Round Trip 5 

21 Black 1 

22 Airport Pick up 1 

인도 : 총 22개 차량 서비스 (2019.11.28 기준) 

출처: 우버 홈페이지 (www.uber.com) 

 

인도에서 가장 많은 도시에서 사용되는 차량 서비스는 Uber 

Go이다. Uber Go는 기본 운임 ₹25와 km당 ₹7의 가장 저렴한 가격의 

차량 서비스로 기본 Uber X 보다 35% 할인된 가격이다. 사실상 우버 

X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Uber Go는 기본 모델인 우버 X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 Uber X처럼 일반 운전자가 제공되지만, 

차량은 Tata Indica Vista 및 Maruti Suzuki Swift 같은 저렴한 해치백 

차량이 제공된다(Hyderabad, 2014). 

오토바이 사용자가 많은 인도의 특성을 활용하여 2016년 3월 

처음으로 Uber MOTO를 Bengaluru에서 출시한다. 오토바이로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곳까지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교통 정체 문제도 

감소하고, 비용도 자동차의 10분의 1이 소요되므로 다양한 측면에서도 

이점을 가진다. Uber MOTO에는 실시간 GPS 추적, 양방향 피드백 및 

가족과 친구들에게 세부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 등 안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우버는 Uber MOTO와 더불어 자전거 공유 사업도 함께 확장할 

예정이다(Bhumika, 2018). 

Uber Intercity는 두 도시 사이를 자주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출시되었으며, 왕복 서비스 예약과 전화 예약이 

가능한 인근 시외로 갈 수 있는 서비스이다(Vish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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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 Hire는 승객 마음대로 여러 경유지를 지정하여 시간과 

거리 상으로 요금을 측정하는 서비스이다. 2시간 동안 20km 내에 

사용했을 때는 ₹649 , 4시간 동안 40 km 내에 사용했을 때는 ₹1199가 

지불된다. 통행료와 주차비용은 따로 추가된다(Uber Blog, 2018). 

 

 

제 3장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 1 절 사례 분석 

 

본 논문은 우버 해외 진출 사례 연구로 성공적으로 진출한 미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인도 5개 국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Top 5 

국가들은 모두 지리적 면적이 넓은 나라들이다. 또한, 5개 국가에서 

우버 X 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버 X는 

우버 비즈니스 구상 당시 생각하였던 기본 서비스 모델로 택시 

운전면허가 없는 일반 운전자와 고객을 이어주는 형태이다. 기존 

서비스인 우버 X 운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는 것이 성공적 해외 

진출의 기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버의 해외 진출 사례연구를 통해 차량 공유 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의 해외 진출 성공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대표 

사례들을 분석하면 우버가 직면한 문제를 크게 4가지 안전 문제, 법적 

규제, 국가 환경적 특성, 택시 산업과 정부 사이의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버는 현지 특성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보안과 안정성 같은 중요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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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활용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과 현존하는 택시 산업과 정부 

사이의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버에게 유리한 제도적 

조건으로 변하도록 이끈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제 2 절 플랫폼 거버넌스와 제도  

 

플랫폼 거버넌스는 헌법학자 로런스 레시그(Lawrence Lessig)의 

국민 국가(Nation-states) 모델로부터 빌려온 통찰에 기반을 둔다. 

레시그의 모델에서 지배 체제는 법(laws), 규범(norms), 

아키텍처(architecture), 시장(markets)이라는 4가지 주요 도구를 

포함한다(Lawerence, 1999). 우버는 차량 공유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모델과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플랫폼 

비즈니스 세계에서 설명하는 아키텍처인 프로그래밍 코드(소프트웨어)가 

새롭게 형성된 것이다. 새로운 아키텍처인 우버의 탄생은 대부분 

국가에서 기존에 있던 법적 조항과 규범에 충족되지 않았다. 제도는 

규제적, 규범적, 인지적-문화적 영역에 걸쳐서 형성된다. 제도의 

영역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제도의 범위에서 사업을 운영하려 한다(Scott, 

1994, 2008). 우버는 규범을 형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긍정적인 문화와 

기대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플랫폼의 필요성과 시장의 상생을 위하여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새로운 제도를 형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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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차량 공유 서비스 플랫폼의 현지화  

 

우버는 소비자인 승객과 생산자인 운전자 사이에 가치와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이다. 차랑 공유 서비스 플랫폼의 네트워크는 

다른 플랫폼들과 다른 형태를 가진다. 아래 <그림 3>을 보면 우버의 

네트워크와 에어비엔비의 네트워크가 확실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엔비와 같은 네트워크 모델을 가진 플랫폼의 

사용자들은 같은 지역의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얼마나 되는지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여행을 갈 다른 도시에 있는 호스트에게 관심을 둔다. 

그러나, 시카고의 우버 운전자는 시카고 내에서 태울 수 있는 승객의 

수에 관심을 두고, 우버 승객 역시 시카고 내에서 탈 수 있는 우버의 

수에 대해서만 대부분 생각한다. 이와 같은 지역적 네트워크 특성 

때문에 차량 공유 서비스 플랫폼은 로컬 시장에서 쉽게 붐을 일으킬 수 

있고, 현지화에 차별 전략을 세워야 성공할 수 있다(Feng and Marco, 

2019). 각기 다른 제도적환경을 가진 해외시장에서 우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화가 필수 요소임을 시사한다.  

 

 

<그림 3> 플랫폼 비즈니스 네트워크 예시(우버와 에어비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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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국가 및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차량 공유 서비스 형태를 제공하였을 때, 우버는 고객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지역과 함께 상승할 수 있게 되며, 높은 현지화 전략은 향후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확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제언한다. 

 

 

제 4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우버는 선(先) 시장 진출, 후(後) 규제 대응을 기본 전략으로, 

사업을 우선적으로 운영하며 이후 국가별 규제에 대응하였기 때문에 

규제의 문제와 기존 산업의 반발을 크게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지리적 면적이 넓은 국가에 진출하며 기본 비즈니스 

모델인 우버 X를 인정받은 지역에서 성공하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또한,   

운전자 및 승객의 안정성 강화, 기존 택시산업 및 정부 사이의 합의점 

도출, 국가 환경 특성의 문제해결, 법적 규제에 알맞은 대응을 하였을 

때 성공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각 국가별로 제도환경적 특성이 다르고 우버의 네트워크 특성상 

우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 현지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각 

나라의 제도에 적용되도록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현지화를 함으로써 각 

나라에서 고객층을 넓히고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으며 발전해 

나아간다. 또한, 현지화는 우버 차량 공유 서비스의 세분화를 

증가시켰다. 차량 공유 서비스의 세분화로 결국 우버의 해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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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과 전체 모빌리티 비즈니스로 확장되는 성과를 가지게 되었다. 

2014년 우버는 대한민국에도 진출을 시도했지만,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는 우버 X 서비스가 운송 법을 

어기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우버는 기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다. 

현재는 택시업체와 제휴하여 일반택시를 호출하는 택시 호출 앱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특히나 결제 역시 기존의 현금과 카드 방식으로 승객이 

운전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만약 성공적으로 

진출한 다른 국가들처럼 우버 X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면 한국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 시장은 증가하고 있으며 각 나라들도 차량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을 규제를 통해 막기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앞서 나아가는 

해외의 모빌리티 산업을 따라갈 수 없음을 제언한다.  

우버의 해외 진출 사례연구를 통해 성공한 국가에서는 규제, 규범, 

시장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버가 적절한 대응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는 택시 산업이 먼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리더들은 무반응과 공격적인 자세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존 택시 산업과 

정부의 합의점을 도출 해내면서 규제와 규범을 형성해 나아가는 사회 

리더 역할을 해야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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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se Study of Uber’s Overseas 

Expansion : focus on institution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responses, and localization. 

 

Areumi Chae 

Strategy and International Busines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Uber is a new business model offers a car sharing service platform that does not 

operate within the existing institutions all around the world. Uber which is the 

leader of car sharing service platform is facing various issues while entering 

overseas countries within the existing taxi industry and institutions. However, 

Uber's cases are worth studying because Uber has used it to expand its business in 

many countries. The research analyzes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how Uber responds to these for successful entering, and study 

how important localization is for Uber's successful growth in overseas markets. 

The study uses the number of cities entering each country as the basis for 

successful overseas expansion. Further, the research analyzes through a case study 

because each country's institution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Uber's 

response methods cannot be expressed in a structured figure. 

An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Brazil, Mexico, Australia and India, 

where Uber has successfully entered, found that these five countries commonly has 

large geographical area, and these countries are justified Uber X which is the 

Uber's basic business model.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at 

Uber faces most when entering overseas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safety 

issues, legal regulations,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conflicts between the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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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and the government. Uber is successfully operating in a country that offers 

a variety of services and IT technologies to increase driver and user safety, assists 

to solve problems between the taxi industry and the government in terms of 

economics, thereby turning them into institutional conditions favorable to Uber. 

In the country where Uber has successfully entered, there has been a great 

localization strategy that provides a variety of vehicle-sharing services that have 

been adapted to the environment of each country and city as well as the existing 

business model Uber X. The localization strategy which was suitable services in 

regional characteristics made the legitimacy and necessity of Uber services, and it 

led to regional co-prosperity which is important for successful overseas expansion. 

As a result, this research analyzed Uber's overseas expansion case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responses methods that are likely to succeed when 

car-sharing service platform firms enter overseas markets.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co-prosperity with countries and regions through localization strategies is 

important for successful overseas expansion. 

 

Keywords : Uber, overseas expansion, localization, responses, institutional 

environ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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