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i 

 

공학 박사학위 논문 

 

 

플랫폼 경제의 시대, 혁신과 공공성 

모두를 위한 공공 거버넌스 탐색: 

차량공유 플랫폼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Public Governance for both Innovation and 

Publicity in the Age of Platform Economy: Through Ride-

sharing Platform Cases  

 

2021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김   종   립  





iii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의 어려운 이유 중 하나를 한국 

공공 거버넌스의 계층적 구조에서 찾았다. 전 세계 차량공유 플랫폼의 수용 

과정은 지역 거버넌스에서의 이해 조정 과정을 거치지만, 한국에서는 정치적 

협상 대신 관료 조직이 일차적으로 수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제도와 기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진화하는 형태로 발전하는데, 특

히 제도는 기술의 사회적 수용에 큰 영향을 준다. 혁신을 수용하는 경제 제도

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며, 사회 구성원 다수를 포용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는 더 빠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공공재의 혁신을 수용하는 제도적 과정인 공공

재 거버넌스에 주목했다. 혁신을 추동하는 집단의 이해와 기존의 시장을 점유

하고 있는 이해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공재를 이용하는 소비자 전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공공 거버넌스를 포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포용적 제도를 구성하는 거버넌스의 개방성 중 정보 

수용성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었다. 계층적 구조를 가진 중앙집권적 계획기구

가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완전한 데이터를 갖지 못하는 만큼, 시장 

기구 또한 공공 시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취합할 수 없다고 보았다. 

현실 세계에서는 거래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효과가 저절로 교정되지 않

을 수 있으며, 실제 교정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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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형태를 탐구하고자 거버넌스 형태 간 개방성을 비교하고, 거버넌스 개방

성의 혁신 수용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차량공유 플랫폼이 공공 거버넌스에서 가져가는 제도 선택 권

한을 분명하게 식별한다. 공공 거버넌스에서 각 행위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을 

구분하기 위해 제도 선택 과정에 제도 분석 및 발전(IAD: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틀을 중심으로 새로운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한

국의 서울 시, 미국의 뉴욕 시, 메릴랜드 주를 각각 계층구조, 시장,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각 도시마다 차량공유 플랫폼 도입 과정에

서 각 행위자별로 주어진 제도 선택 권한을 확인했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한 분석틀로 한국에서의 우버 도입 과정을 분석하여, 한국 지역단거리유

상여객운송 거버넌스의 제도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차량

공유 플랫폼과 공공 규제 도입의 결합 조건을 확인하여 개발도상국의 차량공

유 플랫폼 수용 방식이 기존의 선진국 모델과 상이함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경

로로 차량 공유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서구 또는 동아시아 모델

이 단일한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들의 조합 조건도 개발도상국

들이 참조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또 개발도상국들은 혁신적인 플랫폼을 도입

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플랫폼 경제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한 제도 선택의 지점을 구

체적으로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연구는 첫째 플랫폼 경제를 공공이 받

아들이는 과정에서 각 거버넌스를 특징을 비교하여 시장의 요구와 공공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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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적절히 수용하는 거버넌스의 형태별 특성을 찾았다. 둘째 이 연구는 한

국 사례를 통해 계층 거버넌스에서 혁신 도입이 저해되며, 소비자의 입장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전 세계가 공통

으로 맞이하는 혁신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에게 주어진 과거의 답안지는 효과적

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플랫폼 도입 과정에

서 공공의 정당한 개입 절차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한국과 같은 계층

적 거버넌스에서는 정부 행위자 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개입시키는 제도

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에서 플랫폼 서비스가 행정력 부재

로 인해 미발전된 주요 서비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물

론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서 혁신 과정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

절히 수용하는 행정 체계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제도분석 발전, 시민 참여, 혁신 수용, 질적비교분석, 발전 경로  

학  번 : 2015-3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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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와 거버넌스 

한국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도입은 험난하다. 한국에는 차량공유 

플랫폼이 도입되지 않았다. 카풀도 도입되지 않았으며, 변형된 택시 영업 형

태인 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서비스의 도입도 사실상 무산되었다. 2021년 6월

까지 한국에서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버스와 같은 특수목적차량이 아닌 승용

차를 이용해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를 하는 것은 택시 이외에는 없다.1   

몇몇 연구를 종합하면 한국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도입이 어려운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이해관계 집단의 반대로 

인한 사회 갈등이다. 차량공유서비스, 카풀, 타다와 같은 기사 포함 렌터카 대

여서비스가 잇달아 시장 잠식을 우려한 택시 업계의 반대로 규제되었다(김수, 

2018). 대한상의(2019)는 이러한 규제 법안이 기득권을 지닌 기존 사업자의 

저항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저항으로 인해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신

산업이 허용되지 않아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

장했다. 물론 이러한 저항은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상대적으로 

신규사업자가 규제 미비의 이점을 보는 규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

                                            

 

 
1 한국에서는 택시와 유사한 운송서비스가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우버 
등장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유사 서비스가 있다. 택시 서비스는 크게 길거리영업 택시, 전화 
예약 택시, 정차 대기 택시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관광객을 위한 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
스 유사한 서비스 영역으로 규제되었다. 사륜 승용차가 아니라도 이륜차, 삼륜차 등을 사용한 
유사 영업 행위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버스나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서비스가 아닌, 지역 내 소
규모 운송을 책임지는 택시 유사 서비스를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로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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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김진영 & 최환석, 2018). 둘째,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새로운 사업의 

창출이나 기업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김진영 & 최환석, 2018). 차량

공유 플랫폼과 그 유사 서비스는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면허 중심으로 

촘촘히 규제되어 있고(김수, 2018), 이는 포지티브 규제 형태로 되어 있어 새

로운 산업이 나타나 빠르게 성장하는 데 있어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고 지적하였다(김병오 & 안영규, 2020; 임서현, 2019). 

위와 같이 한국에서 혁신 수용이 기존 사업자와 규제 때문에 안된다는 지적

이 많았지만, 단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

운 모빌리티 수용을 두고 많은 논쟁과 저항이 있었다. 세계 곳곳에서는 새로

운 모빌리티 플랫폼이 초기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에 못 미쳤다 판단되어 

최근 다시 영업이 제한되는 곳도 있다.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기업은 규제 공

백을 피해 이익을 추구하는 플랫폼 자본주의, 부스러기 경제로 다시 정의되었

다(Dubal, 2017; Morozov, 2013; Murillo, Buckland, & Val, 2017; Pasquale, 

2016; Zwick, 2018). 또 이들 기업은 정부와 과세, 서비스 공급자의 법적 정

의, 소비자 보호, 노동자 보호, 알고리즘 독점 문제 등의 문제로 인해 영국, 

프랑스,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재규제되었다(Calo & Rosenblat, 

2017; Committee on For-HireVehicles, 2018; Daugareilh, Degryse, & 

Pochet, 2019; Schaller, 2018). 

전 세계 유사 택시 모빌리티 서비스의 지역 내 수용 과정은 지역 거버넌스

에서의 이해 조정 과정, 즉 정치적 협상 과정을 거친다(Cannon & Summers, 

2014; Tzur, 2019). 공공 거버넌스에서의 혁신 수용은 기존 시장 참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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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참여자, 그리고 운전자와 같은 공급계약자와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함

께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도입은 정치적 조직이 아닌 독임제 행정부처, 즉 관료 조직이 일차

적으로 수용을 결정한다(Sur, 2014). 한국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은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지만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직접적 합의를 통

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대신 규제권자가 여론을 파악하여 자신의 재량에 따라 

규제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한국의 공공재 공급 과정이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며, 이해관계자 다수가 참여

한 열린 거버넌스가 아닌, 정부 조직의 닫힌 계층적 질서 안에서 결정될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Gereffi & Wyman, 2014; 권향원, 김성민, & 한수

정, 2017; 유재원 & 이승모,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서비스의 수용을 결정하는 공공 거버넌스를 

주목하였다. 본 논문이 다루는 사례는 모빌리티에 한정되어 있지만, 공공 거

버넌스에서는 재화나 서비스의 혁신 수용 과정에서 공공의 이해가 개입하는 

정치적 과정이 내포되어 있다 때문이다. 적절한 거버넌스가 제도화되지 않는

다면 혁신의 수용과정에서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수용을 둘러싼 갈등은 언제

든 되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학이나 행정학의 주요 연구 주제인 선거나 

의회 정치가 아닌, 혁신을 수용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공공 거버넌스의 문제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공 거버넌스의 사례로 차량공유플랫폼을 선택하였다. 차량

공유플랫폼은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유사한 서비스가 여러 기업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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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었다. 각 국가 및 지역은 자신들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제도에 맞게 

이 서비스의 도입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공공 거버넌스를 이러

한 수용 과정에 있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수평비교하기 적절하기 때문이다. 

 

 

2. 혁신에 있어 공공 거버넌스의 역할은? 

기술 혁신과 제도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 과학기술학과 혁신 연구에서 기술

과 제도, 조직은 서로 영향을 주며 공진화하며 발전한다고 보았다(Hughes, 

1993; Warschauer, 2004). 기술혁신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가 중요하고, 

동시에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Nelson & Nelson, 

2002; Nelson & Sampat, 2001).  

제도경제학에서도 제도 변화에 있어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Davis & North(1970)는 제도 변화가 세 가지 외생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제도를 조직과 사람 또는 지위 간의 경제 관계를 규율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정의했다. 개별 제도들이 모여 경제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규율하는 근본적 정치적, 사회적, 법적 기본 원칙들의 집합인 제도 환

경을 만든다. 제도를 결정하는 행동 집단들은 제도 계약을 맺어 제도에 영향

을 받은 집단들이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이러한 제도 계약들

은 리스크가 변화되거나, 거래비용이 이전되거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 때와 

같이 외생적 요인이 변화될 때 갱신된다. 이 중 거래 비용의 변화는 기술과 

깊은 관련을 맺는데, 이는 기술이 제도에 깊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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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se(1937)는 주어진 특정한 기술 조건에서 기업은 거래 비용을 최소화시

키는 선택을 한다고 보았다. 노스가 보기에 코즈의 정리는 제도의 변화를 설

명하는 가장 좋은 시작점이었다. 동시에 North & Wallis(1994)는 기술의 발

전은 생산 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재료의 구매, 생산과

정의 모니터링, 상품 판매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의 증가를 가

져온다고 보았다. Chandler(1986)는 생산 과정에서의 기술적 변화는 기업이 

새로운 기업 형태를 받아들이도록 한다고 보았다. 비록 이 전환의 과정에 많

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만 낮은 생산 비용을 달

성할 수 있다면, 기업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이다. 기업의 형태가 변화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발전해야 한

다. 금융과 거래 제도 등의 형태가 바뀌어야 하고, 이러한 변화된 제도는 새

로운 기업의 거래 비용을 줄인다.  

제도는 기술의 혁신을 사회적으로 수용하거나 제한한다. Acemoglu(2012)

는 산업혁명 과정에서 기존의 체제가 제도를 이용해 기술의 습득을 저해했던 

여러 사례를 제시한다.2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이들은 국가 흥망성쇠의 이유를 

                                            

 

 
2 오스만 투르크는 1445년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한 뒤인 1485년 이슬람교도의 아랍어 
인쇄 행위를 금지하여, 1727년에 돼 서야 처음으로 오스만 투르크에 인쇄기가 들어올 수 있었
고, 1797년까지 단 24권의 책만 인쇄하였다. 합스부르크 왕가도 합스부르크 절대주의체제를 
유지하던 무역 독점과 농노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발달을 저해하는 제도를 입안하였다. 프
란츠 1세는 전통적 엘리트 계층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농경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했
고, 1802년 빈에서 새로운 공장의 건설을 금지하였으며, 새로운 기계를 수입하고 설치하는 것
도 1811년까지 전면 금지했다. 또 그는 산업혁명의 핵심인 증기기관 철도의 부설도 반대했다. 
당시 유럽에 불던 자유주의 혁명의 전파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제1차 세계대전까
지도 여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다르게 직물 직조가 완전히 기계화되지 못하였다. 19세기 러시
아의 대응도 유사했다.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이 1세는 경제 근대화가 러시아의 기존 정치질서
를 흔들 것으로 보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1849년 모스크바의 공장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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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인 정치적, 경제적 제도의 유무로 설명하였다. 이들은 이때 혁신을 수

용하는 경제 제도가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모든 사회는 국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고 집행하는 정치×경제적 규율에 따라 

제 기능을 수행한다. 경제 제도는 교육을 받고, 저축과 투자를 하며, 혁신을 

하고 신기술을 채택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민이 어떤 경제 

제도 아래에서 살게 될지는 정치 과정을 통해 결정되며, 이 과정의 기제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제도이다(Acemoglu, 2012). 

 

다시 말해 혁신을 수용하는 경제 제도가 정치과정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

다. 그들은 대표적 예시로 남한과 북한을 제시하였다. 남한은 지배층만이 아

닌 사회 구성원 다수를 포용하는 제도를 가졌기에 더 성장했다는 것이다. 이

들은 이러한 여러 사례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보다 잘 포용하고, 이

를 잘 분배하는 제도, 대표적으로 사유재산제도를 가진 국가가 장기적으로 지

속가능한 성장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사회에 혁신을 수용하는 제도적 과정인 공공 거

버넌스를 주목했다. 공공 거버넌스에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혁신을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다. 혁신은 다면적이기 때문이다. 혁신을 추동하는 집단의 이

해와 기존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집단의 이해가 다르고, 공공의 재화를 이

                                            

 

 
철저히 통제했는데, 면직 및 모직공장과 제철소의 건설을 금지했다. 이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노동자들이 도시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 또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처럼 
철도의 건설을 반대했다. 1842년까지 러시아에는 철도가 단 한 개뿐이었으며, 그나마도 왕실 
전용의 짧은 철도였다. 1851년에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철도로 연결되었다. 이 철
도 금지 정책은 1856년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에게 참패한 뒤 재
검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0년경에는 영국과 북유럽 대부분 지역이 철도로 연결된 것
과 달리 러시아에서 철도가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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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소비자 집단의 효용도 다르며, 또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소외되는 집

단도 존재한다. 따라서 혁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혁신에서 소

외되는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포용적 제도를 구성하는 거버넌스의 개방성과 특히 거버넌스의 

정보 수용성에 관심의 초점을 맞췄다. 하이에크는 신고전주의경제학의 완전한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부정하면서도, 중앙집권적 위계 구조에서 계

획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Hayek, 1945). 그는 한 개인이 

가격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모든 정보를 알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중앙집권적 

계획 기구도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완전한 데이터를 가지지 못한다

고 보았다. 그는 중앙집권과 경쟁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세상에 

퍼져 있는 정보의 완전한 사용성을 제시했다. 기획자가 계획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없으며, 만약 모든 정보를 알아도, 기획자가 가진 한계로 인해 

편향성이 발생하여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없다. 대신 수많은 개인들이 제한된 

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없이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며 정보를 가격

기구에 전달하기 때문에, 경쟁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이에크는 결론 내렸다. 

그렇지만 가격 메커니즘이 실제 모든 정보를 취합할 수 있을까? 첫째 가격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데도 시간과 거래비용이 필요하다. Coase(1960)는 시장 

행위로 인하여 외부효과가 발생했을 때 거래비용이 없다면 사회 문제가 자연

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거래비용이 존재

하기 때문에 외부효과가 저절로 교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교정에 이르

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둘째 가격 메커니즘에 도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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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환경오염이나, 사회적 

불평등은 이를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공공재 공급이나 규제 관리를 하는 

절차에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는 가격과 공급량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만이 

아니다.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거버넌스에 시장 외부의 정보

들도 전달되어야 한다. 이런 정보는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취합되기 힘들거

나 전달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이에크의 정보 가설을 수용하지만, 정보를 효

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체계가 시장 기구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조건과 형태를 탐구하고자 거버넌스의 개방성을 비교 연구했다. 본 연구는 크

게 세 목적을 갖는다. 첫째 어떤 거버넌스가 혁신에 따라 파생되는 사회의 반

응을 잘 포용하는 조건인 거버넌스의 개방성을 판별하는 분석 프레임을 제시

하고, 둘째 이러한 분석 프레임에 따른 한국의 공공재 거버넌스의 개방성 탐

색과 개선 방안 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공공재 공급 혁신에 있어 거버

넌스 중요성의 간접적 판별이다. 이를 직접 보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에 다른 변수들과 어떤 조합이 될 때 혁신이 수용되고, 공공의 요구가 수용되

는지를 보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판단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구 선진국, 

발전국가, 개발도상국의 차량공유플랫폼 수용 조건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사적재(Private Goods) 혹은 클럽재(Club Goods)인 재화를 정

부 혹은 공공 기관이 개입하여 관리하는 재화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단거리유

상여객 서비스는 그 이용에 있어 배재성을 가져 사적재 혹은 클럽재다. 택시

를 비롯한 운송 서비스는 한 사람이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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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재화 및 서비스가 배재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에서

는 민간이 산업 전반을 규율하기 보다는 공공 규제 기관이 운송 가격과 서비

스 시장 진입과 같은 주요한 권한을 규율하고 있다(Dempsey, 1996).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택시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기 보다는 민간업자들이 법인이나 

독립계약자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클럽재처럼 민간 공급자들의 

운영 규칙을 정해 공급 과정에 개입한다. 규제기관은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과 사회적 외부효과를 이유로 공급의 규칙을 정한다(Dempsey, 

1996). 이때 규제의 핵심은 가격과 진입 규제이며, 규제기관은 규제 집행과, 

시장 참여자의 감시와 제재를 수행한다. 이때 클럽재와 같은 공공의 공급과 

다른 점은 소비자의 서비스나 재화 선택 과정을 정부가 대리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는 사적재 혹은 클럽재이지만, 정부 

주도의 공공재 관리 체제에서 관리된다. 이러한 연구 대상의 독특함에 따라 

본 연구는 클럽재는 물론 공공재 거버넌스까지 확장될 수 있다. 각국의 택시 

관리 체계는 각기 고유의 공공재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발전했다. 프랑스, 독

일, 스페인 유럽의 많은 국가와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는 계층 거버넌

스로 택시 공급을 규율한다(Comini & Pike, 2018; DeMasi, 2016). 그리고 영

미권에서 택시는 독립규제기관인 공공재위원회(PUC: Public Utility 

Commission)에서 규제한다. 공공재위원회는 정부에서 독립적인 규제 기관인

데, 이곳에는 공청회를 비롯한 공공 규제의 제반 절차에 행정부 관계자를 비

롯한 이해관계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한다. 이들 국가의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

비스 관리는 체계의 중심이 아니라, 전기, 수도, 에너지 등을 관리하는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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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체계의 일부에 속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재와 클럽재 경계에 있

는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를 다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공 거

버넌스 분석틀을 통해 서비스 혁신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 참

여 정도를 다른 국가 혹은 다른 재화와 수평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

을 대표한다. 플랫폼 경제는 전자상거래, 동영상, 게임, 모빌리티, 딜리버리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여러 산업 모두를 포괄한다. 플랫폼 경제의 

구조는 기존의 상대적으로 간결하고 폐쇄적인 단면시장 형태에서 더 참여가 

쉽고 더 개방적인 양면 시장으로 전환된다. 플랫폼은 이용자의 거래비용과 시

장 진입 비용을 절감시킨다. 그렇지만 플랫폼이 결정 권한을 독점하여 거래를 

왜곡시킬 수 있다. 둘째 디지털 기술 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서 모

든 데이터를 가진다. 이로 인해 정보의 집중으로 인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은 일국의 경계를 넘어 다

국적 사업을 전개한다. 이때 기존의 다국적 기업은 물리적인 국경을 넘을 때 

기존의 법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최근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플랫폼 경제는 

국가 및 지역 거버넌스에 소비자의 이익과 권리 보호, 공정한 경쟁 체제의 유

지, 합리적 과세의 세 가지 이슈를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플랫폼 경제

의 대표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의 공공 거버넌스와 밀접하게 연

관을 갖고 있는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경제에 따른 공공 거버넌스의 대응을 파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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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과 공공 거버넌스의 관계 탐색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논문을 세 개의 소논문으로 구성하였

다. 제2장에서는 차량공유 플랫폼이 공공 거버넌스에서 가져가는 제도 선택 

권한을 분명하게 식별한다. 차량공유 플랫폼은 공공 또는 규제기관의 제도 선

택권한을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규제 당국

은 기술 혁신 이후 불분명해진 시장 경계와 규칙 제정 권한을 재정의하고자 

하는 플랫폼의 도전에 직면했다. 공공 거버넌스에서 각 행위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을 구분하기 위해 제도 선택 과정에 Ostrom(2010)의 제도 분석 및 발

전(IAD: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틀을 적용했다. 이 틀로 제

도 결정의 층위를 헌법 선택, 집합 선택, 행동 차원으로 나누고 각 차원에서 

행위자별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참여의 범위를 Fung(2006)의 민주주의 삼차

원 좌표계로 구분하였다. 한국의 서울 시, 미국의 뉴욕 시, 메릴랜드 주를 각

각 계층구조, 시장,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 이러한 분석

을 통해 플랫폼이 집단 선택에서 대부분의 권한은 가져가며, 다른 이해관계자

들의 참여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대중

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문제를 비교적 빠르게 해결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분석틀로 한국에서의 우버 도입 과정을 분석

하여, 한국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 거버넌스의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였

다.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두고 한국에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

다.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 환경을 따라가면서도 공공을 보호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앞서 제2장에서 제시한 분석틀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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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혁신을 저해하고 사회적 대립을 발생시키는 교통 거버넌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지역단거리여객운송 거버넌스는 계층 거버넌스라는 것

을 입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의 거버넌스는 

다른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의 결과처럼 형식적 네트워크가 존재

하거나 갖춰져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새로운 시

장 참여자들은 공식적으로 협치 단계는 물론 심의/자문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는 이들이 시장의 이해당사자임을 주장하여 심의 단계에서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개입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참여하였다. 이러한 비공식 네트워크의 

활용은 투명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차

량공유 플랫폼과 공공 규제 도입의 결합 조건을 확인하여 개발도상국의 차량

공유 플랫폼 수용 방식이 기존의 선진국 모델과 상이함을 보였다. 개발도상국

에 성장 모델로 신공공관리론이나 개발국가 모델이 제시된다. 그렇지만 만약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처음 경험하는 혁신이라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서 어

떤 모델을 따라야 할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 제3장에서는 차량 공유 플랫

폼의 채택 과정을 비교했다. 플랫폼 회사는 공공 규제 기관으로부터 공공 교

통의 규제 권한을 빼앗기를 원했다. 대중 교통 공급을 담당하는 규제 당국은 

지역 여건에 맞게 다른 선택을 했다. 퍼지 집합 질적 비교 분석(fsQC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사용하여 전 세계 23개 도

시의 차량 공유 플랫폼 채택 조건을 분석하여 각 도시의 수용 경로를 파악했

다. 이 연구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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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양한 경로로 차량 공유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서구 또는 

동아시아 모델이 단일한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들의 조합 조건

도 개발도상국들이 참조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또 개발도상국들은 혁신적인 

플랫폼을 도입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림 1] 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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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차량공유플랫폼 알고리즘은 공공 

거버넌스에서 어떤 권한을 가져가는가? 

제도분석 발전을 통한 거버넌스 분석 
 

1. 차량공유 플랫폼과 공공 거버넌스 

 차량공유 플랫폼은 단지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파는 것만이 아

니다. 플랫폼은 교통 서비스의 이용규칙(Rule in Use)과 운전자의 운행 계약

에 대한 규제 권한까지 기업 내부화하여 소비자를 포함한 공공 대중에게 제시

한다. 많은 도시에서 차랑 공유 플랫폼의 사업영역이 택시와 겹쳤다. 대부분

의 도시 정부는 택시 산업의 진입, 가격, 품질을 규제한다(Dempsey, 1996; 

Rienstra, Bakker, & Visser, 2015). 그렇지만 차량공유 플랫폼 기업은 자신

들을 운송회사가 아닌 공유경제 기업 혹은 기술회사로 분류하여 기존의 법과 

규정에서 면제받으려 하였다(Cannon & Summers, 2014; Isaac & Davis, 

2014). 지역 거버넌스는 진입 기업과 기존 기업의 이해 관계와 소비자 효용

을 고려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공적 관리 방식을 결정해야 했다(Cannon & 

Summers, 2014). 

차량공유 플랫폼은 택시 서비스의 몇몇 규제 근거를 해소하고, 승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택시 서비스의 규제 근거는 경쟁 시장의 부재, 

비대칭 정보, 공급 불균형, 외부효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효용의 저하였다 

(Dempsey, 1996). 플랫폼은 경쟁 시장의 불형성, 비대칭 정보 제공, 공급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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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없앨 가능성을 가졌다. 플랫폼은 운전자 평가 시스템으로 유사 경쟁 

시장을 형성하여 비대칭 정보를 해소하려 노력하였다. 그리고 변동가격제

(Surge Pricing)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리 가격을 책정하여,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하였다(J. Hall, Kendrick, & Nosko, 2015). 그리고 우버는 택시

보다 더 좋은 운송량 효율(the Capacity Utilization Rate)을 가졌다(Cramer 

& Krueger, 2016).  

만약 기업이 다른 교통 수단에 부과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면, 이들은 여

러 책임을 방기하여 위험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대신 지역 사회가 이로 

인한 외부효과를 감당하게 되었다. 첫째, 미국에서 우버는 운전자를 노동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고 고용주-직원 관계에서 짊어져야 하는 고용의 

의무를 회피하여 우버 운전자가 위험과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

(Stemler, 2017). 둘째, 면허의 제한 없이 운행되는 차량이 플랫폼을 통해 운

영하여 도심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했다(Schaller, 2018). 플랫폼 기업은 가

격 결정과 노동 통제 방법이 담긴 알고리즘의 일상적 운영에 있어 공공의 견

제를 받지 않았다(Calo & Rosenblat, 2017).  

결국 차량공유 플랫폼 거버넌스의 문제 중 하나를 기존의 규제기관이 가진 

가격 결정과 운전자 및 차량 진·출입 권한을 내부화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규제기관은 차량공유 플랫폼 기업과 규제 관리 규칙 결정 권한을 어떻

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정리하자면 규제기관은 기술혁신에 따라 불

분명해진 시장 경계 구획과 규칙 결정 권리를 새롭게 정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 연구는 먼저 차량공유 플랫폼의 도입에 따른 거버넌스의 변화 과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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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플랫폼 기업은 전체 거버넌스에서 어떤 층위에서, 어떤 권한을 

가져가길 원할까? 이렇게 변화된 거버넌스와 기존의 거버넌스는 어떠한 차이

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거버넌스에서 규제기관과 기업 이외의 행위자들에게 

참여 권한과 정보 접근 권한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가? 더 나아가 많은 참여

자에게 더 넓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거버넌스가 있을까? 이러

한 연구질문은 차량공유플랫폼에서 플랫폼 기업이 참여함에 따라 달라지는 거

버넌스의 구조와 구성의 변화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계층, 시장, 네트워크로 행정학에서의 전통적 거버넌스 구분 방법을 

이용해 거버넌스를 나누어, 이 질문들의 답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각 

거버넌스 모드의 제도 결정 과정에 제도발전분석(IAD: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를 적용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Kiser & Ostrom(2000)

이 제시한 제도 선택 분석틀에 행위자의 거버넌스 참여 권한을 구분하기 위해 

Fung(2006)의 민주주의 참여의 삼차원계를 적용시킬 것이다. 

 

 

2. 공공 거버넌스의 세 형태 

공공 거버넌스 연구는 거버넌스 형태를 여러 형태로 나누지만, 많은 연구에

서 주로 계층, 시장, 네트워크 세 형태로 나눈다(Exworthy, Powell, & Mohan, 

1999; Klijn & Koppenjan, 2015; Meuleman, 2008). 공공 영역에서 계층 거

버넌스는 공공재 공급이나, 공급의 규칙을 정할 때 수직계열화된 정부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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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한다. 시장 거버넌스에서는 완전한 정보를 가진 합리적 행위자가 정부의 

개입 없이 수요와 공급 신호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여 사회적 평형을 

이룬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정부, 기업, 소비자 등 네트워크 안의 구성원들

이 반복적인 상호 작용을 거쳐 상호호혜적인 구조를 구축한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공 규제기관이 택시 산업을 규율하고 있다(Dempsey, 

1996). 그렇지만 공공기관이 택시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사례를 찾기는 어

렵다. 택시 사업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정부가 서비스를 공급을 제공하지 않

고 민간업자들이 법인이나 독립계약자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부는 클

럽재처럼 민간 공급자들의 운영 규칙을 정해 공급 과정에 개입한다. 규제기관

은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과 사회적 외부효과를 이유로 공급

의 규칙을 정한다(Dempsey, 1996). 이때 규제의 핵심은 가격과 진입 규제이

며, 규제기관은 규제 집행과, 시장 참여자의 감시와 제재를 수행한다. 이때 클

럽재와 같은 공공의 공급과 다른 점은 소비자의 서비스나 재화 선택 과정을 

정부가 대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독임제 기관이 택시 산업을 관리하면 계층적 거버넌

스로 분류하였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유럽의 많은 국가와 한국, 일본 등 동

아시아 국가가 계층적 거버넌스로 택시의 공급을 관리한다(Comini & Pike, 

2018; DeMasi, 2016). 

또 이 연구에서는 규제기관 거버넌스의 형태가 네트워크라면, 네트워크 거

버넌스로 분류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택시는 독립규제기관인 공공재위

원회(PUC: Public Utility Commission)에서 규제한다. 공공재위원회에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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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독립적인 규제 위원회가 주재한 공청회를 비롯한 제반 절차에 이해관계

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한다. 따라서 PUC는 계층 거버넌스와는 구분되는 네트

워크 거버넌스 구조라 할 수 있다. 공공재위원회는 유사입법, 유사행정, 유사

사법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규제 심사시에 공공재위원회의 행정직원 자체도 

심리에 다른 이해관계자와 동등하게 참여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한다. 그

리고 1970년대 이후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비자대변인 제도가 도입되

었다(Fremeth, Holburn, & Spiller, 2014; Holburn & Bergh, 2006). 연방, 주, 

카운티, 기업, 소비자, 주요 이해관계자, 소수자들이 모여 오랜 기간 공공재에 

대한 심사를 반복하면서 유용한 합의 구조와 규제 기술을 찾아냈다(Breger & 

Edles, 2000; Joskow, 1974, 1979). 뉴욕,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등에 있는 

몇몇 선도적 위원회가 규제실험을 거듭하였다(Rosebrook, 2019). 다른 주들

은 이들이 만든 성공적인 규제 기술을 모방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미국의 주 

공공재위원회 모두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주로 에너지, 물, 대중교통을 규

제한다. 몇몇 주에서는 택시도 공공 교통 수단(Common Carrier)으로서 이 

규제위원회의 관할권 안에 있다.  

택시가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거나 시장에 진출입을 하는 도시를 

시장 거버넌스로 정했다. 택시 면허제는 지대 추구 현상의 대표적 사례로 비

판을 받았고, 이에 몇몇 지역은 부분적으로 면허제를 없애거나 완화했다

(Krueger, 1974). 아일랜드 더블린이 대표적 사례였다(Weir, 2011). 1980년

대 뉴욕에서는 예약 호출 택시 서비스인 FHV(For-Hired Vehicle) 제도가 

시행되어 면허 수량 제한 없이 뉴욕 시 택시및리무진위원회(TLC: Ta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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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ousine Commission)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운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규

제 사의 빈 곳을 이용해 우버는 2011년 뉴욕에서 FHV 방식으로 운행을 시

작하였다. 우버는 형식상 FHV에 해당하기에 기존의 규제와 무관하게 운행을 

할 수 있었다. FHV의 면허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았고, 길거리 배회 운행과 

차이가 없는 형태로 실제 운행이 되었기에 우버는 사실상 그간의 뉴욕의 택시 

규제를 무력화하였다. 이는 2009년 VTC(Vehicule de Tourisme avec 

Chauffeur)3 진입 규제가 약했던 파리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뉴욕과 파리에서 

차량공유플랫폼의 운행은 진입 규제 공백을 틈타 운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

태를 이 연구는 시장 거버넌스라고 분류했다. 

이에 따라 앞서 제시한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변화시킬 수 있다. 계층, 

네트워크, 시장 거버넌스에서 각기 어떤 방식으로 플랫폼을 규제하는가? 또 

플랫폼 기업은 공공 거버넌스의 제도 결정 과정에서 어떤 권한을 가져가는가?  

 

 

3. 제도발전분석을 통한 공공 거버넌스의 변화 파악 

3.1 제도발전분석을 통한 공공 거버넌스 분석틀 제안 

제도 결정 과정에서 플랫폼이 어떤 권한을 가져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도분석발전(IAD: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를 적용

하였다. IAD는 주로 공유 자원 관리 조직의 규칙이나 이를 둘러싼 물리적 조

                                            

 

 
3 운전자를 제공하는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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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환경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행동이나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안

도경, 2011).  IAD는 차량공유플랫폼과 같은 클럽재 혹은 공공재로 확장 가

능성을 지니고 있다(Kiser & Ostrom, 2000). McGinnis (1999)는 IAD를 지

역 공공 경제(LPE: Local Public Economy)에 적용하였으며, Oakerson and 

Parks (2011)는 IAD를 자치단체에 적용하였다. Bushouse (2011)는 거버넌

스 구조를 규칙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 유형으로 정의한 뒤 IAD의 다차원성을 

토대로 교육제도를 분석하였다. LPE는 클럽재의 한 타입으로, 관할권 밖에서

는 이익에서 배제될 수 있고, 거주자들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공공재와 클럽재의 차이는 사회 문화적으로 결정된다(Ver Eecke, 

1999). 이 연구에서는 꼭 클럽재가 아니더라도, LPE와 같이 비교적 명확한 

경계를 가진 서비스는 공급의 주체와 상관없이 IAD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

다고 생각하였다(Ostrom, 2010). 따라서 공급의 주체가 계속 변화하는 택시

와 그 유사 서비스 영역에 IAD의 적용 가능성을 이 연구에서 탐색하였다. 

IAD는 거버넌스 구조의 동적 변화를 살피기 적합하다(Real-Dato, 2009). 

IAD에서는 제도를 중층적(Multi-tier)이며, 상호간섭적이라고 본다(Kiser & 

Ostrom, 2000; Ostrom, 2005). 규칙을 생산하는 의사결정층은 운영 혹은 행

동(Operation 또는 Action), 집합선택 또는 정책(Collective Choice 또는 

Policy), 헌법 선택(Constitution Choice) 등의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지며, 

상위 계층의 결정은 하위 계층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IAD를 통해 차량공

유플랫폼이 제도 선택 과정을 변화시켜 내부화하려는 권한의 정확한 층위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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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우리는 IAD를 통해 거버넌스의 결정 영역을 중층적으로 시각화하여 

거버넌스의 구역에 참여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명확히 하였

다, Bushouse(2011)는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 단위로 정책의 변이를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거버넌스 참여자는 거버넌스의 단순한 구성 요소에 머무

르지 않고, 거버넌스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거버넌스의 변화 과정과 예상되는 

변화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세분화하여 접근 가능한 영역을 시각

적으로 표현하였다.  

더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IAD에서 개개인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해 제도를 

선택할 때의 제도적 상황을 더욱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IAD의 중층적인 제도 

결정 과정이 보여주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그림1과 같은 Fung (2006)의 민

주주의 삼차원좌표계(the Democratic Cube)를 차용하여 거버넌스의 참여 정

도를 분석하였다. Kiser & Ostrom(2000)은 개별 차원마다 제도가 결정되는 

구조를 크게 정책결정권자, 정책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동체, 개인 간의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사건, 그리고 개인의 결정을 유도하는 제도적 약속, 

그리고 개개인들이 선택을 할 때의 제도적 상황으로 나눴다. IAD는 복잡한 상

황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유기적으로 연결된 흐름을 보기에 적절하지만, 거버

넌스에서 구체적 정책 결정 상황 자체를 더욱 세부적으로 확대해 보기 힘든 

면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IAD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기보다

는 IAD를 통해 분명히 구분해 주는 개개인들이 제도 선택을 할 때의 제도 상

황, 즉 거버넌스 자체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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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ung (2006)의 민주주의 참여의 삼차원 좌표계 

 

본 연구에서는 Kiser & Ostrom(2000)이 행동, 집합선택, 헌법 차원으로 

구분한 중층적 제도 결정 과정을 다음과 같이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 거

버넌스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iser & Ostrom(2000)이 행동, 집합선

택, 헌법 차원으로 구분한 중층적 제도 결정 과정을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

스 거버넌스에 적용하여, 각 거버넌스의 유형에 따라 개별 행위자가 중층적 

제도 결정 과정에서 각자 점유하는 제도의 영역을 확인하고자 한다.  

개별 행위자가 점유하는 제도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Fung 

(2006)의 민주주의 삼차원좌표계를 이차원적으로 정리하였다. 그가 제시한 

정당성과 권력 축은 직접 권한(Direct Authority), 협치(Co-Govern),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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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Advise/Consult), 의견 개진(Communication Influence), 개인 교육

(Individual Education)이었다. 이 중 실제 공공 거버넌스에 직접적 참여가 이

루어지는 앞의 네 가지 요소를 통해 참여 수단과 참여자를 구분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헌법선택, 즉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입법 의원들은 직접 통치의 권

한을 가진 행위자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폭넓게 정

보를 열람할 권한이 있으며, 입법을 제안하고, 최종적으로 입법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행위자는 행정부의 관료다. 이들은 제한된 

정보 열람 권한과 비교적 높은 전문성을 가졌으며, 제한된 영역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순위인 조언/상담에 해당하는 행위자는 이해관

계자들이다. 이들은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전문적으로 제도 선택 권한을 행사

하기도 하고, 법안 제출에서의 조언과 공청회에서의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하

여, 직접 권한과 공동관리의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공식적으

로 상당한 양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특수한 방법으로 비공식적으로 정

책결정 과정에서의 정보를 열람한다. 의견 개진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상대적

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만, 그 의견의 영향력이 직접적이지 않은 계

층이다. 이들은 소비자 혹은 투표로 제도 선택에 간접적이지만 집단적으로 영

향을 준다. Fung (2006)의 정당성과 권력 기준을 공공재 거버넌스에 맞춰 수

정해 다음 표1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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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도선택 접근 수준 

제도 선택 

접근 수준 
내용 

직접 권한 
직접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 그리고 대부분의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음. 

협치 

직접적 결정 권한은 없으나, 간접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  

실제 법안을 만들거나,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분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 

심리/자문 
직간접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혀 영향

력을 끼칠 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  

의견개진 

의견 개진을 통한 참여 자체는 적극적 의사 표현이지만, 이 의견의 영향력

은 간접적이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의견 개진 이외에도 집합적인 소비 또

는 투표로 기업 혹은 규제기관의 선택에 영향을 줌.  

국가적/지역이 선택한 거버넌스의 형태에 따라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의 행동, 집합 선택, 헌법 선택은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갖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 시장,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대표하는 사례를 선택하

여 각 거버넌스의 각 단계별 참여자에게 허용된 개방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의 거버넌스의 행

위자별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참여의 범위에 따라, 즉 각 거버넌스의 개방성

의 정도를 IAD에 따라 구분할 것이다.  

 

3.2 공공 거버넌스의 유형별 대표적 사례 

본 절에서는 IAD를 이용한 공공재 거버넌스의 투명성 분석틀의 유효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그 연구 대상을 소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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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사례 분석 기준 

여러 공공 거버넌스 연구에서 거버넌스의 형태를 계층, 시장, 네트워크의 

세 형태로 나누는 것이 대표적이다 (Exworthy et al., 1999; Klijn & 

Koppenjan, 2015; Meuleman, 2008). 공공재 영역에서 계층 거버넌스는 공

공재 공급이나, 공급의 규칙 정할 때 수직계열화 된 정부조직에 의존하는 방

식이다. 계층 거버넌스는 규정에 따른 명령과 지시로 작동하며, 공무원과 정

책전문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하고 공공의 참여는 제한적이다. 

시장 거버넌스에서는 완전한 정보를 가진 합리적 행위자들이 정부 개입 없이 

수요와 공급 신호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여 파레토 최적을 이룬다고 

가정한다. 시장 거버넌스에서는 기업과 시장이 주요 행위자이며 가격 메커니

즘으로 공공 규제기관을 대체한다. 이에 따라 기업과 사회의 다른 이해관계자 

사이의 상호 관계가 상대적으로 적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정부, 기업, 소비

자 등 네트워크 안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반복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상호호혜

적인 신용 구조를 구축한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시민 등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상호관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난다. 이

러한 세 거버넌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Meuleman, 2008; Van 

Buuren & Eshui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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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층, 네트워크, 시장 거버넌스의 특징 

거버넌스 형태  계층 네트워크 시장  

기본적 원칙 권력(Power) 호혜(Reciprocity) 교환(Exchange) 

협력 원칙 규칙(Rules) 협동(Collaboration) 가격(Price) 

중요 가치 공공재 공적 가치 공공선택 

조직 구조 선형조직, 중심적, 고

정적 조직 

최소한의 규칙과 규제

를 통해 유지되는 유

연하고 부드러운 조직 

탈중심적, 준참여단

위, 에이전시, 팀, 계

약 

조직 운영 방식 하향적, 내부적 호혜적, 비공식적, 개

방적 

상향적, 외재적 

정부의 역할 정부 지배 사회 네트워크 파트너 서비스 제공자 중 하

나 

정부 이외의 행위자 

정의 

피지배자 파트너 고객, 소비자 

규율 방식 규정에 따른 집행과 

처벌 

신뢰와 호혜에 따른 

지배, 참여 유도 및 

협력 

가격과 협상에 의한 

지배 

의사결정 단위 공공기관 참여 그룹 개개인 

위 [표2]로 각 거버넌스별 다른 개방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트

워크 거버넌스는 호혜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더 많

은 참여를 유도하는 너른 개방성을 가진다. 그렇지만 계층 거버넌스는 수직적

인 방식으로 규칙과 규제에 따라 정부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계층 거버

넌스는 참여자들을 지배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참여 또한 

제한적이다. 시장 거버넌스는 탈중심적이지만 가격과 협상의 메커니즘에 의해 

참여가 규율된다. 의사결정의 주체도 계층 거버넌스에서는 공공기관이 맡지만, 

네트워크에서는 여러 참여 그룹들이 함께 한다. 하지만 시장 거버넌스는 가격

기구에 참여한 개개인들의 가격 제시와 협상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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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분석 대상 선정 

이번 소절에서는 위에서 정의한 일반적 거버넌스 구분 기준에 따라 각각의 

거버넌스를 대표하는 사례를 가설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

층, 시장,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대표적 사례로 한국의 서울, 미국의 뉴욕 시와 

메릴랜드 주의 공공 거버넌스를 선정하였다.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 플랫

폼의 핵심 규제는 운행의 가격 결정과 운행 자격의 부여를 통한 운전자와 차

량의 진출입의 통제이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 접근 가능한 정도와 이 사안

을 결정권을 가진 주체에 따라 계층, 시장,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 분석 대상 비교 

거버넌스 모드 계층 시장 네트워크 

주요 규칙 결정 행위

자 
행정부 차량공유플랫폼 독립 규제 위원회 

사례 도시 한국 서울시 미국 뉴욕 시 미국 메릴랜드 주 

 

이 구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서울은 유상여객운송 서비스를 계층적인 거

버넌스로 운영하는 국가이다. 한국에서는 행정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규제 공급

과 관련된 주된 업무를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택시 면허를 관리

하여 진입 여부를 결정하고, 가격 결정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

으로 정부와 택시 회사가 가격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4 운행 시간, 택시 외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8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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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표시와 같은 기타 규제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깊게 개입하여 정하고 있다.5  

두 번째 사례는 2011년 우버 사업 개시 이후부터 2018년 이전까지 뉴욕 

시의 차량공유플랫폼 규제 거버넌스이다. 뉴욕의 택시(Yellow Cab)는 지대 

추구의 대표적 사례로 자주 언급되었다(Krueger, 1974).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뉴욕에서 예약 호출만 가능한 FHV(For-Hired Vehicle)의 운행이 허용

되면서 택시의 지대 추구 현상은 약화되었다(Schaller, 2007b). FHV는 면허

의 수의 제한이 없어 TLC(Taxi & Limousine Commission)에 등록만 하면 

운행할 수 있었다. 우버는 2011년 뉴욕에서 FHV 방식으로 우회하여 운행을 

시작하였다. 우버는 형식상 FHV에 해당하기에 기존의 규제와 무관하게 운행

을 할 수 있었다(Schaller, 2018). FHV의 면허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았고, 

길거리 배회 운행과 차이가 없는 형태로 실제 운행이 되었기에 우버는 사실상 

그간의 뉴욕의 택시 규제를 무력화하였다(OfficeoftheMayor, 2016). 따라서 

2018년 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우버의 운행은 공공의 택시 규제에서 벗어난 

시장 거버넌스 상태였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미국에서 우버에 대한 규제기관의 관할권을 다툰 사례로 메릴랜드와 캘리포

니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Tiu, 2016). 그 중 메릴랜드의 입법 과정은 ALEC

과 전국보험법률가협회에서 모델 입법 과정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였으며, 

우버 또한 메릴랜드의 입법 경험을 통해 운행 장소에 적응하여 운행하는 법을 

배웠다(Rosebrook, 2019). 메릴랜드의 교통 규제는 택시, 리무진, FHV, 차량

                                            

 

 
5 서울시 택시기본 조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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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플랫폼 등의 관리를 독립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y Agency)인 

메릴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Maryland Public Service Commission: PSC)이 

관리한다.6 메릴랜드 PSC는 워원회(the Commission)와 행정 직원(the Staff), 

공공재사법재판부(PULJ: Public Utility Law Judge)가 각각 입법, 행정, 사법 

등으로 권한을 분점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PSC 행정 직원이 여객 업체와 여

객 운송 가격 정책을 협의하고 운전자의 진출입을 관리한다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Maryland, 2018). 그렇지만 독립위원회가 규제 집행 및 입안

하고, 처벌하는 데 있어 여러 행위자들이 서로 견제하고, 이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다(Sur,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울은 계층 거버넌스, 뉴욕은 시장 거버넌스, 메릴랜

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위에서 제시한 공공재 거버넌

스의 개방성 분석틀을 통해 이를 확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서울 시, 뉴욕 

시, 메릴랜드 주에 우버가 진출하면서 규제되는 과정을 통해 각 거버넌스의 

정보 수용 과정을 비교한다. 서울의 사례에서는 2013년 우버블랙이 처음 운

행한 당시 이를 규제하는 법의 개정과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기간을 분석

하였다. 메릴랜드 주 사례에서는 차량공유 플랫폼 서비스가 PSC의 관할권에 

포함 여부를 다툰 PSC Case No. 93257와 PSC의 관할권이라는 판단 아래 관

                                            

 

 
6 the Md. Public Utilities Code (PUA) §1-101; the Code of Maryland Regulation 
(COMAR) §20 
7 In the matter of and investigation to consider the nature and extent of regulation over 
the operations of Uber technologies, Inc. and other similar companies, Maryland PSC. 
Case No. 93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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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규제인 COMAR Title 20을 개정하는 RM 558, 그리고 메릴랜드 의회가 

PUA를 개정하는 SB0868 9  심리가 대상이다. 그리고 뉴욕 시 사례에서는 

2011년 우버가 운행을 시작한 뒤 뉴욕 시의회가 2018년 뉴욕 행정법을 개정

하여 차량공유플랫폼을 규제하기 이전까지의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10. 

 

 

4. 차량공유 플랫폼 도입 거버넌스 사례 개방성 분석 

4.1 서울: 계층 거버넌스 

4.1.1 우버의 서울 진출 과정 

서울에서 우버는 2013년 6월 우버블랙의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동인, 

2013). 담당 규제 기관이었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계 법

령의 미비로 우버의 서비스를 규제할 수 없었다 (전지연, 2014). 1년간 관련

법을 검토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2014년 7월 인터넷 등을 통한 유선 알선 행

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삽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심화영, 2014). 이 와중에 우

버는 2014년 8월 택시와 유사한 등급의 서비스인 우버엑스의 서비스를 시작

했다(정진욱, 2014). 서울시는 우버엑스를 불법으로 규정 짓고 우버엑스를 고

                                            

 

 
8 Revisions to COMAR 20.95.01 Transportation, Maryland PSC. RM 55. (2015) 
9 Public Utilities - Transportation Network Services and For-Hire Transportation, 
Maryland General Assembly. SB0868. (2015) 
10 A Local Law to amend the 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of New York, in relation to 
conducting a study of the impact vehicles for hire have on the city of New York, and 
authorizing the commission to establish and revise vehicle utilization standards for high-
volume for-hire services and to regulate the issuance of new licenses to for-hire 
vehicles, Committee on For-Hire Vehicles, Int 0144-20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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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조치하였으며, 우버코리아의 사업자등록 말소를 추진하였다(서울경제, 

2014). 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버 앱 약관 심사를, 한국소비자원에 우버

의 피크타임 변동요금제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 조사를 의뢰했다(강경

민 & 박병종, 2014). 같은 달 우버와 국토부, 서울시, 택시 관계자들이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강경민 & 박병종, 

2014). 우버코리아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강행하였다(매일경

제, 2014). 서울시와 국토부는 국회에 의원입법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택시조합과 조율을 마치고 2014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우버를 규제하는 세 건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박수진, 2014; 이학재, 2014). 이 개정안에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유사택시운송 사업 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른 효과적 감시와 처벌을 위해 유사운송사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을 신

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법안은 이견 없이 모두 병합되어 2015년 3월 소

위원회를 통과하고(이미영, 2015b), 2015년 5월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이미영, 

2015a). 서울시의회는 국회 개정안을 근거로 우버의 감시와 처벌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박나영, 2015a).  

같은 해 2014년 12월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버테크

놀로지의 대표 코델 칼라닉과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우버와 계약

해 운행을 대행한 렌터카 업체를 기소했다(비즈앤라이프팀, 2014). 우버는 

2015년 2월 서울시와 국토부에 우버 기사 등록제를 제안하였다(장성호, 

2015). 하지만 서울시와 국토부는 우버의 등록제 요구를 즉각 일축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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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서울시는 고급형 택시인 우버블랙의 운행만 허용했다(임지선, 2015). 우버

는 2015년 3월 우버엑스를 중단하고, 우버블랙만 합법 운행하기 시작했다.  

 

4.1.2 서울의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 거버넌스 분석 

헌법선택 형식적으로는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입법을 책임지고 있지만, 실

제 규제가 되는 과정을 보면 국토교통부과 서울시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의

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와 먼저 협의했다. 행

정부에는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관련 산업을 독자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들은 의회 통과 없이 국무회의의 인가만

으로 시행령과 같은 규제를 만들 수 있다. 행정부서가 헌법선택 차원에서 의

결권을 갖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권한에 개입할 여지가 많다.  

 

집합선택 집합선택 차원에서는 계층적 독임제 행정부서가 직접 권한에 해당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Sur, 2014).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에는 이해관계자와 

소비자 등이 직접 그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헌법선

택과 집합선택의 직접 권한과 공동관리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이해관계자들

과 소비자는 심의/자문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

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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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행동 차원에서 기업과 소비자를 집행하는 최종권한도 행정부 수반에게 

있다. 한국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독립적으로 선출하지 않으며, 행정부에 속해 

있어 대통령의 지휘를 받기 때문이다. 

 

[표 4] 서울특별시의 거버넌스 구조 및 각 행위자의 참여 범위 

서울 직접 권한 협치 심의/자문 의견 개진 

헌법 

선택 

대통령(법률 최종 

공포/시행령 

의결/국무위원 임명) 

국회의원(법률/시행령 

최종 결정) 

국무회의(시행령 

의결) 

국토교통부(법령/

시행령 입안), 

국무총리, 관련 

국무위원, 

법제처(자문) 

택시정책심의위원

회 

이해관계자(공청회 

등) 

전문가(공청회 등) 

헌법재판소(법률 

위헌 여부 심사) 

국민(대통

령 및 

국회의원 

선출) 

집합 

선택 

시의원(조례 최종 

결정) 

시장(조례 재의 여부 

결정, 지방자치 규칙 

결정) 

국토교통부(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리감독/시행규칙 

재정/법률, 시행령 

해석) 

국토교통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지방

자치 규칙 재정 

실무) 

택시정책위원회 

이해관계자(공청회, 

집단 행동 등) 

시민(시민 

및 시의원 

선출) 

행동 검찰, 경찰(감시, 감독, 집행, 처벌), 택시 법인, 우버, 운전자, 소비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 관한 법률, 서울시 택시기본 조례를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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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뉴욕: 시장 거버넌스 

4.2.1 우버의 뉴욕에서의 플랫폼 운영 과정 

흔히 알려진 뉴욕의 택시는 옐로우캡(Yellow Cab)인데, 이는 거리 배회 택

시(Street Hail Taxi)다. 이외에도 이 도시에서는 조합택시(Livery) 또는 

FHV, 고급택시(Black Cab), 길거리 배회가 허용되는 FHV인 그린캡이 운행

하고 있다(OfficeoftheMayor, 2016; Schaller, 2007b). 이중 우버는 FHV 면

허로 운행되기 시작하였다. FHV 면허는 FHV 운행 회사가 뉴욕시의 

TLC(Taxi & Limousine Commission)에 등록비를 내고 정해진 차량 기준을 

넘으면 등록할 수 있었다(Schaller, 2015). 운전자들도 면허 제한 없이 일정 

기준만 넘으면 FHV의 운전자로 일할 수 있다. 2011년 우버는 이런 FHV 제

도를 이용해 자회사들을 FHV로 TLC에 등록하였고, 우버 드라이버는 FHV 

드라이버로 운행하기 시작했다(Office of theMayor, 2016). 

뉴욕 시의 규제 체제는 2018년 TNC 규제가 입법되기까지 이원화되어 있

었다. 우버가 실시간 예약을 받기 때문에, FHV와 택시 사이를 가르던 시장 구

획이 사라져 같은 시장에서 경쟁했다(Schaller, 2018). 택시는 진입, 가격 외

의 여러 규제를 받았지만, 우버는 진입, 가격 등 거의 모든 규제에서 면제되

었다. 옐로우캡은 진입, 가격 등에서 많은 규제를 받았지만, 우버는 거의 모든 

규제에서 면제되었다(Gregory & Halff, 2017; Isaac & Davis, 2014; Matzler, 

Veider, & Kathan, 2015; Mims, 2015). 우버는 TLC의 일상적 택시 관리 업

무는 물론, 집합선택의 과정도 알고리즘화하여 내부화하였다(Calo & 

Rosenblat, 2017). 우버는 인터넷서비스제공회사(ISP: Interne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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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라고 스스로를 정의했지만, 실제로는 운전자의 운행 전반을 통제했

기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우버는 운전자 평점 시스템과 변동

가격제의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였다. 이 규칙 결정 과정에 플랫폼의 양면의 

운전자들과 소비자들은 개입할 수 없었다. 

 

4.2.2 뉴욕의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 거버넌스 분석 

집합선택 집합선택 차원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직접 권한과 공동관리를 독점

하고 있다. 대신 집합선택 차원에서 규제 기관과 소비자는 심의/자문 과정에 

머무르며 규칙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특히 운전자와 소비자는 우버 플

랫폼에 플랫폼 이용 여부만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가격과 차량과 운전자의 플랫폼 진출입 결정을 우버가 사실상 독점하기 때

문에 공공의 요구가 거버넌스에 잘 전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공의 요구

가 거버넌스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사법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전달되

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우버의 과도한 가격 책정 문제였다. 2011년 

새해 전날 폭설이 내리자 우버의 변동가격시스템은 평소보다 8배가 높은 요

금을 책정했다(Shah, 2012). 이에 따라 많은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지만, 우

버는 회사의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Goode, 2012). 2013년 12월 뉴욕 주 검

찰은 우버의 가격 책정이 바가지 요금 금지법(Price Gouging Law: NY Stat. 

G.B.L § 396-r)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우버는 변동요금제(Surge 

Pricing) 알고리즘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변화시켰다. 변동

요금제는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시간대에 공급을 유도한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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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시장에 급격한 변동(Abnormal Disruption 

of the Market)이 발생했을 때 과도한 가격(Unconscionably Excessive 

Price)을 소비자에게 요구했다. 택시는 요금표가 고정되어 있고, 규제기관에 

고지 혹은 협의해야 했다. 하지만 우버는 그럴 필요가 없이 홍수, 눈보라 등

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기준에 따라 급격한 요금 인상을 할 수 있었다. 뉴욕 

주 검찰청(Office of Attorney General at New York State)은 뉴욕 주 가격 

부풀리기 금지법(New York’s Price Gouging Law)에 따라 우버를 조사를 했

고, 2014년 7월 우버와 뉴욕 주 검찰청이 가격 한도를 합의했다11. 

우버는 운전자 관리 방식도 독점하였다. 우버는 운전자와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그 회사는 독립 사업자인 운전자를 통제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노동자처럼 관리했다(Calo & Rosenblat, 2017; Scheiber, 2017). 우버는 운전

자의 운행 여부를 운전자 자신이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승객 수요에 관

련한 정보를 우버가 제공하면, 이를 보고 운전자가 향후 운전 여부를 결정한

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버는 심리적 유인책을 비롯한 여러 사회과학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운전자의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개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인 방식이 넷플릭스에서 다음 회 보기를 유도하는 빈지

워칭(Binge-watching) 방식이다. 우버는 운전자가 운행 종료 의사를 보이면, 

운전자에게 향후 예상 수익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현재 운행이 끝나기 

                                            

 

 
11 The Agreement Letter between th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then OAG) and 
Uber Technologies, Inc. and Uber NYC (then Uber) with respect to the pricing structure 
to be used by Uber in New York State during any “abnormal disruption of the market” as 
set forth in New York General Business Law § 396-r, OAG.-Uber, Jul. 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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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다음 운행 정보를 제시하는 식으로 운전자의 지속적 운행을 유도했다. 우

버는 운전자의 모든 행동 정보를 앱을 통해 노동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수집

하였다. 규제의 사각에 있었기 때문에 우버의 운전 정보 수집과 이에 기반을 

둔 실험들은 아무런 견제 없이 행해졌다. 우버와 운전자 사이에는 정보 비대

칭이 발생했기 때문에 운전자들과 정부는 우버의 알고리즘 결정 과정에 접근

할 수 없어 부당한 노동행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집합선택 단계에서 교정할 

수 없었다. 

 

헌법선택 우버의 알고리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과 규제자는 헌법선

택 과정을 거쳐야했다. 뉴욕 주의 공공재위원회(PUC: 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뉴욕 시의 택시 등에 대한 규제 관리 기능을 갖지 못했으며, 

뉴욕 시는 자신만의 TLC에서 택시 규제를 관리하였다.12 TLC는 위원회 구조

로 되어 있지만 PUC가 가진 유사입법과 유사사법 기능을 갖지 못하였다. 13 

TLC는 뉴욕 시 의회에 입법 청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뉴욕시의회가 뉴욕 시 

내에서의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의 헌법 선택 결정을 맡고 있다. 일반적

으로 시 의회에서의 입법 과정은 시민들의 여론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

서 이 과정은 규제 기관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전문적인 논의 대신 여론을 얻

기 위한 싸움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어떠한 이슈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

                                            

 

 
12 35 NYCRR §52-02 
13 35 NYCRR §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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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원내 정당 사이에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 입법교착(Legislative 

Gridlock)이 발생한다(Lowi, 1964). 2011년 시의회가 우버가 전용한 FHV 

제도의 제한을 처음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14 2015년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

이 우버 규제를 강력히 주장했다(Blasio, 2015). 하지만 실제 규제가 이뤄진 

것은 2018년이다. 뉴욕 시의회가 FHV 면허의 신규 등록을 1년간 제한하고, 

운행 총량을 제한했으며, 우버 운전자의 최저 시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

였다(Committee on For-Hire Vehicles, Int 0144-2018 2018). 

 

행동차원 차량공유플랫폼이 규제되기 전까지 집합선택 차원과 마찬가지로 

행동차원도 규제 체제가 이원화되었다. 택시는 기존의 규제 체제에서 차량과 

운전자가 규제기관의 관리와 감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공유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운전자 혹은 승객의 일탈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행동차원의 권한은 경

찰이나 규제기관 대신 플랫폼 기업이 일정 부분 수행하였다. 운행 경로를 정

하고, 운행 요금을 지불 과정도 플랫폼 기업이 대신해 분쟁의 소지가 적어졌

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히 운전자와 승객 사이의 형사 사건이 발

생했을 때는 기존 규제 체제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할 필요가 있었다.  

 

                                            

 

 
14 A Local Law to amend the 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of New York, in relation to 
increasing the penalties for illegally operating vehicles for hire, Committee on 
Transportation, Int 01735-20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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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뉴욕 시 우버의 거버넌스 구조 및 각 행위자의 참여 범위 

뉴욕 시 직접 권한 협치 심의/자문 의견 개진 

헌법 선택 Mayor 

City council 

member 

 

Taxi & 

Limousine 

Commission 

NYC DMV 

Public Advocate 

Comptroller 

State Governor 

State Assembly 

Stakeholders  

Specialists 

Citizens 

집합 선택 Uber Uber 

State Attorney 

General 

Stakeholders 

Specialists 

Citizens 

행동  Taxi Driver, Uber Driver, NYPD, TLC, The Uniformed Services Bureau, 

Consumer 

  

* 35 NYCRR §52-02, Office of the Mayor 2016, Committee on For-Hire Vehicles, Int 0144-2018 

2018, Schaller 2018를 참조하여 작성. 

 

4.3 메릴랜드: 네트워크 거버넌스  

4.3.1 메릴랜드의 우버 규제 과정 

메릴랜드에서는 2013년부터 우버가 운행하기 시작하였고, PSC는 우버와 

같은 차량공유플랫폼 서비스의 관할권을 판단하는 사건 No. 9325를 개시하였

다 (Office_of_Staff_Counsel, 2013).15 이 사건은 PSC가 차량공유플랫폼 서

                                            

 

 
15 이 연구는 메릴랜드 PSC의 전자 문서 도켓 Case 9325와 RM 55, 그리고 메릴랜드 의회의 

문서 도켓 SB0868을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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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관할권 여부를 기존의 PUA와 COMAR에 의거한 판단 과정이었다 

(Romine, 2013c). 그렇지만 PSC 위원회가 심리 전체를 직접 주재하지는 않

았다. 관할권 심리는 PSC에서 유사사법부 역할을 맡은 PULJ가 맡았다 

(Collins, 2015a). 평소 규제 집행 역할을 하는 PSC 스태프는 우버가 PSC의 

관할권 안에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Office of 

Staff Counsel, 2013). 대신 PSC 스태프도 이해당사자와 동등하게 심리에 참

가했다 (Romine, 2013a). 이 심리에는 우버와 PSC 스태프 이외에도 메릴랜

드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 회사인 옐로우교통과, 메릴랜드 시민의 이익을 대

표하여 메릴랜드 시민자문실(OPC: Office of People’s Counsel)이 참가하였다

(Chason, 2013c; Saar, 2013b). 이 심리는 사실명문화(Stipulation of Fact), 

심리 범위 책정, 직접 증언, 증거 심리 순으로 진행되었다(Chason, 2013a; 

McCaffrey, 2013a; McLean, 2013a, 2013c; Romine, 2013c, 2013d). 증거 

심리가 끝난 뒤 추가 논의를 위해 최초요약문(Initial Brief)과, 이후 다시 의

견을 교환하는 답변요약문(Reply Brief)을 주고받았다 (Chason, 2013b, 

2014; McCaffrey, 2013b; McLean, 2013b, 2014; Saar, 2013a, 2014). 이 

절차 뒤 PULJ는 PSC가 우버의 관할권이 있다는 판결(Proposed Order. 

86528)을 내려 2014년 4월 PSC 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제안했다 (Romine, 

2014). PSC 위원회는 우버의 항소 의견을 받고, 다시 다른 집단의 의견을 취

합한 뒤 항소를 기각하고 2014년 8월 PULJ의 제안을 승인했다(Frisby, 

2014; Hughes, Brenner, Speakes-Backman, & Hoskins, 2014). 그리고 위

원회는 PSC 스태프에게 규제 초안 작성할 것을 명령했다. 이 규제 안에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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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기술의 사용을 수용하며, 여객 알선과 보험, 차량 안전과 운전자 자격, 

요금의 게시 방법 등을 명시하고, 초안을 작성할 때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

견을 삽입하도록 할 것도 당부하였다. PSC 스태프가 규제 초안을 작성하던 

중 PSC 스태프와 우버는 2014년 11월 규제 초안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이

에 대한 승인을 PSC 위원회에 요청하였다(Spivak, 2014). 이 합의안에는 우

버가 PSC의 관할권을 받아들이고, PSC는 공유차량의 운행을 위해, 중개업자

(Broker), 가격변동제(Surge Pricing), 디지털 플랫폼을 새롭게 정의하는 내

용을 담은 COMAR의 개정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PSC 위원

회는 이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2014년 12월 합의안을 승인하는 

최종 명령 No. 86877을 명령하였다(Hughes, Williams, Brenner, Speakes-

Backman, & Hoskins, 2015).  

최종 명령 No. 86877에 따라 후속 규제 및 법률 개정 작업인 PSC의 

RM55와 메릴랜드 일반의회의 SB0868이 진행되었다. RM55는 COMAR 

20.95를 개정하기 위한 PSC의 유사입법 과정이었다(Spivak, 2015a). 이 회

기에서는 차량공유 플랫폼 기업을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TNC)

로 정의하였다. TNC 파트너, TNC 플랫폼, TNC 파트너 차량 등의 의미도 분

명히 하였다. 그리고 변동요금제를 포함한 차량공유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행 요금, 운전 자격, 안전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Case 

9325 보다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RM55에 참여했다 (Berliner, Floreen, & 

Hucker, 2015; Gabriszeski, 2015; H. Russell Frisby, 2015; Maneki, 2015; 

Rankin, 2015; Snell, 2015; Suelau, 2015; Whittle & Goldberg, 2015). 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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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교통 이외에 레드볼 택시협회(Red Ball Taxicab Association) 등의 택시 회

사,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의 교통, 기반시설, 에너지, 환경위원회, OPC, PSC 

스태프와 같은 지역 정부 및 시민 대변인, 그리고 미국 손해보험협회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 미국보험협회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 스테이트팜보험(State Farm Insurance) 

보험회사가 입법안에 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우버 이

외에도 리프트가 TNC 회사의 입장을 대표하였다. 전미시각장애인연합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또한 이해관계자로 인정받아 입장을 밝혔

다. 2015년 3월 23일에 열린 규칙 제정 회기(Rule Making Session)에 지적 

사항을 제시한 이해집단 이외에도 세 명의 택시 운전자가 참가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하였다(The Commission Minutes from the March 20, 2015 and 

March 23, 2015 Rulemaking Session, 2015). 이후 메릴랜드 의회에서 Case 

No 9325에 대한 PUA 입법을 진행함에 따라 상위 법률의 입법안을 반영하기 

위해 잠시 회기 개시를 연기하였다(Collins, 2015b). SB0868을 통해 PUA가 

개정되자, 개정된 PUA와 앞선 세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PSC 스태

프는 개정된 규제안을 다시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송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요

청하였다. OPC, 전미시각장애인협회, 우버, 리프트, 옐로우교통 등이 재차 의

견을 제시하였고, 새롭게 메릴랜드 시민권리위원회(the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메릴랜드장애법센터(Maryland Disability Law 

Center), 몽고메리 카운티 노령화위원회(Montgomery County Commission 

on Aging)에서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을 지적하였다(And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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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Heyman, 2015; Norman, 2015). 이러한 과정을 통해 RM 55에서는 

COMAR 20.95.01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입안하여 PSC 위원회가 이를 공표하

였다(Collins, 2016). 특히 COMAR 20.95.01.25에는 접근성과 비차별 규정

이 명시되었다(Spivak, 2015b).  

메릴랜드 상원은 SB0868 입법 절차를 2015년 2월 27일 개시하였다16. 상

원에서 제1독회와 제2독회에 사이에 위원회 주재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Maryland General Assembly Public Utilities, 2015). 이 공청회에서는 다음

과 같은 이해관계자 집단의 대리인들이 발언을 하였다. 우버, 택시 회사, 보험

회사, 몽고메리 카운티, OPC. 그리고 직접 서비스를 운행하거나 이용하는 우

버 운전자, 리프트 운전자, 우버 고객, 택시 운전자가 발언하였다. 또 마이너 

쿼터가 배정되어 시각장애인의 앱 접근성, 휠체어 접근성, 안내견 차별 배제

의 주제를 논의하였다. 공청회에서 유색인종 의원들은 인종 차별을 걱정하며 

TNC 운행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지적하였다. 공청회가 끝난 뒤 

2015년 4월 13일 상원 제2독회에서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우려 사항과 수정 

요청 발언을 한 뒤 제2회독과 제3회독이 이루어져 상원을 통과하였다. 하원에

서도 같은 날 3독회 모두 통과됨으로써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 법안을 2015

년 5월 12일 주지사가 승인하고 공표하였다.  

 

                                            

 

 
16 Public Utilities - Transportation Network Services and For-Hire Transportation, 
Maryland General Assembly. SB0868. (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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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메릴랜드의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 거버넌스 분석 

집합선택 과정 메릴랜드 주에서는 집합선택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이해의 대

립이 해결되었다. 이는 PSC의 구성원의 규제 권한을 나누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집합선택의 권한이 일부 집단에게 집중되

어 있지 않으며, 특히 전문관료조직인 PSC 스태프는 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이들의 업무는 투명하게 공개된다(Public Servie Commission Of 

Maryland, 2018). 심리가 진행될 때 PSC 조직의 기능이 분권화되어 있어 상

호 견제한다. 이는 마치 의원 내각제와 유사한 형태이다. 의회처럼 위원회는 

행정 기능을 하는 PSC 스태프에게 명령하고 감시한다. 그리고 이들은 입법 

과정을 주도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홀수로 구성되어 

어느 경우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메릴랜드 PSC에서는 다섯 명의 위원

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PSC 스태프는 행정부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심리나 입법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은 이해관계자와 동등하다. PSC 스태프가 

공무상 행하는 기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된다(Romine, 2013b). 물론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도 심리에 필요한 기록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공개 범위와 

의무 정도가 다르다(Romine, 2013e). PULJ 또한 위원회와 PSC 스태프로부

터 독립적으로 심리를 판단한다. PULJ가 내린 판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심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상의 문제나 법리 해석에 대한 이견은 주 항소법

원 등에 항소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Frisby, 2014; Spiva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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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선택 과정 집합선택과 달리 메릴랜드의 헌법선택 과정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다. 형식적인 첫 번째 독서가 끝나고, 공청회를 마친 뒤 법안 심사인 

상원의 2,3회 독서와 하원의 세 차례의 독서, 상원 법안 통과까지 이틀이 걸

렸다. 주의 규제 권한 대부분을 PSC에게 위임하였으며, 이해가 대립되는 핵

심적인 사안을 PSC Case. 9325를 통해 거의 대부분 해결했기 때문이었다. 

 

[표 6] 메릴랜드 주의 거버넌스 구조 및 각 행위자의 참여 범위 

메릴랜드 직접 권한 협치 심의/자문 의견 개진 

헌법 

선택 
State Senator 

State 

Representative 

Governor 

Public Service 

Commission 

Ride-Sharing 

Company 

Taxicab Company 

OPC 

Insurance Firm 

Minority  

Citizens 

집합 

선택 

PSC Judge 

Commissioner 

PSC Staff 

Ride-Sharing 

Company 

Taxicab 

Company 

OPC 

Insurance Firm 

Minority 

Ride Sharing 

driver 

Taxi driver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Citizens 

행동 Taxi Driver, Ride Sharing Driver, Police, Prosecutor, PSC Staff, Consumer 

*  PUA §1-101, COMAR §20, PSC Case No. 9325, RM 55, SB0868을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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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차원 행동차원에서는 택시를 비롯한 여타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

들은 기존의 규제 체제 안에서 움직였다. 그리고 규제가 되기 전까지 우버를 

비롯한 차량공유플랫폼 서비스는 회색 영역에서 운행하였다. 운행 금지 명령

이 내려지긴 했으나, 실제 볼티모어에서 불법으로 운행되던 사설 택시(Hack 

Cab)의 사례 등을 보았을 때 세밀한 규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Vozzella, 

2009; Williams, 2011). 이러한 회색 영역과 불법 영역의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들도 집행선택과 헌법선택 차원의 재규제로 인하여 합법적 영역으로 흡

수되었다(Sumner, 2017). 

 

4.4 각 유형별 공공 거버넌스의 특성의 차이 논의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 거버넌스의 특성에 대한 각 유형별, 각 차원의 

주요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헌법선택에서 지역단거리유상여

객 서비스 거버넌스 체제를 결정한다. 헌법선택은 국가나 지역 정치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국가나 지역의 정치 체계의 특성을 많이 따른다. 미국과 

한국 모두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헌법선택의 정치적 구조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여기에는 국가가 선호하는 거버넌스가 

내재되어 있다. 한국 행정부는 발전국가의 전통에 따라 입법 과정에 깊이 개

입하며, 입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Kim, Park, & Heo, 2010). 그렇

지만 미국에서는 연방주의 전통에 따라 각 주는 자치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재 공급이나 규제 방식을 선택한다. 미국의 많은 주들은 시민들

이 정부의 개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관리 권한을 크게 독립 규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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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게 이양하였다(Breger & Edles, 2000; Sur, 2014; Waldo, 1980). 하지만 

뉴욕 시는 뉴욕 주로부터 자치 권한을 받아 규제의 권한이 시 의회에 있었다

(Fine & Caras, 2013). 계층, 네트워크, 시장 거버넌스 모두 헌법선택 차원에

서 개방성은 대동소이하나 국가적, 지역적 특성에 따라 시민이나 이해관계자

들이 심의/자문, 의견 개진 영역에서 참여의 폭이 다르다. 그리고 전문행정기

관이 직접 권한에 관여할 수 있는 선이 상이하다. 헌법선택 차원이 국가와 지

역의 정치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과 달리, 집합선택 차원은 헌법선택이 선택한 

각 거버넌스의 특징을 반영한다. 헌법선택 차원에서 정한 집합선택 제도 계약

에 따라 집합선택의 거버넌스가 결정된다.  

한국에서는 중앙의 독임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가 규제를 집행

한다. 이에 따라 대체로 지역의 집합선택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종종 

헌법선택 차원에서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전환되고, 느린 헌법 선택 결정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의회 과정을 낭비로 생각하여 빠른 의사결

정을 추구하는 발전국가의 독임제 기구의 일반적 장점과 배치된다(Johnson, 

1982). 한국의 지방자치 조직이 국가 조직의 통제를 많이 받아 자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문제를 지방자치 조직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고, 중

앙 부처의 통제를 받는 경향이 있다(이승모 & 유재원, 2016). 따라서 한국에

서는 지방자치조직 내의 문제라도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의회가 아닌 국가 의회가 개입해야 한다. 평소에 행정부처가 많은 권한을 갖

고 있지만, 기술혁신이나 환경변화로 인해 기존 체제가 전환해야 할 때나, 사

회적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필요할 때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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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국의 계층적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위 기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하기에, 중요도가 낮은 사건은 해결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에게 입법권을 보장(헌법 제117조 제1항)

하고 있다(김진한, 2012). 그렇지만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계 직

접 국회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매우 한정적이다(김성호, 2012). 지

방자치단체는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국회법 제123조, 청원서의 제출)하거나, 

국회가 개최하는 공청회에 출석할 수 있는 권한(국회법 제64조, 공청회)만 갖

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기관은 국회의 입법

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우버나 택시 같은 실제 이해관계가 직접적으

로 다뤄지기 보다는 의원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거래에 따라 입법교착이 발

생할 수 있다(Lowi, 1972). 따라서 한국의 사례는 계층적 거버넌스의 집합선

택에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는 물론, 정부 내에서의 계층적 구조로 인하여 혁

신 정보의 수용과 이에 따른 변화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집합선택 차원에서의 시장 거버넌스의 구조는 계층 거버넌스의 그것과 유사

하다. 하지만 시장 거버넌스에서 기업 행위자들은 큰 자율성을 얻는다

(Meuleman, 2008).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자율성은 언제나 동일하지 않다

(Klenk & Lieberherr, 2014). 기업들이 얻는 규칙 제정 권한이나 이 권한이 

외부에 의해 통제되는 정도가 다양했다(de Kruijf & van Thiel, 2018). 차량공

유 플랫폼은 특정 층위에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전권을 행사한다. 예를 들

어 규제 없을 때 우버는 규제기관이 수행하던 기능을 기업 내부화한다. 우버

가 제시하는 서비스 이용규칙의 결정에 기업 외부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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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서비스 이용 여부만 선택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플랫폼의 이용규

칙도 함께 선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계층 거버넌스에서 규제기관이 제시하던 

계약 조건을 플랫폼이 대신 제시하는 것이다. 차량공유플랫폼 서비스는 이중 

시장을 가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 실시간으로 선택을 한

다. 그러나 이들은 기업 내부의 집합선택 절차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완전 경쟁시장의 기업들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내부 규칙 결정 거버넌스에 정보를 습득하여 반영한다. 그렇지만 기업이 우월

적 지위에 서면, 기업은 정보 습득의 노력을 줄인다. 집합선택 과정을 규제기

관 혹은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층 거버넌스와 시장 거버넌스는 규

제의 주체만 다를 뿐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는 규제자와 이해관계자가 공동관리 단계에서 동등하

게 집합선택을 논의한다. 규제 심리에 개입하고 싶은 이해관계자들은 언제든

지 이해관계를 증명하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심리에 참여한 집단들은 모

든 결정이나 합의에 의견을 개진하고, 위원회는 이를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

을 내린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집합선택에 참여하는 집단을 핵심 이해관계자

로 한정 지어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이해관계를 헌법선택에서 다뤄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해결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메릴랜드의 PSC의 네트워크 거

버넌스에서는 계층과 시장 거버넌스의 규제 심사에서는 배제되기 쉬운 집단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해당 사업 영역에 이해 관계가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주체가 당사자 적격을 통한 개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 규제기관도 

자신들의 관할에 있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관할권을 주장하여, 이 사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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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해당 이해관계자와 다툴 수 있다(Chason, 2013c; Office of Staff 

Counsel, 2013). 그리고 메릴랜드 주의 OPC를 비롯한 소비자변호인

(Consumer Advocates)은 미국 대부분의 공공규제위원회에서 소비자의 이익

과 안전을 대변하여 심리에 참여한다(Holburn & Bergh, 2006). 그리고 이곳

에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 있는 인종, 장애인, 노령층 등 소수 집

단의 참여도 보장되어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집합선택 차원에서의 개방성이 높기 때문에 이해관계

자들 사이의 대립 관계가 많이 해소되고, 따라서 헌법선택 차원에서의 결정은 

다른 거버넌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핵심 이해관계가 해소되어 제도 

도입에 대한 법리적 문제, 재정적 부담, 그리고 지역 간 이익 충돌 이슈, 소수

자 문제 등 정치적 차원에서 짚어야 하는 부분만을 해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차량공유플랫폼 서비스 규제 과정에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혁신 정보와 공공의 요구를 직접 참여하여 개진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제도 절

차를 갖추었다. 반면 계층과 시장은 집합선택 단계에서 다양한 요구를 효과적

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개방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물론 이들 거버넌

스에서도 규제기관의 행정전문가와 플랫폼 기업의 역량과 환경에 따라 효과적

인 정보 습득 역량을 갖출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외부와의 제도 계약이 아

닌 내부적 무엇이기 때문에 자의적 성격을 지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일정한 조건에서라면 계층과 시장의 정보 습득은 강제될 수 있을 것이다. 예

를 들어 계층에서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정부를 감시한다는 

조건이나, 시장에서 기업들이 완전경쟁 상태에 있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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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정보 습득 경향은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반해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이해관계자와의 소

통이 규정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우버의 

도입 과정에 따른 규제 과정에 있어 제시한 유형을 각 사례가 대표한다는 가

정 아래 계층, 시장, 네트워크 거버넌스 중 네트워크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에 열려 있다. 

 

[표 7] 각 이해관계자별 정책 결정 권한 

거버넌스 모드 계층 시장 네트워크 

사례 도시 한국 서울시 미국 뉴욕 시  미국 메릴랜드 주 

선출직 권한 

헌법 선택과 집합 

선택의 직접 권한 

선출직은 헌법 선택에서 

직접 권한과 협치 과정

에 참여함 

선출직은 오직 헌법 

선택에서 직접 권한

에만 참여 

임명직 권한 

임명직이 헌법 선택

과 집합 선택의 주

요한 의사 결정 과

정에 참여함 

임명직은 오직 헌법 선

택에만 참여함. 집합 선

택에 관여하지 못함 

임명직인 공공재 위

원회 위원장이 집합

선택의 직접 권한을 

관장하지만, 중재자 

역할을 함. 규제기관 

관료는 다른 이해관

계자와 동등하게 집

합선택의 협치에 참

여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들은 비

공식 경로로 참여. 

이는 새로운 시장 

참여자에게 불리  

플랫폼 기업은 집합선택

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획득함 

이해관계자들은 헌법 

선택의 심의/자문에, 

집합 선택의 협치 과

정에 참여함 

소비자/시민 참여 
소비자/시민 참여가 

제한적임 

공공 대변인(the Public 

Advocate)이 선출되어 

시민변호사실(The 

Office of 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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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선택의 협치 단계

에 소비자를 대리하여 

참여함 

Counsel)이 선출되어 

헌법 선택의 심의/자

문에, 집합 선택의 협

치 과정에 참여함 

소수자 참여 강제 

규정 

없음 없음 소수자 쿼터가 존재

하여 헌법 선택의 심

의/자문에, 집합 선택

의 협치 과정에 참여

함 

비고 

한국은 발전국가로

서 행정부처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음 

뉴욕 시와 뉴욕 주는I주

지사, 주 상하원의원, 주 

검찰총장, 시장, 시의원, 

시재정책임자, 공공 대변

인 등 선출직을 많이 선

출함 

메릴랜드 주의 사례

는 우버에 대한 관할

권 다툼에 대한 모델 

케이스임 

 

 

5. 플랫폼 기업은 공공 거버넌스의 권한 중 무엇을 

가져가길 원하는가? 

이 연구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집합선택에서 규제기관 혹은 여러 이해관계자

가 갖고 있던 대부분의 권한을 가져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찾았다. 또 플랫

폼은 헌법선택 단계에서 가져간 이 권한을 침해 받지 않기를 원하고, 이렇게 

얻은 권한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플랫폼 기업이 집합선택 과정을 

점유하면, 정부나 시민은 플랫폼이 임의로 정한 규칙에 대해 개입할 방법이 

현저히 적어진다. 소비자나 소수자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공의 관점에

서 통제할 수단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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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정부에서 시민은 계층적 공급 과정을 선거로 통제할 수 있다. 시민

은 이 통제력으로 공공재의 공급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통치 과정(Government)에서 거버넌스가 중요해지면 규칙 제

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참여 과정에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제도 선택 과정에서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참여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는 메릴랜드 사례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공공재 공급 결정 과정에서 위원회를 통

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보장하였다. 유럽에서의 사례를 보면 공

공재 공급을 탈중심화하기 위해 시장행위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반독립

적 규제기관이 이를 견제하는 형식으로 공공재 시장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였다. 이러한 추세와 다르게 플랫폼은 집합선택 과정 자체를 독점한다. 

정리하자면 규칙 결정 권한의 관점에서 플랫폼을 통한 시장 거버넌스의 도입

은 제도 선택 과정의 사유화와 탈중심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기업의 내부화 되는 규칙 결정 과정에서 공

공이 견제할 부분이 어디인지 명확히 하였다. 자율주행차나 배달, 숙박 예약 

등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있다. 플랫폼의 채택한 알고리즘은 

기업이 내부화한 규칙 결정 과정이다. 이 내부화는 단순히 공공재 혹은 클럽

재의 구매 계약 규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공적 이용 혹은 노동 

계약과 같은 사회 계약이 사유화되거나 탈중심화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IAD의 적용을 공유자원에서 지역공공경제(LPE)의 영역으로 

확대하였다. LPE는 비교적 영역이 명확하며 지방 정부에 의해 감시와 처벌이 

이뤄지기에 기존의 공유자원 연구와 유사하다. IAD를 이용하면 첫째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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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혁신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의 주체가 변화되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둘째 각 주체에게 주어진 자율성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거버넌스에

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특히 거버넌스 과정에서 이중적 

역할이 주어진 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재 공급 과정에서 행정청은 헌

법 선택의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갖는 동시에 공급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 상충의 관계를 찾아내는 데 이 연구의 분석틀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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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버의 한국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택시 및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거버넌스의 개방성 분석 
 

1. 서론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두고 한국에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

다(김종일, 2020; 차지연, 2019). 기술 혁신으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기존 산업에 예상할 수 없던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나타나지만, 기존의 공공 

규제 체제가 시장 변화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변화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규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Russo & Stasi, 2016; Schumpeter & 

Backhaus, 2003). 따라서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 환경을 신속하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 혹은 지역의 공공 거버넌스는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수용하면서 동시

에 공공의 요구도 반영해야 하는 도전 과제를 떠안았다. 전통적으로 택시와 

같은 도시내 단거리 유상운송서비스는 대체로 도시 교통을 구성하는 한 요소

로 여겨졌다(Dempsey, 1996; Rienstra et al., 2015). 우버와 같은 차량공유

플랫폼은 택시의 주요 규제 근거였던 경쟁시장의 불형성, 비대칭정보, 시간과 

공간적 공급 불균형을 없앨 잠재력이 있었다. 그렇지만 우버가 이러한 규제 

근거를 완벽히 해소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새로운 시장 실패를 유발한

다는 연구가 있다(Calo & Rosenblat, 2017; Isaac & Davis, 2014; Stemler, 



56 

 

2017). 이에 따라 지역 공공 거버넌스는 진입 기업과 기존 기업의 이해관계

를 조정하는 동시에, 기술혁신에 따른 소비자 효용, 노동자의 고용을 고려하

여 새로운 서비스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Cannon & Summers, 2014; 

Hong & Lee, 2018; Hughes et al., 2014). 이에 각 국가들은 크게 계층, 시장,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형식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는 전통적으로 계층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Gereffi & 

Wyman, 2014; Johnson, 1982).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자신들 고유의 발전국

가 체제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거버

넌스 요소를 도입하였다(김근세, 박현신, & 허아랑, 2010). 이러한 변화는 한

국 공공 거버넌스에 지역 사회 조직이 참여하여 네트워크화되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을 보인 여러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순은, 2005; 김준기 & 이민호, 

2006; 김준기 & 정복교, 2007; 배응환, 2003; 배재현, 2009).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으로 한국의 전반적 공공 거버넌스는 계층적 양상을 보인다(유재원 & 

이승모, 2008; 이승모 & 유재원, 2016). 한국에서 전개되는 네트워크 거버넌

스는 규제 기관의 공무원들이나 준정부기관이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권향원, 2017), 민간 참여자들은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송성화 & 

전영한, 2012). 또한 공공서비스 운영을 할 때 정부는 시장 기구도 공공 거버

넌스의 하위 체계로 인식하여 운영하고 있다(유재원 & 이승모, 2008). 그리

고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공적 제도 혹은 인물의 

변화에 따라 네트워크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었다(배재현, 2009). 

본 연구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시키는 지역단거리유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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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서비스 거버넌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지역단거리유상여객운송 

거버넌스는 계층이라는 가설을 보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지역단거리

유상여객 서비스 거버넌스는 형식적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명기했지만, 실질적

으로 계층 거버넌스라는 것을 보인다. 더 나아가 한국의 지역단거리유상여객 

거버넌스에서 공식적 경로로 정치인과 전문관료 이외에 헌법선택 차원과 집합

선택 차원에서 직접 권한과 협치에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제도결정 과정에서의 공공 거버넌스의 개방성을 다층적으로 파악하며 각 제

도 선택 단계별로 주어진 참여자들에 대한 개방과 배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서 두 연구방법을 복합적으로 이용했다. 먼저 각 층위에 따른 개별 참여자들

의 접근 권한을 보기 위해서 제도분석발전 분석틀(IAD: Institutional 

Analysis Development Framework)을 사용했다. 그리고 각 층위에서 참여 

혹은 정보 습득 권한은(Fung, 2006)의 민주주의의 삼차원 좌표계

(Democracy Cube)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공공재 거버넌스의 실질적 형태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가 모든 공공 거버넌스의 형태를 대표한

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공재 공급 결정 방식에 있어 주요한 형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혁신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이론적 연구는 

많았지만, 본 연구는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한 연구다. 또 이 연구는 시장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혁신이 발생할 때 한국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 거버넌

스 중에서 개방성 측면에서 보완해야 하는 지점을 판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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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배경 

2.1 새로운 모빌리티와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2018년

에서 2019년 3월까지 카풀 운행 여부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였다(차

지연, 2019). 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벅시, 쏘카 등의 카

풀 업체와 택시업계 대표자들이 모였다. 그 결과 4개 택시 단체, 카카오모빌

리티, 민주당,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하였고 2019

년 3월 합의안을 발표했다. 2020년 3월에 ‘타다금지법’이라 불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김종일, 2020). 국회에서 2019년부

터 1년 동안 정부와 택시업계, 국회 그리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계와 시민사회

가 모여 논의하였고, 이 결과가 이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택시 

운전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혁신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였다.  

우버의 최초 도입 과정은 현재의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의 도입 상에서 발생

하는 쟁점과 이를 대하는 거버넌스의 구조를 잘 보여준다. 우버는 2013년 8

월 한국에서 우버블랙 운행을 시작으로 우버엑스, 우버택시 서비스를 연이어 

시작하였다. 하지만 당시 택시업계는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서울

시는 우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서비스 중단을 압박했다. 이후 우버엑스의 운

행을 금지하는 법 개정에 따라 우버는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 차량공유플랫

폼 사업을 중단하였다. 우버 이후의 신규 플랫폼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였다. 신규 플랫폼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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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의 법적 회색 지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때 정부는 규제의 허점을 법

이나 시행령을 바꾸어 새로운 플랫폼의 시장 영역을 정하였다. 정부는 그때그

때 잠정적으로 운영되는 불투명한 거버넌스 체제를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해법을 결정하였다. 특히 거버넌스 구성에서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공식 기구가 아니라 임시 사회적 타협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의 

범위가 정당과 정부부처, 이해관계자들로 한정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이나 소수

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들 기구가 임시로 운영되다 보

니 정보가 투명하게 공공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향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혁신으로 인한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변화를 거버넌스가 제대

로 수용하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혁신은 대

체로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기존 산업에 기존에 예상할 수 없던 새로운 참여

자가 시장에 참여하도록 한다(Schumpeter & Backhaus, 2003). 그렇지만 기

존의 공공 규제 체제는 혁신에 따른 시장 변화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변화를 

제대로 포착하고 적절하게 규율하기 힘들다(Russo & Stasi, 2016).  

이를 위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거버넌스의 개방성을 조정할 필

요성이 있다(이희정, 2008; 카렌영 외, 2016). 먼저 거버넌스 참여의 조정은 

기술혁신과 규제변화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

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카렌영 외, 2016). 둘째 개방성의 조정

은 규제 집행과 준수의 신뢰성을 높인다(이희정, 2008). 개방성은 규제 거버

넌스 개별 단계와 과정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규제기관의 자의적 집행

을 막으며 규제 준수의 신뢰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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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 공공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2.2.1 거버넌스의 정의와 유형 

세계은행은 거버넌스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자원의 활용과 

정치적 권위의 행사 또는 한 국가의 권위가 행사되는 전통과 제도로 정의하였

다(Lateef, 2016). 또 Lynn Jr, Heinrich, & Hill(2001)는 거버넌스를 공공 재

원으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제한하고 처방하는 법률, 규칙, 사법

적 판단 및 행정 체제라고 정의하였다.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범위는 정부는 

물론 해당 사회 문제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자를 포괄한다(이명석, 

2016). 거버넌스는 사전적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때 의미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지칭한다(이명석, 2016).  

공공 거버넌스 연구는 거버넌스 형태를 여러 형태로 나누지만, 많은 연구에

서 주로 계층, 시장, 네트워크 세 형태로 나눈다(Exworthy et al., 1999; Klijn 

& Koppenjan, 2015; Meuleman, 2008). 공공재 영역에서 계층 거버넌스는 

공공재 공급이나, 공급의 규칙 정할 때 수직계열화된 정부조직에 의존한다. 

시장 거버넌스에서는 완전한 정보를 가진 합리적 행위자의 개입 없이 수요와 

공급 신호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여 사회적 평형을 이룬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정부, 기업, 소비자 등 네트워크 안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반복적

인 상호 작용을 통해 상호호혜적인 신용 구조를 구축하는 거버넌스를 의미한

다. 따라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 등 네트워크에 참여

하는 이해관계자의 상호관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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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거버넌스의 개방성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참여와 투명성을 포괄한 개방성이 핵심요소이다

(Birkinshaw, 2006; European Commission, 2001; Hood & Heald, 2006; 

Piotrowski & Van Ryzin, 2007; UNDP, 1997).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개

방성을 투명성과 참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종종 개방

성을 투명성과 연관된 개념으로 다루며, 몇몇 연구에서는 개방성을 투명성을 

촉진시키는 도구적 존재로 여기기도 한다(Götz, 2015). 하지만 개방성은 공공

이 갖는 사안에 대중이 접근 가능함을 보장해주는 제도 이상의 의미라 할 수 

있다. 개방성은 투명성을 보장하는 의미 이외에도,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여러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조직,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Pelaudeix, Basse, & Loukacheva, 2017).  

거버넌스의 유형에 따라 다른 개방성을 지니고 있다(Meuleman, 2008; Van 

Buuren & Eshuis, 2010).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호혜를 기준으로 운영되며 보

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너른 개방성을 가진다. 한

편 계층 거버넌스는 수직적인 방식으로 규칙과 규제에 따라 정부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계층 거버넌스는 참여자들을 지배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경

향이 있으며, 참여 또한 제한적이다. 시장 거버넌스는 구조적 형태상 탈중심

적이지만 가격과 협상의 메커니즘에 의해 참여를 규율한다. 의사결정의 주체

도 계층 거버넌스에서는 공공기관이 맡지만, 네트워크에서는 여러 참여 그룹

들이 함께 한다. 하지만 시장 거버넌스는 가격 기구에 참여한 개개인들의 가

격 제시와 협상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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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택시와 차량공유 플랫폼에 대한 공공거버넌스의 개입 근거 

국가 혹은 지역의 공공 거버넌스는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수용하면서 동시

에 공공의 요구도 반영해야 하는 도전 과제를 떠안았다. 전통적으로 택시와 

같은 도시 내 단거리 유상운송서비스는 대체로 도시 교통을 구성하는 한 요

소로 여겨졌다(Dempsey, 1996; Rienstra et al., 2015). 대부분의 국가 혹은 

지역에서는 공공 거버넌스를 거쳐 이 새로운 서비스의 지역 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였다(Cannon & Summers, 2014). 이는 차량공유 플랫폼 서비스의 사

업영역이 택시와 겹치며, 택시는 일반적으로 지역 수준에서 규제 받는 산업

이었기 때문이다(Dempsey, 1996). 택시는 재화의 특성 자체는 경합성과 배

재성을 가져 사유재라고 볼 수 있었지만, 택시는 진입, 가격, 품질 등을 지방 

정부 혹은 규제 당국으로부터 규제받고 있다(Rienstra et al., 2015). 이는 소

비자 입장에서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을 때 운전자와 차량을 선택할 수 없어 

경쟁시장이 불형성되었으며, 운전자와 차량의 정보를 완전히 알 수 없어 비

대칭정보가 발생했다. 그리고 규제 없는 상태에서 택시가 수익성 있는 부분

만 골라서 취하는 크림 스키밍이 발현되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가 발생하였

다. 끝으로 택시의 수 자체가 과다할 때 교통혼잡과 대기 오염 등의 외부효

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Dempsey, 1996).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택시는 

경제학적으로 사유재에 가까웠지만, 대다수의 정부가 규제하였다.  

우버와 같은 차량공유플랫폼은 택시의 주요 규제 근거였던 경쟁시장의 불

형성, 비대칭정보, 시간과 공간적 공급 불균형을 없앨 잠재력이 있었다. 플랫

폼은 소비자와 운전자가 상호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사 경쟁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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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했다(Edelman & Geradin, 2015; Rosenblat & Stark, 2016). 또 운전자 

및 차량 정보와 운행 가격을 미리 소비자에게 제공해 비대칭 정보 요인도 차

단하였다. 그리고 우버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변동가

격제를 도입하여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해결할 가능성을 지녔다(Cohen, 

Hahn, Hall, Levitt, & Metcalfe, 2016).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차량공유플랫

폼은 스스로를 운송회사가 아닌 공유경제 기업 혹은 기술기반 회사로 분류하

여 기존의 법과 규정에서 면제받으려 하였다(Cannon & Summers, 2014; 

Isaac & Davis, 2014).  

그렇지만 우버가 이러한 규제 근거를 완벽히 해소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새로운 시장 실패를 유발한다는 연구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플랫폼 기

업이 공유경제 프레임을 사용하여 법적 공백을 찾아 규제 부담을 회피하여 

이익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Isaac & Davis, 2014; Stemler, 2017). 

차량공유 플랫폼은 면허의 수량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택시 사업자들

의 생계를 위협하였으며 너무 많은 차량이 운행하여 도심 교통 혼잡 문제를 

일으켰다(Office of the Mayor, 2016; Schaller, 2018). 우버는 운전자를 독

립계약자로 분류하여 차량 운영 비용과 노동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였으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플랫폼 기업은 내부에서 공공의 견제를 받지 않고, 노동 

통제와 가격 결정 등에서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운영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Calo & Rosenblat, 2017).  

이에 따라 지역 공공 거버넌스는 진입 기업과 기존 기업의 이해관계를 조

정하는 동시에, 기술혁신에 따른 소비자 효용, 노동자의 고용을 고려하여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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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서비스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Cannon & Summers, 2014; Hong 

& Lee, 2018; Hughes et al., 2014).  

각 국가 혹은 도시의 거버넌스는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을 

다루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규제기관이 계층적 거버넌스에서 결정을 하였지

만, 몇몇 국가에서는 시장 거버넌스 혹은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모빌리티 플

랫폼을 규제하였다. 시장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뉴욕과 파리였다

(DeMasi, 2016; Schaller, 2018). 이 두 도시에서 우버는 기존에 허용되었던 

뉴욕의 전화 예약 택시 서비스인 FHV(For-Hired Vehicle) 혹은 파리의 관

광객 대상 렌터카 서비스 VTC(Vehicule de Tourisme Avec Chauffeur)에 

한해 면허가 개방되어 있었다. 이 면허를 이용하여 우버와 이와 유사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규제를 회피하여 운행하였다. 차량 대수이나 가격, 

운행 규칙을 플랫폼 회사 스스로 정하였다. 미국 메릴랜드 주를 비롯한, 미국

에서 공공재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를 채택한 여러 주들과 호주

의 시드니, 멕시코 멕시코시티,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독립적 

위원회에 모여 협의를 통해 네트워크 형태로 규제를 결정하였다(PSC Of 

MARYLAND, 2018; Transports for NSW, 2015; LabCDMX,2019; 

Passenger Transportation Boar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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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한국의 공공 및 택시 거버넌스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는 전통적으로 계층적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Amsden(1992)은 발전국가이론으로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설명하였다. 

발전국가는 국가의 성장 및 경쟁력,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Johnson, 1982). 적은 수의 엘리트 

관료들이 이러한 계획을 만들어 시장을 조정하고 운영하였다. 한국 정부는 

공공재를 제공하고 노동을 통제하는 것도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

로 삼았다(Gereffi & Wyman, 2014). 국가의 지나친 경제 개입과 규제조치는 

많은 부정적 결과를 내놓았고, 기업과 시민 사회 모두 발전국가 체제의 변화

를 요구하였다(박재규, 1998). 1998년 IMF는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한

국 정부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자신들 고유의 발전국가 체제에서 야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장 및 네트워크 거버넌스 요소를 도입했다(김근세 et al., 2010). 한국 정부

는 민간 시장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자 하였고, 동시에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도 경쟁 시장을 도입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시장 요소의 도입은 한국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지 못한 대신, 재규제화를 통해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을 변화

시켰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권위적인 정치 질서를 완화하고 발전하는 사회

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일부 도입하였다.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 형태가 시장 혹은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태로 얼마나 

전환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여러 연구에서 한국 공공 거버넌스에 지역 사회 

조직이 참여하여 네트워크화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김순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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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 이민호, 2006; 김준기 & 정복교, 2007; 배응환, 2003; 배재현, 

2009). 공식적인 정책집행구조를 분석했을 때 단일 기관에 의한 계층제 집

행 구조보다는 복수 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조가 7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송성화 & 전영한, 2012). 따라서 한국의 거버넌스는 점진적

으로 네트워크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는 형식적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이행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받아들였지만, 전반적으로 계층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승모와 유재원의 두 연구(유재원 & 이승모, 2008; 이승모 

& 유재원, 2016)는 한국의 중앙지방정부간 거버넌스의 핵심이 계층제 거버

넌스에 가까우며, 이들 간의 관계가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주장은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유재원과 소순창(2005)은 네트워크 거버넌스

로 전환된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정책 사례가 예외적이라고 지적한다. 서순

탁(2008)은 도시계획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시

민사회가 성장하며 많은 참여가 이뤄졌지만, 정부 주도의 광범위한 도시계획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실제 거버넌스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내의 질적 측면, 특

히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주어진 개방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공공 

거버넌스의 네트워크에서 중요 행위자는 여전히 정부나 준정부기관들이다(권

향원, 2017; 송성화 & 전영한, 2012).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 시장 

원리에 일부 기능을 맡겨 참여자들을 수용하는 신공공관리도 적극적으로 수

용되지 않고 있다(유재원 & 이승모, 2008). 각 사례마다 네트워크에서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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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는 행위자도 달랐다(배재현, 2009; 윤은식 외, 2011). 정리하자면 

현재 한국에서 전개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규제 기관의 공무원들이나 준

정부기관이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간 참여자들은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실제 정부 정책 결정에 있어 공공서비스 운영에 있어 

시장 기구는 정부 공공재 공급 조직의 하위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공적 제도 혹은 인물의 변화에 따라 네트워크의 

운영 형태가 변하는 등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  

우버 도입 당시 한국에서는 택시 사업 운영과 택시 운행에 있어 정부가 택

시의 수, 요금, 보험, 택시 외장 표시 방법, 정비 등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었고, 규제 기관이 이를 담당한다. 모빌리티 플랫폼의 신규 진입 여부도 담

당 규제 기관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결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제부

서가 규제를 담당하는 계층적 거버넌스 형태를 띠었지만, 택시 관련 학계, 전

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와 서

울시의 택시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네트워크 형태로 보완하도록 되어 있었다.  

앞선 공공 거버넌스 연구는 개별 공공 거버넌스의 특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공공 거버넌스의 질적 특성, 특히 개방의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택시 혹

은 모빌리티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계층적 특성을 가졌을 것이라 예상하지

만, 실제 형태를 이론적 틀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 

한국의 지역 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 거버넌스의 개방성 측면에서의 계층 거

버넌스로서의 특성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 공공 거버넌스의 과정에서 

혁신 기업과 시민의 공적 비공식적 참여와 배제 특성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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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분석발전을 통해 본 모빌리티 거버넌스 

3.1 제도발전분석과 공공 거버넌스 

공공 거버넌스의 개방성을 다층적으로 파악하며 다양한 참여자들에 대한 

개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연구방법을 복합적으로 이용했다. 먼저 각 층

위에 따른 개별 참여자들의 접근 권한을 보기 위해서 IAD를 사용했다. 그리

고 각 층위에서 참여 혹은 정보 습득 권한은 Fung (2006)의 연구 결과를 이

용하였다.  

IAD는 주로 공유 자원을 관리하는 조직이 이용하는 규칙 체계나 그 조직

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조건, 특성 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행동

이나 동기 유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Ostrom, 2010). 또 그 조직

의 구성원이 자신들이 활용하는 규칙 체계를 변경시키는 과정과 그들이 처한 

경제적, 물리적 상황의 개선 과정을 연구할 때 유용하다(안도경, 2012).  

IAD의 제도 분석은 크게 행동, 집합선택, 헌법선택의 세 수준으로 나뉜다

(Ostrom, 2010; 안도경, 2012). IAD 분석틀 아래에서 제도는 더 큰 수준의 

제도에 내재해 있으며, 각 층위는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행동 차원은 개인이

나 민간 기업, 공공기관들이 시장이나 유사 시장 등의 일상적인 행위를 하는 

곳이다. 집합선택은 공공조직이나 공공조직처럼 행동하는 시민들이 제도 계

약의 권위 아래에서 결정, 강제, 지속, 전환 등을 하는 것이다. 집합선택을 통

해 얻은 결정은 강제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행동 차원과 다르다. 헌법선택 차

원은 집합선택의 규칙을 선택한다. 헌법선택의 결정은 집합선택에서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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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계약과 이를 강제하는 근거가 된다. 

Kiser & Ostrom (2000)은 행동 차원, 집합선택 차원, 헌법선택 차원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을 구체적인 제시 중층적 제도 분석틀(Three Levels of 

Institutional Analysis)을 설명했다. 그는 헌법선택은 투표와 같은 상징적 행

위를 통해 이뤄진다고 하며, 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은 투표 참여자와 헌법선

택 상황 등이라 말했다. 제도적 조건(Institutional Arrangements), 사건

(Events), 공동체(Community) 등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헌법선택 상

황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Kiser & Ostrom (2000)은 이 세 차원을 통해 아주 다양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틀은 보통 공유자원의 거버넌스를 분석할 때 

유용하였지만, 지역의 공공재 거버넌스의 개방성을 분석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 거버넌스

에 적용하였다. 지역의 승객에 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동 

차원에서는 택시 회사와 차량공유플랫폼 기업, 택시나 공유차량 운전자는 여

객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 공공기관, 택시 회사, 플랫폼 기업

은 운전자 스크리닝, 각종 규제 준수 여부, 감시와 처벌을 한다. 소비자는 운

송 수단을 선택하고 승하차를 결정한다. 집합선택 차원은 규제 기관이 담당

하는데, 이들은 헌법 차원에서 선택된 규제와 법률 안에서 움직인다. 보통 정

해진 법률과 규제를 해석하여 이를 집행하고, 처벌하는 행정적 역할을 주로 

한다. 하지만 규정된 영역 안에서 시행령 개정과 같은 유사입법 기능을 수행

하기도 한다. 또 행동 차원에서 나온 집행에 대한 이의 제기를 수용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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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고 이를 상위 기관에 다시 해석을 부탁하는 유사 사법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선택은 유상여객운송 서비스와 관련된 가장 상위의 법을 정한다. 어떠한 

거버넌스에서도 이는 정부가 맡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입법 절차에 따

라 시장의 구획, 개별 사업자들의 진입 여부, 가격에의 개입 여부, 집합선택

에 참여할 수 있는 행위자 규정, 감시와 집행과 처벌의 권한의 범위를 정한

다. 사법부는 수동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집합

선택과 비교하면 헌법선택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광범위

하고, 특정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이 예상치 못하게 참여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IAD에서 개개인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해 제도를 선택할 때

의 제도적 상황을 더욱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IAD의 중층적인 제도 결정 과

정이 보여주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Fung(2006)의 민주주의 삼차원좌표계를 

차용하여 거버넌스의 개방성을 분석하였다. Kiser & Ostrom(2000)은 개별 

차원마다 제도가 결정되는 구조를 크게 정책결정권자, 정책결정에 의해 영향

을 받는 공동체, 개인 간의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사건, 그리고 개인의 결정

을 유도하는 제도적 약속, 그리고 개개인들이 선택을 할 때의 제도적 상황이

다. IAD는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유기적으로 연결된 흐름을 보기

에 적절하지만, 거버넌스에서 구체적 정책 결정 상황 자체를 더욱 세부적으

로 확대해 보기 힘든 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IAD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큰 그

림을 보기보다는 IAD를 통해 분명히 구분해 주는 개개인들이 제도 선택을 

할 때의 제도 상황, 즉 거버넌스 자체에 집중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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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Fung (2006)의 민주주의 삼차원좌표계를 이차원적으로 정

리하였다. 그가 제시한 정당성과 권력 축은 직접 권한(Direct Authority), 협

치(Co-Govern), 심의/자문(Advise/Consult), 의견 개진(Communication 

Influence), 개인 교육(Individual Education)이었다. 이 중 실제 공공재 거

버넌스에 직접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앞의 네 가지 요소를 통해 참여 수단과 

참여자를 구분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헌법선택, 즉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입법 의원들은 직접 통치의 권한을 가진 행위자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폭넓게 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있으며, 입법을 제안하

고, 최종적으로 입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행위자는 

행정부의 관료다. 이들은 제한된 정보 열람 권한과 비교적 높은 전문성을 가

졌으며, 제한된 영역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순위인 조언

/상담에 해당하는 행위자는 이해관계자들이다. 이들은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전문적으로 제도 선택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고, 법안 제출에서의 조언과 공

청회에서의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하여, 직접 권한과 공동관리의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상당한 양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

만, 특수한 방법으로 비공식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정보를 열람한다. 의

견 개진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만, 그 

의견의 영향력이 직접적이지 않은 계층이다. 이들은 소비자 혹은 투표로 제

도 선택에 간접적이지만 집단적으로 영향을 준다. Fung(2006)의 정당성과 

권력 기준을 공공재 거버넌스에 맞춰 수정해 다음 표 8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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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제도선택 접근 수준 

제도 선택 

접근 수준 
내용 

직접 권한 직접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 그리고 대부분의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음. 

협치 직접적 결정 권한은 없으나, 간접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 

실제 법안을 만들거나,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분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 

심리/자문 직간접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혀 영향

력을 끼칠 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  

의견개진 의견 개진을 통한 참여 자체는 적극적 의사 표현이지만, 이 의견의 영향력

은 간접적이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의견 개진 이외에도 집합적인 소비 또

는 투표로 기업 혹은 규제기관의 선택에 영향을 줌.  

 

3.2 우버의 진출과 한국 모빌리티 제도의 변화 

본 연구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11월 우버블랙이 합법적으로 공식 서

비스를 개시한 시점까지를 시간적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우

버코리아가 실제 운행 지역으로 삼았던 서울을 주 연구대상이지만, 이 문제는 

서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서울에서의 차량공유 플랫폼 운행의 합법

화는 전국 운행의 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다. 이 사안은 서울지역 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의제로 확장되었다.  

이 연구의 제도적 관심의 범위는 우버의 운행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행동 차

원은 물론, 우버 규제의 원칙을 정하는 집합선택, 그리고 집합선택의 규칙을 

정하는 헌법선택 차원까지 연구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의 법조문과 이와 연관된 행위자들의 행동이 그 대상이다. 여객자동차운수



73 

 

사업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 제81조 자

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82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 운행 금지, 제89

조의 3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90조 벌칙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이다. 그리고 이를 법 조항으로 만들기 위한 국회와 이를 직접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그 소속 의원들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 시행령을 

입안하는 서울시 담당부서와 서울시 시의회가 주된 관심 대상이다.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해 시장에 참여하는 택시와 렌터카 운영 회사들, 그리고 이 직간접

적으로 법안을 바꾸고자 노력했던 차량공유 플랫폼 회사들도 주된 이해관계자

다. 또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이를 규제하던 검찰과 경찰의 행동도 분석 대

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제도 분석과 언론 분석을 병행하였다. 제도 분석은 국회에서 제

공하는 국회회의록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언

론 분석은 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서비스에서 주로 검색하였고, 부족한 검

색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언론사 및 검색 포털에서의 검색을 병행하였다. 

 

3.3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는 계층인가?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의 등장에 따라, 기존의 공공 거버넌스에는 새로운 

참여자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참여자에게 어느 정도

로 공공 거버넌스를 개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형태를 확

인하고, 구체적으로 개방한 정도를 파악하여 지속적 혁신 수용의 가능성과, 

또 혁신에 따른 부작용의 즉각적 수용을 위해 거버넌스가 다른 이해관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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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열린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한국의 공공 거버넌

스의 특징과 전 세계 모빌리티 거버넌스의 현황과 한국의 지역 단거리유상여

객 거버넌스 현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를 IAD와 

Fung (2006)을 이용한 분석틀로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 한국의 지역단거리유상여객 거버넌스는 계층 거버넌스이다. 

 

4. 한국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 거버넌스 현황 

4.1 한국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 관련 법령체계 

정부는 택시 운영에 있어 택시의 수, 요금, 보험, 택시 표시 방법, 정비 등

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지역별로 규제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와 도

시에서 진입 규제와 요금 규제 등을 통해 택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를 받고 있다.17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택시 면허를 관리하여 진입 여부를 결정하고, 가격 

결정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와 택시 회사가 가격을 협

의하여 정할 수 있다18. 운행 시간, 택시 외장 표시와 같은 기타 규제도 정부

가 실질적으로 깊게 개입하여 정하고 있다19. 

                                            

 

 
17 이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우버와 같이 중개사업자가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 차량을 
중개하는 부분에 대한 조문은 부록 1에 삽입했다.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8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19 서울시 택시기본 조례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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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우버 이전 한국 지역 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 운영 현황 

공급 측면에서 서울의 택시 공급은 만성적으로 공급과잉을 겪고 있었다. 공

급과잉을 막기 위해 정부는 무분별한 택시 증차를 막기 위해 지역별 택시 공

급 총량제를 도입했고, 회사 택시의 신규 발급이 사실상 중단되었다.20 더 나

아가 택시 운행 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법인택시는 부제 대상이 아

니지만, 개인택시는 3부제를 택하였다(최홍우, 2005). 개인택시는 3일에 하루

를 운휴해야 한다. 공급과잉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택시 

감차보상사업 지침 및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하였다. 2013년 3년간 1690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1만 3000대를 감차하고자 하였다(김상화, 2013). 

하지만 이러한 감차 사업은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감차가 제대로 진행

되고 있지 않다. 가격 면에서도 한국의 택시는 선진국에 비해 1/2~1/3수준으

로 저렴했다(강상욱 & 이민호, 2015).  

택시 지대도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공급과잉으로 회사 택시 신규 면허는 

사실상 중단되어 있었다. 정부가 택시를 일종의 고급 교통수단으로 간주하면

서도 요금 조정을 버스 등 대중 교통에 준하는 절차와 방식으로 책정했다(이

우승, 2006). 택시 부문 종사원은 25만 명으로 중요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

제의 부가가치 창출 기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강상욱, 2015). 택시 진

입규제 장벽은 시장의 공급 증대를 막는 효과가 있었지만 택시 사업의 불황과 

함께 유망한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다(박지홍, 2016). 따라서 면

                                            

 

 
20 국토교통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20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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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의 양도 양수와 상속허용으로21 퇴출 장치가 부재하여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더 이상의 추가 면허가 발급되지 않아 

택시 권리금이 수도권만 6조원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추산되었다(안석현 & 원

태영, 2015). 2014년 기준 대당 권리금은 6,500만 원에서 6,600만 원이며, 

2015년 당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상일 것이라 추정되었다. 택시 

면허의 권리금은 상가 권리금처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취약했기

에 시장 구분이 흐려져 시장에 다른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

는 강한 지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김병오, 2018). 

소비자 입장에서 서울 택시 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는 지역적, 시간대별 수

요에 공급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안기정, 2015). 심야 시간대와 도시

철도 막차 역에 택시 수요가 쏠리고 있지만, 이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인택시가 법인택시보다 2배 이상 많지만, 개인택시는 주

로 낮 시간 운행하고 있고, 심야 시간대는 전체의 약 12%만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4.3 우버의 도입 및 배제의 간략한 과정 

우버는 2009년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뒤 한국에 진

출한 2013년 7월까지 전 세계 35개국 도시에서 서비스하고 있었다. 2018년 

                                            

 

 
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 단서 및 제15조 제2항 단서의 일부 개정 2009년 11
월 28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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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준으로 전 세계 632여 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22 우버는 차

량 공유 플랫폼과 위치기반서비스를 바탕으로 서비스된다. 개인 신용카드 정

보를 저장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탑승할 개인의 위치와 도착 위

치를 입력하면 주위의 우버 등록 기사가 이를 받고 승차 위치로 도착해 승객

을 운송한다. 승객의 우버 앱에는 승차 위치까지의 도착 시간, 목적지까지의 

도착 시간과 예상 비용, 우버 기사의 사진과 프로필까지 제공된다. 우버 서비

스는 2018년 현재, 택시와 같이 저렴한 우버엑스, 고급 세단으로 운행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인 우버블랙, 택시와 파트너를 맺는 카카오택시와 유사한 우

버택시, 합승 서비스인 우버풀 등이 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세분화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3년 6월 우버블랙의 최초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14년 

8월 우버엑스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박영준 & 김민순, 2013; 정진욱, 

2014). 한국의 국토부와 서울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불법이라 규정하고 

여러 행정조치를 취하였다(심화영, 2014).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우버를 단속

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했고, 국회는 우버의 운행을 불법화하는 조치를 

입법하였다(박나영, 2015a; 이미영, 2015a). 이 결과 우버엑스는 서비스를 중

단하였고, 우버블랙만 합법화되어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임지선, 2015).  

 

                                            

 

 
22 우버 글로벌 홈페이지(https://www.uber.com 검색일: 2018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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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우버 사례의 진행 경과 

일시 세부 내용 

2013 6월 우버 한국어 시범 서비스 시작   
8월 19일 국토부 우버 서비스 현행법 위반 소지 판단  
8월 1일 우버블랙 공식 서비스 시작  
9월  우버, 카드 사 결제 중단 위기  
9월 6일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버 고발 

2014 4월 서울시, 우버 운전기사 벌금 100만 원 부과 

 7월 검찰, 우버 코리아 기소 중지  

7월 서울시 행정조치로 제재 시도, 고급 택시 도입 고려 

8월 우버 엑스 시범 서비스 시작 

9월 서울시 우버 사업자 말소 추진 

10월 우버코리아 우버 택시 서비스, 정부 합법이라 판단  

10월 이노근, 김성태, 한정애, 이찬열 의원 우버 규제 방안 발의 

10월 서울시의회 ‘우파라치’ 포상급 지급 조례 발의 

12월 우버엑스 유료화 

12월 검찰 우버 등 불구속 기소 

12월  우버, 서울시에 우버 합법화 요구 공식 서한 발송 

2015 1월 1일 서울시, ‘우파라치’ 제도 시행 

1월 5일 우버, 우파라치 기사 벌금 대납 추진 

2월 12일 서울시 우버블랙 수용 의사  

2월 26일 우버엑스 무료 전환 

3월 6일 우버엑스 서비스 중단 

3월 8일 우버블랙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자 신고  

3월 10일 우버엑스 영업금지법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3월 17일 경찰 우버 코리아 등 조사 

5월 29일 우버엑스 영업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9월 국토부 고급 호출 택시 서비스 합법화 시행령 개정 

11월  우버블랙 합법적으로 공식 서비스 개시 

자료: 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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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지역단거리유상여객 거버넌스의 동적 변화 

5.1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 관련 공식적 거버넌스 

5.1.1 행동 

차량공유플랫폼의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행동 차원에 나타났

다. 기존에 주된 이해관계자들은 법인택시회사, 개인택시 운전자, 법인택시 운

전자와 이들의 행동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하는 경찰, 또 이 서비스의 

소비자들이었다.  

차량공유플랫폼 도입 이후에는 세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우버가 출시하였다. 

이 각 형태의 플랫폼과 플랫폼을 통해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행동 차원에 참여

했다. 첫째 렌터카 30대를 대여하여 운전자 60여 명을 고용한 고급콜택시 서

비스인 우버블랙이었다(이동인, 2013). 둘째 우버엑스로 차량공유 플랫폼이었

다(정진욱, 2014). 실제로는 무료로 시범운행만을 하였다. 마지막은 우버택시

로 카카오택시와 유사한 택시 연결 플랫폼이었다(매일경제, 2014).  

이에 서울시는 우버엑스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였고, 경찰은 관계 법령

에 따라 수사하고 단속하려고 하였다(민상식, 2013; 심화영, 2014). 소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행동차원에 참여했다. 그렇지만 행정력에 의한 우버엑

스 단속이 쉽지 않자 서울시는 우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우버 운행

을 감시하고 신고한 뒤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박나영, 2015a). 

이에 따라 감시자 역할을 하는 시민 또한 주된 행위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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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집합선택  

집합선택 차원에서 택시는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 관리 주체다. 

서울시의 경우 직접 권한 행위에 해당하는 집행선택의 규칙 제정은 서울시의

회의 소관이다(행정안전부, 2019). 서울시의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지

역 여건에 맞게 시행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한다.23  

협치 권한을 담당하는 서울시는 위의 규칙은 물론 조직 구성에 대한 법률을 

기반으로 도시교통실 아래 택시물류과, 택시정책팀, 택시면허팀, 택시서비스팀, 

택시정보분석팀의 하부 조직 등이 택시를 관리한다.24  

지방정부의 택시 정책 운영은 중앙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관리감독을 

한다. 25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산하 도시광역교통과에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지원, 유가보조금 지원, 천연가스 택시개조 

지원 등, 택시정책, 택시부가가치세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법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령(시

행령)과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제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심의/자문을 네트워크화하여 외부의 참여를 수용하는 것도 공식적으로 제도

                                            

 

 
23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자치법규로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
한 조례,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서
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로 지역에서의 지역단거리유상여객사업의 몇몇 집합
선택 규칙을 정한다. 
2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도시교통실에 두는 과) [서울특별시규칙 
제4334호, 2020. 4. 1., 일부개정]. 
2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교통물류실) [국토교통부령 제85호, 2014. 
4.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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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있다. 택시기본조례 제12조는 서울시장이 택시정책위원회를 두어 택시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였다. 택시 자문 내용은 구체적으로 ① 종합계

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②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③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④ 새

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은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자로 규

정했다. 그리고 시의원 2명과 교통업무 소관 본부장과 국장도 포함된다. 임기

는 2년으로 하였다. 이 택시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에 따라 

2012년 최초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지역에서 택시운송사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의 택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으며, 시

행령을 만들 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라 지방교통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교통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4항,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데, 택시 정책만을 다루지는 않는다.  

이 규정과 달리 집합 선택 과정은 공식 제도와 조금 달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집합 선택 과정을 이끌었고, 공식적 네트워크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과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은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집합선택 차원에

서 문제를 해소할 수 없었기에 헌법선택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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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 우버택시를 연이어 출시하였다. 국토부와 서

울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의 운행을 불법으로 해석하여 감시하고 처벌하려

고 했다. 서울시의 우버블랙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기소여부를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한세희, 2013), 검찰의 관할권인 한국 내에 우버의 대

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소를 중지하였다(최진성, 2014). 우버엑스는 현행법 

위반이었지만, 우버코리아가 우버엑스를 무상으로 운행하면서 불법요소를 피

하여 처벌을 피했다(편집부, 2014).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바로 형사적으로 규제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중개와, 무상 운송을 규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버블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임차한 차

로 다시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의 위반 소지가 있었다.26 우버

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에 해당하였다. 27  하지만 우버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역할이 

운전자와 승객 사이를 중개해주고 알선하는 것이라며,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자

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아닌 방송통신사업자에 지나

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한세희, 2013). 따라서 우버블랙 운행에 있어 우버는 

중개사업자이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처벌할 수가 없

었다. 대신 우버블랙 운전자만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26 구 여객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27 구 여객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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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여겨 처벌하였다(최진성, 2014). 우버엑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무

상으로 시범운행을 했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김학재, 2014). 

또 우버엑스 운행을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우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신고 단속의 법적 근거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시

행하지 못하였다(이인묵 & 송원형, 2014).  

서울시는 법적 처벌이 어려워지자 행정조치로 우버코리아를 제재했다(심화

영, 2014; 유명식, 2014). 서울시는 우버코리아에 집합 선택 차원에서 규제 

집행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우버코리아의 법인 해산 혹은 사업자 등록 말소, 

애플리케이션 차단,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권익 침해여부 조사 등을 

추진했다(강경민 & 박병종, 2014). 서울시의 법인 해산 조치의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웠으며, 애플리케이션 차단도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했다(매일경제, 2014).  

우버도 집합선택 차원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은 신고포상

제 조례안이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주장했다(최동현, 2014). 

그리고 이들은 서울시장에게 우버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하

며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검토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

다(이정현, 2014). 이어 2015년 2월 우버의 정책과 전략을 총괄하는 데이비

드 플루프 수석부사장이 내한하여 우버 기사 정부 등록제를 제안했다(장성호, 

2015). 기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하여 기사를 정부에 등록한 뒤 운행하도록 하겠다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우버의 납세 문제, 기존 택시업계와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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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부는 우버의 등록제 요구를 즉각적으로 일축

하였다(박나영, 2015b). 

이 기간 증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연구대

상이 되는 기간 중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는 2013년 9월 23일 단 1회만 개

최되었다(택시물류과, 2013). 이때 우버블랙의 운행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회의 참석 명단 안에 혁신기업의 입장을 반영할 만한 인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조례제정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심의/자문 역할을 맡은 서울

시 택시정책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지방교통위원회는 2015년 3월 한 차

례 열렸으나, 이 회의 안건에 우버 혹은 우파라치 관련된 조례 개정 내용이 

심의되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교통물류과, 2015).  

서울시는 집합선택과 헌법선택을 구분하여 대처하였다. 서울시는 집합선택 

차원에서 무면허 택시운송사업자를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였다.28 그리고 헌법 선택 차원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자

신들의 원하는 방향대로 우버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여객운수사업

법의 유상운송행위 조항을 개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와 국토부, 서

울시의회 차원에서 수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헌법 차원인 국회에서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했다. 

 

                                            

 

 
28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2015.1.2.) 제2조 제11
호, 제3조 제10호, 10란(2015.1.2. 서울특별시조례 제5819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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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헌법선택 차원 

헌법선택 차원의 직접통치 권한은 입법을 책임진 국회의원이다. 실제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법안 개정을 다룰 권한이 

있다. 이후 본 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다.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국토교통부 혹은 서울시와 협의한다. 행정부에는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관련 산업을 독자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행정부서가 헌법선택 차원에서 의결권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권한에 개입할 여지가 많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

의의 인가만으로 법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택시산업 발전계획에 심의/자문을 위한 제도적 거버넌스도 구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운송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택시운

송사업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발전계획 입안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의견만을 청취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이외에 

정책 심의 기능을 위해 2015년 1월에는 국토부 자문기구인 택시정책심의위

원회를 발족시켰다(김수현, 2019).  

집합선택에서 해소되지 못한 문제는 헌법선택 차원에서 해소되었다. 결과적

으로 문제는 헌법 선택 차원에서 해소되었다. 헌법 선택 차원에서 우버의 도

입 여부를 결정하는 이유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는 이때까지 법적으로 규제 

근거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우버 영업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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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9  당시 법제상으로는 자가

용 등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

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이 있었지만, 우버와 같이 이를 중개하는 행

위를 금지할 근거는 없었다. 이에 따라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상 운송을 알선하거나 조정한 자 역시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단

속을 쉽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수행하는 차량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곧이어 2014년 10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

도 우버를 규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30 앞서 

발의한 이노근 의원의 개정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담겼지만, 김성태 의원의 

안은 정보통신망 외까지 금지 범위를 넓혔다. 이외에도 새정치민주연합 한정

애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비슷한 안을 발의하였다.31 이들 법안은 모두 국토

교통부와 서울시, 택시조합과 조율을 마치고 발의되었다. 그 내용이 모두 유

사하여 모두 병합되어 처리될 예정이었고, 상임위까지 무난히 처리가 될 것이

라고 예상되었다(이학재, 2014).  

                                            

 

 
29 이노근 의원 등 11인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034, (2014. 10. 
13.) [대안반영]. 
30 김성태 의원 등 11인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152, (2014. 10. 
28.) [대안반영]. 
31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137, (2014. 10. 
27.) [대안반영]; 이찬열 의원 등 11인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027, (2014. 10. 28.) [대안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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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15년 3월 10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

했고(이미영, 2015b), 위의 네 발의안을 병합한 대안이 5월 2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32 이 법안에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유상운송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처벌 조항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이며, 무면허 택시운송사업자를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

가 포상금을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서울시의 포상금 조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이미영, 2015a).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2015년 9월 입법 과정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여 우

버블랙을 허용했다.33  일반적으로 택시에 적용되던 유상운송 알선과 같은 진

입 규제와 가격 규제, 차량 표시 규제 등을 고급 택시에 한하여 예외 조항으

로 만들었다. 그리고 기존 3,000cc였던 고급택시 기준을 2,800cc로 하향하여 

준대형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2017년 운전자 자격 증명 게시와 지

역제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차례로 개정하여 운전자 자격 증명을 전자적 

매체를 통해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 구역도 서울과 경기

도 모두 운행 가능하도록 보장하였다(김동규, 2017).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일부인 국토부의 입법 과정을 심의/자문하는 2015년 

1월 택시정책심의위원회가 발족했지만 법 개정을 두고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

았다. 이 심의위원회는 2016년 1월 위원을 위촉하고 2016년 11월 택시운송

                                            

 

 
32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15051, (2015. 5. 
6.) [원안가결]. 
33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2015.9.15.) 제7조(2015.9.15. 대통령령 제
26528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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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발전 기본계획안 심의를 위해 처음 열렸을 뿐 이후 개최되지 않았다(김

수현, 2019).  

우버는 입법 과정에서도 공개서한을 박원순 시장에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이미 고려하고 있던 부분적 

요금 자율화와 심야 택시 등 특화된 사업 영역을 우버의 차량 공유 모델로 부

분적으로나마 사업화 할 기회를 잃었다. 이와 달리 기존 사업자였던 택시법인

과 개인택시 연합들은 적극적으로 생존권 등을 강조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

(백상경 & 원요환, 2014; 장성호, 2015). 서울시 등에 여러 차례 진정과 고발

을 거듭하였으며, 택시 기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며 우버 퇴출을 요구하였다.  

 

5.2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는 혁신과 소비자 친화적인가?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의 거버넌스는 다른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에 대

한 연구(송성화 & 전영한, 2012)의 지적처럼 형식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거나 

갖춰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정치인과 전문관료가 직접권한을 행사하거나 협

치를 하고, 업계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도록 임명된 위원들이 정책심의를 하거

나, 정책 과정에 조언을 하도록 되어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발전계획의 시행령 입안에 지방교통위원회가 심의

해야 하며 서울시의 택시 정책 자문을 위해 택시정책위원회, 국토부의 택시 

정책 심의를 위해 택시정책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정책을 심의하고 정

책집행에 자문 활동하는 조직이 존재하고, 이 조직이 활동하는 내용도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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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공식적 활동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와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는 모두 2년에 한 번씩 

임명되지만 구체적으로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논의사항이 정해져 있

지만, 이들의 심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택시정책위원회

는 2012년 처음 발족된 뒤 2번의 회의를 하였다. 그리고 국토부 택시정책심

의위원회는 2015년 처음 발족된 뒤 한 차례 회의를 하였다. 우버가 운행을 

시작했던 2013년 8월 이후였던 2013년 9월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회의 내

용에서는 우버블랙이나 우버엑스 서비스와 같은 차량공유플랫폼 대책이 언급

된 기록이 없다. 

이러한 참여의 위원들이 선발되는 방식도 투명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에

서 이들은 이해관계자 배치와 전문이해관계자 배치의 형식으로 선발된다

(Fung, 2006). 이 사례에서는 임의모집이나 선택적으로 모집하지 않고, 이해

관계자를 대표하거나, 전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된다. 그러나 택시 정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자로만 규정되어 있고, 실제 이들이 선발 및 임명 경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전문성에 기반해 전문관료들이 선발하여 서

울시장이 임명한다. 하지만 위원 선발에 있어 여러 계층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대표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소수 집단의 이해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참여 단계 중 직접 권한과 협치 과정에는 서울

시와 시의회의 선출직 공무원과 관료만이 개입할 수 있었다. 심의/자문 역할

을 맡은 택시정책위원회에 택시 정책과 관련된 교수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고, 택시업계의 인물도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집합선택의 과정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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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택시물류과, 2013).  

우버코리아와 카카오택시 등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은 공식적으

로는 협치 단계는 물론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 같은 문제는 해당 

기업들이 스스로 시장의 이해당사자임을 주장하여 심의 단계에서 참여의 필요

성을 제기할 수 있는 개입 제도(Intervene)로 해결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는 공공 이익을 결정하는 행정 소송(Public Interest Litigation)에

서 제3자가 자신들이 이해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개입

(Public Interest Interven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JUSTICE, 2016). 이 제

도에서는 소송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이 이해당사자임 주장하거나, 우호적인 대

변자 역할(An Amicus Curiae)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공재위원회에서 가격 결정 등 규제 정책 결정을 

할 때 개입 제도를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McGrew, 2009). 지역단거리유

상여객 서비스의 규제 결정에 있어, 메릴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우버의 관

할권을 결정하는 심리에서도 이 개입 제도로 택시 회사들이 개입하여 심리에 

참여해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었다(Chason, 2013c). 하지만 한국의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의 규제 결정에 있어 공식적 거버넌스에 새로운 시

장참여자들이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이해관계자들은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협치를 이용했다. 우버는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

려 했다. 그리고 택시업계는 기존에 구축했던 행정부와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를 활용했으며, 집단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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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의 소비자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지역 정부와 소비자가 언제나 같은 이해를 갖지는 않는다. 공

공재를 소비하는 지역민들과 공공재를 규제하거나 공급하는 정부는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Goodman, 1978). 또 이 과정에서 규제 

과정의 절차적 법적 어려움과 지나친 전문가주의로 인하여 소비자가 직접 개

입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절차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미국의 소비자 대변인(Consumer 

Advocate)이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소비자 대변인실은 

규제 정책의 행정 절차에 소비자를 대변해 참여하는데, 소비자 대변인실이 있

는 주의 공공위원회에서는 소비자들이 더 적은 전력 요금을 냈으며, 더 적은 

공공주거비를 냈다(Fremeth et al., 2014). 

비공식 네트워크의 활용은 투명성의 문제를 초래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

시아 국가에서 비공식 네트워크는 공식적 경제주체들을 연결하고 공식적 제도

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Johnson, 

1998). 그렇지만 반대로 비공식 지대추구로 개혁을 지연시키는 기득권의 연

합 혹은 연고자본주의라는 비판도 존재했다(Krugman, 1998). 공공재 분야로 

영역을 좁힐 경우 기술 변화로 인해 신규사업자가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때는 

기존 기업과 규제기관이 각자의 지대를 추구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 사례가 

있다(정인숙, 2009). 비공식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에서 배제된 이해관계자

들과 소비자들, 그리고 기타 시민들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가 없다

(Czada, 2015). 우버의 도입 과정 중 집합선택 및 헌법선택 차원에서 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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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회의 내용은 물론 회의 개최 자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개방성 논의와 별개로 한국의 지역단거리유상여객 거버넌스는 집합

선택 단계가 임의적이고 실질적 결정권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합선택 단계에서 개별 선택들은 국토부와 시 관료들의 의지를 많이 따른다. 

하지만 집합선택 단계에서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을 논의 과정에 참여시킬 근

거와 권한이 없었다. 규제 순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위 차원

으로 이전된다. 헌법선택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주도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부와 협의하여 입법한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경우 원내 정당 사이에 첨

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입법교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우버나 택시 회사

와 같이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보다는 의원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법교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Lowi, 1964; 1972). 각 이해관계자 집단은 

세력을 과시하거나 여론전을 벌이기 때문에 일부 집단의 의견이 과잉대표되거

나, 집단적 대표를 갖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은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가진 영미권 국가들과 비교해 새로운 참여자에 

대한 개방성이 부족하며, 공식적인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상대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기기 활용에서 배제 받기 쉬운 

소수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 혁신을 

위해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서비스 수용을 장려했던 중국이나 싱가포르와는 다

른 입장을 취했다(Li & Zhang, 2018; Li & Ma, 2019). 한국은 독임제 행정부

처에서 규제를 담당하는 독일이나 프랑스와 대응이 유사하였다(DeMasi, 

2016; Eskenazi, 2014). 독일은 우버의 운행은 금지하고, 마이택시와 우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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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 택시 중개 어플리케이션만 허용하였다. 프랑스에서는 VTC와 같은 관광

객을 상대하는 기사 딸린 렌터카 면허를 통해 우버가 편법 운행했지만, 차량

공유 서비스는 허용하지 않았다. VTC 서비스에 도심 주차 금지와 차고지 복

귀, 예약 뒤 15분 뒤 운행 등으로 기존 택시와 시장 영역을 구분했다.  

정리하자면 여객운수사업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헌법선택과 집합선택의 직접권한과 협치 단계에 새로운 이해관계자

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없었다. 또 변동되는 서비스 환경에 대

해 소비자와 소수자의 대표들 또한 이 단계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심의 자문 기관은 형식적으로 열렸으며, 규제기관의 비공식적 요청 혹은 인정

으로만 심의/자문 단계에 참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헌법선택과 집합선택에 

대한 정치인과 규제기관의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모빌리티 거버넌스는 

계층 거버넌스이다. 

 

 

6. 포용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과제는? 

한국의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의 거버넌스는 다른 한국의 공공 거버넌

스에 대한 연구의 지적처럼 형식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거나 갖춰져 있지만, 사

실상 유명무실하였으며,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또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은 공식적으로 협치 단계는 물론 심의/

자문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들이 시장의 이해당사자임을 주장하여 심

의 단계에서 참여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개입 제도가 부재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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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참여하였고, 이들은 

비공식 네트워크의 활용하였기에, 거버넌스의 투명성 문제를 초래했다.  

이 연구는 혁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버넌스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적으로는 혁신이 발생할 때 이해관계의 변동이 발생하

는데, 우버 도입에 따른 법 개정 이후의 모빌리티 거버넌스에서도 주요 이해

관계자만이 논의 과정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대

표자와 또 새로운 서비스의 도임에 따라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노인 혹은 장

애인 같은 소수자 계층의 대표자가 참여하고 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혁신 서비스 도입 이후 혁신의 지속가능한 형태로, 또 사회적 부

작용이 최소화하는 형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

다. 먼저 이때 변화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 한

다. 규제 시스템을 미국의 공공규제위원회와 같은 네트워크 형태로 바꾸는 것

도 가능하며, 현재의 계층제 형태 안에서 제3자가 자신들이 이해당사자임을 

주장하며 규제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개입(Public Interest Intervene) 

제도의 도입으로도 가능하다. 이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새로운 혁신 

기업 혹은 기존 기업들, 그리고 소비자와 소수자들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참여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편향된 규제 결

정에 따라 기존 지대에 의해 혁신 기업이 배제되거나, 소비자의 효용이 저해

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둘째, 규제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소비자 대변인 제도 또한 필요하다. 공공 규제 과정에서 정부와 관료가 언제

나 소비자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또 이 과정에서 규제 과정의 절차적 법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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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과 지나친 전문가주의로 인하여 소비자가 직접 개입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 규제 과정에서 소비자들 대변하는 소비자 대

변인 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공공 거버넌스에서 배제되기 

쉬운 소수자들의 대표자들이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

를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 주의회에서는 법안을 심리하는 공청회

에서 소수인종, 노인과 장애인 등 소수자 집단의 발언 쿼터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 시의회에는 청소년 계관 시인(Youth Poet Laureate) 제도가 있

는데, 청소년 연설 대회 우승자가 법안 심리에 참여하여 투표권은 없지만 발

언권을 갖고 있다. 배제되기 쉬운 청소년 세대의 의견의 청취할 수 있는 통로

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New York City Campaign Finance Board, 2018).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공공재 거버넌스의 실질적 형태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가 모든 공공 거버넌스의 형태를 대표한

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공재 공급 결정 방식에 있어 주요한 형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또 혁신에 있어 거버넌스의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이론적 연구가 

많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시

장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혁신이 발생할 때 한국 지역단거리유상여객 거버넌스 

상에서 개방성 면에서 보완해야 하는 지점을 판별하였다.  

물론 본 연구는 연구방법 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연구대상의 실질적 거

버넌스의 한계로 문헌 분석 위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

이 계층 내부 혹은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결정됨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

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또 연구 해석에 있어 주의할 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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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개방성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더 나은 거버넌스라 말할 수

는 없으며, 거버넌스가 바뀐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별도의 연구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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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플랫폼 경제의 시대, 개발도상국은 

어떤 모델을 따라야하는가?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으로 
 

1. 개발도상국은 플랫폼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 

새로운 혁신 기술이 나왔을 때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서구사회나 발전국가의 

유사한 사례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개발도상국 국가에게 제시된 

오래되고 전형적인 두 가지 레슨은 신자유주의 이념에서 출발한 신공공관리

(NPM: New Public Management) 모델이나, 발전국가와 같은 동아시아 모델

이다. 그런데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혁신 기술들은 발전 여부와 상

관없이 어떤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이다. 모든 국가가 혁신을 처

음 경험할 때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서 어떤 교훈을 이끌어 내야하는 걸까?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NPM과 신자유주의의 교리에 따라 국

가개입의 축소, 규제완화,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기반한 정책세트를 개발도상

국에게 강제하였다(Harris & Seid, 2000; Manning, 2001; Navarro, 2007; 

Polidano, 1999).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권고를 따라 정책을 시행하였다

(Siddiqui, 2012). 국제기구들과 이의 옹호자들은 위의 정책 세트들이 적용되

면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Cline, 2005; World Bank, 

2002). 그렇지만 실제 이런 정책 세트가 도입된 뒤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성

장하고 소득이 증가하였다는 사례는 찾기 쉽지 않다. 대신 사회 서비스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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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재 공급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소득 불평등이 커졌다(Siddiqui, 2012).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 세트의 대안으로 연구자들은 동아시아의 발전국

가의 모델을 제시했다(Mkandawire, 2010; Olivier de Sardan, 2008; Ubhenin 

& Edeh, 2014; Wylde, 2018). 발전국가는 NPM 혹은 신자유주의적 접근과 

다르게 국가가 경제정책에 강하게 개입하여 선도기관이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다른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정책을 제시한다(Evans, 2012; Routley, 2014).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이 발전국가적 성공사례로 제시된다(Castells, 

1992). 그렇지만 몇몇 연구자들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발전국가적 특성은 

해체되었다(Minns, 2001). 그러나 여전히 중국과 싱가포르는 발전국가적인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정책 세트의 대안으로 개발도상국에게 

제시되고 있다(Pereira, 2008; Ubhenin & Edeh, 2014).  

이처럼 많은 연구들이 개발도상국의 공공 부문의 재편이나, 민간에서의 경

제성장 혹은 빈부의 격차 해소를 목표로 두 가지 교훈적 모델에 기반한 정책 

세트를 제안하였다. 대개의 많은 연구는 과거의 성공 사례를 되짚어 보고 개

발도상국에게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새롭게 벌어지는 현상에서도 이러

한 교훈들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받아들인 차량공유플랫폼 제도

의 수용 과정을 비교하였다. 차량공유 플랫폼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

용해 유휴 상태의 이동 수단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때 플랫폼은 공급

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며, 가격을 결정하고, 공급자와 소비자의 플랫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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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결정한다. 공급자와 소비자는 플랫폼에서 서로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도시의 교통을 담당하는 규제 기관이 차량공유 

플랫폼의 수용을 결정한다(Cannon & Summers, 2014; Dempsey, 1996). 차

량공유플랫폼의 경쟁 상대는 택시인데, 많은 나라에서 규제기관이 택시의 가

격과 시장 진입을 규제했다. 이에 택시 규제기관이 플랫폼의 규제를 맡았다.  

대중 교통의 공급을 맡은 행정적 차원에서 플랫폼의 도입은 각 사회 마다 

다르게 작용했다. 서구사회에서는 대다수 도시에서 공공교통의 일부였던 택시 

체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시장진입자가 등장했기에, 서구의 공공 거버

넌스는 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중국, 싱가포르와 같이 여전히 발전국

가적 면모를 간직한 나라는 차량공유 플랫폼을 포함한 공유경제 서비스 전반

을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다. 과연 개발도상국은 이 두 모델을 따랐을까?  

본 연구는 이를 보이기 위해 두 가지를 연구 문제로 삼았다. 첫째 서구국가

와 발전국가들의 모델은 새로운 혁신 기술을 받아들일 때 대표적인 모델과 같

은 방식으로 받아들일까? 둘째 개발도상국은 새로운 혁신 기술을 받아들일 때 

이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일까?  

이 두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구의 선진 국가, 동

아시아의 발전국가, 개발도상국의 도시의 거버넌스가 차량공유 플랫폼을 수용

하고 공공의 요구를 법제화시킨 구체적인 조건의 조합을 퍼지집합 질적비교분

석(fsQCA: Fuss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으로 탐색한다. 이

를 통해 본 연구는 차량공유 플랫폼 서비스가 지역의 조건의 조합에 따라 서

구의 선진 국가들, 발전국가들, 개발도상국 각각에서 자신들의 처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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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로로 수용된다는 것을 보인다. 이를 통해 서구나 동아시아 모델이 

단일하지 않으며, 혁신적 플랫폼의 도입에 있어 개발도상국이 더욱 적극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 경로마다 참고할 만한 

교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새로운 혁신 기술 도입 

과정에서 선진국과 발전국가의 모델이 개발도상국에게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 모빌리티 플랫폼의 수용 양상 

2.1 서구 사례 

서구 사회에서는 차량공유 플랫폼의 기술적 특성은 기존 모빌리티 규제 근

거를 약화시켰다(Cramer & Krueger, 2016). 플랫폼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결정하고, 운전자와 차량의 진입을 결정하고자 했다(Rosenblat & 

Stark, 2016). 택시 회사와 택시 운전자들은 중첩된 사업영역으로 인해 강하

게 반발했다. 소비자는 지대 추구 상태로 인해 발전이 없던 택시 서비스와 차

별화된 서비스로 인해 반겨 플랫폼의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는 

변동가격제로 인하여 급등하는 가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NY 

Attorney General, 2014). 그리고 플랫폼 운전자들은 불안한 노동자 지위와 

보장되지 않는 임금 등에 대해 걱정하였다(Blasio, 2015; Daugareilh et al., 

2019). 차량공유 플랫폼 기업은 스스로를 운송회사가 아닌 공유경제 기업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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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술기반 회사로 분류하여 기존의 법과 규정에서 면제받으려 하였다

(Cannon & Summers, 2014; Isaac & Davis, 2014). 

서구에서 공공 거버넌스는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수용하고 조정하면서도, 

도시 교통의 공공성을 지키고 도로의 혼잡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Hong & 

Lee, 2018; Hughes et al., 2014). 이에 따라 지역 공공 거버넌스는 진입 기

업과 기존 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동시에, 기술혁신에 따른 소비자 효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Cannon & 

Summers, 2014). 서구 공공 거버넌스는 플랫폼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지역 

내의 여러 조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먼저 지역 내의 택시 가격과 대중교

통 공급 수준과 소비자의 요구와 수요를 고려한다(Hong & Lee, 2018). 메릴

랜드에서도 새로운 교통 혁신을 수용하여 소비자들의 효용을 높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Hughes et al., 2014)..  

 

2.2 발전국가 사례 

동아시아의 발전국가적 산업 발전 전략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차량공유 플랫

폼의 산업적 가치를 높게 평가해 국가적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 발전국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정책을 통해 기업의 육성과 조정에 개입하여 국가의 경

제성장을 추구한다(Amsden, 1992; Johnson, 1982). 경제성장을 기획하는 선

도기관이 배태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한다(Evans, 1995). 이 

선도기관은 다른 이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해의 갈등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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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문제가 거버넌스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중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정부가 차량공유플랫폼을 도입을 주도했는데, 이 과

정에서 발전국가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2016년 3월 정부업무공작보

고에서 공유경제 발전을 주요 정책 기조로 제시한 뒤 공유경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Li & Ma, 2019; 국정훈, 2016). 중국에서 국가의 산업정책

을 총괄하는 선도기관 역할을 하는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공유경제 발전

지침’을 발표하였다. 외자기업인 우버가 중국기업보다 더 많은 규제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이후 중국의 디디추싱은 우버를 인수하여 90%가 넘는 차량

공유플랫폼 시장을 차지하였다(Kirby, 2017). 또 싱가포르는 2014년 스마트

네이션 프로그램을 시행해 국가 주도로 차량공유 플랫폼을 제도화하려고 하였

다(Li, Taeihagh, & De Jong, 2018). 싱가포르 육상교통당국(Land Transport 

Authority)이 선도기관이 되어 차량공유플랫폼과 통근자, 택시운전자, 택시회

사, 운전자의 의견을 모아 2016년 차량공유플랫폼 규제인 유상운송차량운전

면허제도(PDVL: Private Driver’s Vocation License) 입법하였다. 이 과정에

서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 주도로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였다.  

 

2.3 개발도상국 사례 

서구사회와 발전국가의 맥락과 달리, 개발도상국에서는 차량공유플랫폼은 

비공식 부문 일자리의 정규화와 비공식 교통의 만연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다.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교통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여, 공공교통의 

질과 양이 심각하게 부족하였다(IGC, 2018).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시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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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축소, 노동 시장에 젊은 노동자들의 유입에 따라 비공식 부문 일자리

가 형성되어 있다(Breman, 2010; WorldBank, 2012). 비공식 부문의 교통이 

이러한 비공식 일자리를 많이 흡수하고 있었다(Odwokacen, 2015).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 언제나 위험하였으며, 

비공식 일자리가 갖는 특징인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사고 발생시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었다(Doherty, 2017).  

이런 상황에서 차량공유플랫폼은 비정규 교통 부문을 정규화하여 실업자에

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했다(Biyinzika, 2019; 

Fathurrahman, 2020; Malik & Wahaj, 2019; Yaraghi & Ravi, 2017). 정부는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비정규 일자리를 정규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규화한 일자리에 과세를 하여, 세원을 투명하게 증가시켰다 

(Agrawal, 2018). 그리고 과거 여성의 활동이 제한되었던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의 일자리가 늘었으며, 여성의 이동성이 향상되었다(Malik & Wahaj, 

2019; Yaraghi & Ravi, 2017). 

이때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이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차량공유 플랫폼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Abaya, 2015; A. Shah & 

Kalra, 2019). 이는 부족한 규제집행력 때문이었다. 정부가 비공식 교통을 규

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집행 능력이 필요했다(IGC, 2018). 규제기관이 제시

한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처벌하지 못하면 법의 지배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어 

충분한 제도적, 재정 지원 없이 비공식 부문을 규제하기도 어려웠다(Doherty, 

2017; Rothenberg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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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의해 정부가 규제집행력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지점이 시민 개개인

에서 기업으로 이전되었다(Houeland, 2018). 차량공유플랫폼은 정부와의 가

격 협상에서 우위를 가지며,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 했지만, 세금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선진국에서의 경우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2.4 차량공유플랫폼 도입 조건 

기존 연구에서 우리는 조건에 따라 각 국가가 다른 방식으로 차량공유플랫

폼을 도입했음을 확인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각 규제기관이 각 국가 및 지

역의 규제집행력, 혁신친화도, 거버넌스의 형태, 택시의 가격, 대중교통의 질

의 조건의 조합에 따라 차량 공유 플랫폼을 진흥하거나, 억제하는 상황을 마

주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때 규제기관들은 이러한 상황의 조합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선택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조

건의 조합으로 각 정부가 차량공유 도입 경로를 설명할 것이다. 우리는 다섯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차량공유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선택과 연관 지어 이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2.4.1 정부의 혁신지향성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한 조건

이다. 발전국가는 국가주도로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Amsden, 1992; Johnson, 

1982). 이런 정책적 방향 속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정부가 관련 산업을 육성하

기 위해 차량공유의 도입을 다른 조건보다 우선할 수 있다. 그리고 발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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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외의 사례에서도 차량공유플랫폼이 혁신적 기술을 활용하여 더 나은 운

송 효율을 달성한 면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 효용의 증가를 위해 다른 이해 관

계 보다 우선하여 혁신을 우선할 수 있다(Cramer & Krueger, 2016).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혁신지향성도 새로운 산업, 즉 차량공유 플랫폼 도입

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라 판단하였다(Hughes et al., 2014). 

 

2.4.2 택시 승차 가격 

차량공유 플랫폼은 택시와 경쟁 관계이다. 차량공유 플랫폼 도입을 원하는 

공공의 의견이 많기 위해서는 택시의 공급이 적고, 대신 수요는 많은 상황이

어야 한다(Hong & Lee, 2018).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운행하기 원하는 운전

자 입장에서도 택시 가격이 높으면 유류 차량을 이용해 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유인이 많다(Li & Ma, 2019). 그리고 공유차량의 운송 요금이 택시 가격보다 

낮거나, 비슷하더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차량 공유 운송 서비스의 

경쟁력이 있다. 실제 우버는 가격에 따라 서비스와 차종을 차별화하여 고급 

운송 수요와 저렴한 운송 수요를 모두를 만족하기 위해 노력했다 (Wirtz & 

Tang, 2016). 이에 따라 택시 가격이 높으면 차량 공유 서비스가 더 많이 수

용되는 결정요인이라고 가정하였다.  

 

2.4.3 대중교통의 질 

차량공유 플랫폼은 대중교통과 보완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최근 사례에서 

보면 대체 관계에 더 가깝다(Fahnenschreiber et al., 2016; Hall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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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차량공유플랫폼이 대중교통이 커버하지 못하는 라스트마일을 보완할 것

이라 예상한 분석이 있었다(Ohnemus & Perl, 2016). 그렇지만 실제 차량공

유 플랫폼이 보편화된 지역을 보면 대체로 대중교통과 도시 내 교통 수요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며, 버스나 트롤리 등은 유상운송서비스와 도로라는 한

정된 공유자원을 공유한다(Clewlow & Mishra, 2017). 이에 따라 유상운송서

비스의 증가는 대중교통의 수요를 위협하고, 동시에 도시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의 질이 좋으면 도시 거버넌스가 차량공유서비스를 

도시의 공공 거버넌스에서 허용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Baker & Diaz, 2018; Li & Ma, 2019). 차량 공유 도로를 점유하는 용량을 제

한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4 정부 규제 집행력 

규제가 안정적으로 신뢰성 있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행정력이 

필수이다.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택시 면허 제도와 가

격 규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보 혹은 지방 정부가 행정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Li & Zhang, 2018; Tzur, 2019). 규제집행력이 높은 국가 혹은 

지역에서는 잘 정비된 규제 체계와 감시 및 처벌을 바탕으로 택시가 안정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규제 집행력이 낮은 곳에서는 정부의 행정력과 

감시 및 처벌의 미비로 인하여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신뢰성을 상실하거

나, 무자격 운송 혹은 대안 교통수단에 의해 운행되는 경우가 많다(Cervero 

& Golub, 2007). 그런데 차량공유 플랫폼은 운전자와 승객을 상호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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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기반으로 규제 집행력이 낮은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규제 체제를 

양면시장의 양쪽에 제공한다(Davidson & Infranca, 2016). 개발도상국에서 

플랫폼 서비스 혁신은 정부의 택시 규제를 우회하여 도약(Leapfrogging)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Benner, 2019). 

 

2.4.5 모빌리티 거버넌스의 형태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의 형태 그 자체를 혁신과 공공의 요구를 수용하는 하

나의 조건으로 가정하였다. 계층, 시장,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지역 공동체와 

시장의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 구조적 차이가 있다(Klijn & Koppenjan, 

2015; Meuleman, 2008).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지역의 맥락에 따라 상이하지

만, 계층과 시장 거버넌스 보다 구조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혁신과 공공의 요구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는 데 있어 거버넌

스의 형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하나의 조건으로 삼

았다. 그런데 계층과 시장은 정부 혹은 시장이라는 정보 습득의 주체만 다를 

뿐 구조적으로 동일하다(Kim & Hwang, 2019). 완벽한 시장 거버넌스는 정부

의 개입 없이 시장 원리에 따라 상호 규제되는 형태이다. 그렇지만 완벽한 시

장 거버넌스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일정 부분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 만약 완

벽한 시장 거버넌스가 존재한다면 기업 내부에서 플랫폼의 운영 원칙을 결정

하는데, 이 결정 과정에 소비자와 생산자는 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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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랫폼 수용 경로 판별을 위한 방법론 

3.1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본 절에서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주요한 특징과 연구 절차 연구 방법 상

의 한계를 설명한다. QCA에서는 여러 원인이 결합(Combinational Cause)하

여 특정한 결과를 낳는 현상을 주목한다(Ragin, 1987, 2000). 이는 변수 중

심 연구는 하나의 원인이 독립된 변수로서 결과 그 자체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적비교분석은 변수 중심 연구에 있

어서 비판적 태도를 취하며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아직 이 방법론

은 상대적으로 발전 과정에 있으며, 부정적 비판도 존재한다(Collier, Brady, 

& Seawright, 2004; Lieberson, 2004). 하지만 혁신 과정에 있어 거버넌스 

자체의 영향력을 판단하기에 유효한 방법론이라 판단해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fsQCA는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업가정신 및 혁신 연구에

서 fsQCA는 77개의 저널이 게재되었다(Kraus & Ribeiro-Soriano, 2017).  

기업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복잡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기업 환경의 결합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

점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Cucari, 2019). 공공 정책 연구에서는 이 방법론

이 처음 시도된 1984년에서 2011년까지 니치에 머무르던 이 연구방법은 주

류에 준하는 방법론으로 올라섰다(Rihoux et al., 2011; Rihoux et al., 2013). 

Li & Ma (2019)는 중국 각 성의 차량공유 플랫폼 수용의 결합조건을 연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 연구를 참고하여 조건을 구성하였다. 

 



109 

 

3.1.1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주요 특징 

질적비교분석 연구자들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변수 중심 연구의 한계를 지

적했다. 먼저 양적 연구가 가진 획일적 인과관계를 지적한다(Ragin, 1987). 

양적 연구에서는 하나의 원인이 반드시 한 방향의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점을 

연구하지만, 질적비교분석에서는 하나의 원인이 다른 요인들과 결합되어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양적 연구에서 모든 사례들이 동질적

이라고 가정함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Berg-Schlosser, De Meur, 

Rihoux, & Ragin, 2009; 최영준, 2009). 이들은 사례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 동질성(homogeneity) 가정에 근거하여 표본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는 질적비교분석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고

려 요소이며, 연구 대상의 자의적 재구성은 QCA 비판의 주요한 지점이다 

(Lieberson, 2004). 셋째, 질적비교분석 연구자들은 한 변수의 순효과(net 

effect)의 영향력만을 보는 양적 연구가 효과적인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주장

한다(최영준, 2009). 그들은 질적비교분석이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분석을 가

능하게 하여 어떠한 결합된 원인, 즉 결합 조건의 존재가 특정 결과를 산출하

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QCA는 양적 연구와 비교되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QCA는 질적인 사례 중심의 작은 샘플 크기(small-N)의 연구이다(Ragin, 

2000; 민기채, 2014). 이때 분석 방법에 따라 종류의 다양성과 정도의 다양

성 모두를 고려할 수도 있다. 종류의 다양성은 질적 차이로 복합적 속성들을 

배열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종류의 차이를 강조하여 얻을 수 있는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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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도의 다양성은 하나의 범주에 속해 있는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이다. 이는 각 사례의 질적 차이와 양적인 차이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QCA는 단일 변수보다는 사례가 가진 복잡성을 강조하는 사례 

중심의 연구이다(Ragin, 2000; 이승윤, 2014). 이 분석에서는 사례를 여러 요

인이 결합한 총체(configuration)라 여긴다. 따라서 다른 독립변수들이 일정

하다고 간주하고 한 원인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따지기 보다는, 

사례 내의 여러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효과를 완전히 허용하는 결합

적 인과 구조(joint causal system)를 찾는데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사례

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단일 변수가 아닌 변수들이 혼합된 지형으로 본다

(민기채, 2014; 이승윤, 2014). 개별 변수가 사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속성

들의 혼합으로 사례의 유형을 이해한다. 만약 5가지 변수가 있다면, 이 변수

들의 조합의 경우의 수, 즉 25 = 32개의 지형으로 본다. 이 각각의 유형들은 

특성 공간, 즉 이상형을 구축한다. 질적비교분석은 개별 유형들을 분석하여 

역사적 변화, 즉 개별 경로에 따른 변화 궤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이중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은 질적비교분석에서 발전한 연구방법이다 

(Rihoux & Ragin, 2008). 전통적 QCA인 csQCA(Crisp Set QCA)는 집합의 

소속 여부에 따라 소속점수를 0과 1로만 구분을 한다. 그렇지만 fsQCA는 

QCA의 결정적 방법적인 성격에 확률적(probabilistic) 방법을 도입한, 퍼지셋 

점수 매기기로 소속점수를 부여한다 (Ragin, 2000; Smithson & Verkuilen, 

2006). 퍼지집합으로 각 조건의 소속점수를 구하는데, 0과 1사이의 유리수 

집합을 사용해 소속한 정도에 따라 소속점수를 다양하게 표현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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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QCA가 한 대상이 한 집합에 소속된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연구자는 0과 1이라는 질적인 한계를 정의하고 이 구

간 안에서 부분적 소속 정도에 따라 퍼지 점수를 정한다. 한 사회에서 노조의 

강함과 약함의 정도, 민주적 정치체계의 도입 정도 등 쉽게 정량화시키기 어

려운 자료도 연구자가 투명하고 전문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 결정한다. 정리

하자면 퍼지셋 점수매기기는 세밀하게 쪼개진(fine-grained) 연속적인 척도

로, 조건의 속성과 관련된 본질적이고 이론적 지식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신중

하게 눈금을 매기는 것이다(Ragin, 2000).  

퍼지셋 소속 점수 매기기를 채용함에 따라 fsQCA는 몇 가지 장점을 갖는

다(이승윤, 2014). 첫째, fsQCA는 질적비교연구의 일반적 연구 절차를 적절하

게 따른다. 둘째, 신중한 눈금 매기기가 이뤄진다면 양적 비교연구에 준하는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fsQCA는 집합이론적 본질을 반영하여 이

론과 경험적 자료 분석의 거리를 줄인다. 

 

3.1.2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연구 절차 

fsQCA는 양적 연구들과 유사하게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까지는 비슷하다. 이후 측정(Calibration), 연산, 

집합관계의 검증, 축약 과정을 거치는 것이 fsQCA의 일반적 절차이다(민기채, 

2014). 측정은 수집한 원 자료를 퍼지 점수로 환산하는 절차이다. 측정의 방

법은 크게 간접방법과 직접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방법은 소속의 정도를 

설명하는 기준선(threshold)과 소속과 비소속을 구분 짓는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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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mark)을 설정하여 구한다. 간접방법은 각 사례의 분포를 보고 연구자

가 직접 소속 정도를 정하는 방법이다. 3분위, 5분위, 7분위 같은 여러 형태의 

퍼지 점수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연속 변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 민

기채(2014)는 분위별 구분이 정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Rihoux and Ragin (2008)은 각 지수의 원 점수를 구한 뒤, 각 지수의 중위수

를 분기점으로 하여 완전한 소속(퍼지 점수 = 0.95), 완전한 비소속(퍼지 점

수 = 0.05), 분기점(퍼지 점수 = 0.5)로 구분하여 로그 오즈에 기초하여 변

환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서 분기점으로 중위값을 많이 사용하는데, 중위값이 

연구 대상 사례의 기준이 되면, 평균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변량을 발생시키지 않는다(정해식, 2012). 그리고 중위수를 사용하면 연구자

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다(민기채, 2014). 

퍼지셋 연산은 불리언 대수에서의 연산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Ragin, 

2000). 합집합은 logical or로 표현한다. 이 경우 연산할 때 각 집합의 퍼지 

점수 중 높은 점수를 택한다. 그리고 교집합은 logical and인데, 각 집합의 퍼

지 점수 중 낮은 점수를 택한다. 여집합은 negation이며, 1에서 각 퍼지점수

를 뺀 값이다.  

fsQCA에서는 일관성(consistency)과 설명력(coverage)으로 집합 관계를 

검증한다(Ragin, 2006). 일관성은 원인조건의 특정한 결합된 조건에 동의하는 

결과집합의 정도를 평가한다. 이에 반해 설명력은 필요조건이 결과 사례와 병

행되는 정도를 평가하여, 양자 사이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Rihoux & Ragin, 

2008). 일관성은 연구자의 이론적 주장이 얼마나 지지되는지를 검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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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significance)과 같은 역할을 한다. 설명력은 연구자의 이론이 얼마나 

많은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Rihoux & Ragin, 2008). 일관성 

검증의 기준으로 Ragin (2000)은 “원인 조합의 사례들이 0.80보다 크다면 그 

원인 조합은 거의 항상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fsQCA는 결과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각각 검증한다. 필요조건은 결과집

합 Y가 원인집합의 X의 하위집합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결과가 존재하

면 원인이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결과집합의 소속점수가 원인조건의 소

속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Rihoux & Ragin, 2008). 이와 반대

로 충분조건은 원인집합 X가 결과집합의 하위집합이 되는 경우다. 이는 원인

이 존재하면 결과가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원인조건의 소속점수가 결과

집합의 소속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원인조건의 조합은 유사한 조합들을 묶어 논리적

으로 축약(logical minimization)된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축약의 과정은 

불리언 대수의 절차, 즉 콰인-매클러스키 알고리즘(McCluskey, 1956)을 따

른다. 만약 A*B + A*~B와 같이 B 집합과 그의 여집합이 동시에 존재할 때 

A(B + ~B) = A와 같이 논리적 축약을 할 수 있다(Duşa, 2018). 

 

3.1.3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한계 

물론 fsQCA의 한계는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수집한 점수를 퍼지 소속점수

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의성이 존재한다(Collier et al., 2004; 

Lieberson, 2004; 최영준, 2009). 특히 측정 과정에서 완전소속점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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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고, 분기점의 어느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이런 문제는 변수 중심의 양적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문제

지만, 질적비교분석에서는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명확한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밝히고 변환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3.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달리하여 두 단계로 분석하였다. 먼저 첫째 단계의 

종속변수는 혁신 도입 정도에 대한 소속점수이다. 혁신 소속점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도입, 변동가격제의 도입, 자유로운 진출입 제도의 도입으로 구

분한 4점 척도를 사용했다. 둘째 단계에서의 종속변수는 공공 제도 도입 정도

에 대한 소속점수이다. 공공제도 도입 소속점수는 차량공유 면허의 도입, 노

동자 지위의 인정, 운전자 최저임금 제도 도입 정도에 4점 척도로 매겼다.  

 

3.2.1 혁신 소속점수 

3.2.1.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도입 

혁신 소속 점수의 한 요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다. 이 요인은 

기존 유상운송산업의 시장 구획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택시의 분류는 콜택시, 

고정 대기 택시, 길거리 배회 택시, 기타 계약 택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Dempsey, 1996). 한국에서는 이들이 별다른 구분 없이 하나의 면허 체계로 

운행되지만, 뉴욕이나 파리 등에서는 다른 면허 체계로 구분되어 있다(B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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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z, 2018; Martini, 2017; Schaller, 2007b, 2018).34 예를 들어 뉴욕에서 

배회 영업 택시는 예약을 받을 수 없었고, 콜택시는 배회 영업이 금지되어 있

었다. 하지만 우버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자 콜택시의 배회 영업 

금지가 무력화되었다. 우버가 실시간 예약을 받아 승객 근처에서 대기하는 차

량을 배차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도입은 차량공유 플랫폼 도입의 충분조건일 뿐

이다. 한국 서울의 카카오택시나, 독일 베를린의 마이택시(mytaxi)는 플랫폼 

업체가 공유차량이나, 렌터카나 리무진의 운행을 중개해주는 대신, 택시의 운

행을 중개해주는 형태이다(Frazzani et al., 2016; 김대원, 2017). 기존 택시 

운행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기존의 공공규제가 정한 경계 내에서 운영하

는 수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스마트폰 애플리케

                                            

 

 
34 뉴욕에서 거리를 배회하며 승객을 아무 때나 태울 수 있는 택시(Street Hail Taxi)는 옐로
우캡(Yellow Cab)이다. 하지만 뉴욕에는 이외에도 택시와 유사한 운행을 하는 비즈니스가 많
았다 (Schaller 2007; 2018). 대표적인 사례가 FHV(For-Hired Vehicle) 서비스였다. FHV 
면허는 FHV 운행 회사가 뉴욕시의 TLC(Taxi & Limousine Commission)에 등록비를 내고 
정해진 차량 기준을 넘으면 등록할 수 있었다. 운전자들도 면허 제한 없이 일정 기준만 넘으면 
FHV의 운전자로 일할 수 있다. FHV는 길거리를 배회하며 승객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전화 예
약을 통해서만 승객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옐로우캡과 FHV는 자연스럽게 다른 시장 구분
을 가졌다. 하지만 우버가 실시간 예약이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도입함에 따라 둘 사
이의 구분이 사라졌다. 2011년 우버는 이런 FHV 제도를 이용해 자회사들을 FHV로 TLC에 
등록하였고, 우버 드라이버는 FHV 드라이버로 운행하기 시작했다. 우버가 실시간으로 예약을 
받고 차량 호출 승객 근처의 차량을 바로 배차함에 따라 승객이 느끼기에는 FHV와 택시의 서
비스 차이가 없다. 파리에서도 뉴욕과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프랑스에서는 택시와는 다른 일종
의 리무진 서비스라 할 수 있는 VTC(vehicule de tourisme avec chauffeur)가 오래전부터 운
행 중이었다 (Eskenazi 2014). VTC는 주로 관광객이나 VIP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예약 대절 
서비스를 제공했다. 2009년 규제가 완화되면서 VTC 회사설립이 쉬워졌다. 2012년 우버는 파
리에서 VTC 면허를 취득하여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에 2013년 VTC는 1만 2500대의 차량은 
1만 4000명의 운전자가 운행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파리의 택시는 공공영역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롭게 길거리 호출이 가능했고, 면허의 수가 제한되었다. 그렇지만 우버는 뉴욕에서
처럼 VTC와 택시의 구분을 흐리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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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사용을 도시 내 유상운송산업을 혁신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3.2.1.2. 변동가격제  

차량공유서비스 도입에 있어 가장 큰 논란을 가져온 요인 중 하나는 변동가

격제이다. 이 변동가격제는 한 지역이 차량공유 플랫폼을 인정했다는 것을 보

여주는 요소다. 플랫폼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해 운행 중인 차량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늘 연결되어 운행 시 요금 책정과 요금 결제 과정을 

혁신했다.  

기존의 택시 규제 체제에서는 많은 경우 택시 요금은 담당 행정기관과 택시

회사가 협의하여 요금표를 결정해 공개하여 승객이 요금을 대략 짐작할 수 있

도록 도왔다(Dempsey, 1996; Schaller, 2007a). 하지만 차량공유 플랫폼 서

비스의 요금 책정은 차량을 운행하기 전 승객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플랫폼이 운행 거리와 운행 시간, 그 구간의 교통량과 체증을 계산하여 승객

에게 미리 알려주는 방식을 많이 택했다. 이런 요금 책정은 기존 택시 산업에

서 발생했던 운전자와 승객 사이의 비대칭 정보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Liu et 

al., 2018). 차량공유 플랫폼은 이 과정에서 요금을 계산할 때 차량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요금을 변화시키는 변동가격제를 도입했다. 변동가격제는 수

요와 공급에 따라 달리 가격을 책정하여, 공간적, 시간적 공급과 수요의 불일

치를 해소했다(Hall et al., 2015). 

플랫폼이 승차 요금을 책정함에 따라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먼저 스마

트폰이 택시 미터기 대체하는 것의 정당성과 변동가격제에 따라 과도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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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책정할 때의 부작용이었다. 이 중 첫째 문제는 기존의 기술에 기반해 정해

진 규제 체계와 새로운 기술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문제다(Office of Staff 

Counsel, 2013). 새로운 기술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의 

운영 원칙을 새롭게 정하는 문제다. 정부와 기업이 협의하여 기존 택시 미터

기를 기준으로 정한 요금 체계를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에 이전시키기만 하

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인 변동가격제는 그 성격이 달랐다. 

공공재 거버넌스를 통해 정해진 기존의 요금 체계 대신 플랫폼 기업이 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임의로 정해졌고, 공공 거버넌스는 플랫폼이 과도하게 가격

을 책정하는 것을 우려했다(NY Attorney General, 2014).35  

변동가격제 또한 차량공유 플랫폼 도입의 충분조건이다. 변동가격제 또한 

택시를 비롯한 여러 운송 서비스에 도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싱가

포르에서는 2017년 싱가포르 최대 택시 기업 중 하나인 SMRT 택시는 동남

아시아 공유경제 기업인 그랩과의 협력을 통해 승객에게 변동가격제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Li et al., 2018). 이는 택시와 차량공유 플

랫폼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정부가 도입한 방안이다. 

 

                                            

 

 
35 2011년 뉴욕에서 새해 이브 폭설이 내리자, 우버는 운행 요금으로 평소보다 8배 높은 요금
을 받았다. 많은 소비자들이 요금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우버는 회사의 가격 정책을 바꾸지 않
았다. 이에 2013년 12월 뉴욕 주 검찰은 우버의 가격 책정이 가격폭리법(the Price Gouging 
Law)을 위반했다고 보고 우버를 조사했다. 결국 우버는 2014년 7월 뉴욕 주 검찰청과 가격 
한도를 정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우버를 비롯한 차량공
유 플랫폼의 가격 결정이 공공 거버넌스의 관리를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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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운전자와 차량의 자유로운 진출입 

마지막으로 혁신 소속점수의 판별 기준은 운전자와 차량의 자유로운 진출입

이다. 택시 면허는 지대 추구 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자주 언급되었다. 

Krueger (1974)는 뉴욕의 택시(Yellow Cab)를 예로 들어, 한정된 택시 면허

로 인해 택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기 어려웠고, 서

비스가 좋지 않아 가격이 비싸졌다고 보았고, 이러한 면허제가 지대추구행위

를 극대화한다고 보았다.  

택시 시장 진입 규제 근거는 택시 시장이 불완전 시장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Dempsey, 1996; Schaller, 2007a). 택시는 먼저 오는 차 먼저 타기(First In, 

First Out)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가 사전 정보를 알고 탑승할 택시를 선택할 

수 없는 불완전 시장이었다. 서비스와 가격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면, 소비자

와 택시 운전자 사이의 거래 비용이 감소하는 신뢰재가 된다. 또 택시는 외부

효과 또한 택시에 진입 규제를 가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다.  

차량공유 플랫폼은 위와 같은 규제 근거를 없애는 역할을 할 혁신적 가능성

을 지니고 있었다(Cramer & Krueger, 2016). 이들은 경쟁 시장을 형성하고, 

비대칭 정보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와 운전자가 상호 평가하는 시스

템을 도입했다. 플랫폼 운전자와 소비자는 운행 이후 서로를 평가한다. 이 평

가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은 소비자와 운전자가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플랫폼은 소비자가 이 운전자와 차량 평가 

결과를 보고 탑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유사 경쟁 시장을 형성했다. 

실질적으로 차량공유 플랫폼이 규제 근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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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확실하다. 우버는 2018년 미국 내 우버 운행 중 3045건의 성폭력 사건

이 있었으며, 9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Conger, 2019). 또 

플랫폼이 정한 운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우버를 비롯한 차량공

유 플랫폼에서 플랫폼 계정을 공유하거나 해킹하여 부정 사용하는 것도 문제

가 되고 있다(Olson & Needleman, 2019). 규제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국가 

혹은 지방정부와 달리 민간기업은 이를 개별 규제할 규제집행력이 떨어지고, 

또 플랫폼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이러한 부정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덜 

할 가능성이 있다(Kerr, 2015). 이럴 경우 차량공유 플랫폼이 기존 택시의 

규제 근거를 완벽히 해소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차량과 운전자의 자유로운 운송 시장 진출입은 차량공유 플랫폼에 있어 핵

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요인이 가진 실질적 혁신성은 아직 확실히 판

단할 수는 없지만, 기존 규제 체제가 가진 단점을 상쇄할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유차량과 운전자의 자유로운 진출입을 허가하

고 있다. 

 

3.2.2 공공 제도 도입 소속 점수  

공공 제도 도입 소속 점수는 차량공유 면허의 도입, 노동자 지위의 인정, 

운전자 최저임금 제도 도입 정도에 따라 매겼다. 차량공유 플랫폼은 공공 거

버넌스의 역할을 대체하였다. 플랫폼은 기존 규제기관이 가진 가격 결정과 운

전자 및 차량 진출입 권한을 내부화했다. 규제기관은 차량공유 플랫폼과 규제 

관리 규칙 결정 권한을 다시금 행사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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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차량공유 플랫폼 면허 

규제기관들은 가장 먼저 차량공유 플랫폼 면허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Crespo, 2016; Rogers, 2015). 규제기관의 입장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 면허에 차량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안

전한 유상운송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운전 능력

을 갖춰야 하며, 차량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운전자들은 

범죄 경력을 스크리닝해, 승객 대상 범죄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했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운전자의 범죄 기록과 운전 경력을 제한하고, 차량의 연한을 제한

하고 주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에는 이러한 공익과 상반되는 유인이 존재한다. 플랫폼 기업이 이러한 기

준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으면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이다. 그리고 자

신들은 언제나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한다(Kerr, 2014). 그

러나 단기적 네트워크 효과를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운전자와 차량이 

거리에 있어야 이익이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에는 규제기관과 달리 운전자와 

차량의 자격 조건을 최대한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Kerr, 2015).  

전 세계의 규제기관들이 취한 면허 방식은 크게 개인 면허와 차량 면허 둘

로 나뉜다. 규제기관이 개인 면허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개개인이 공유차량 

운전면허 요건과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뒤 관련 기관에 직접 등

록하고, 플랫폼에서 운행하는 방식이다. 뉴욕은 2015년 FHV의 운행에 필요

한 파견운송서비스제공자(Dispatch Service Provider)라는 상업 운행용 면허 

를 새롭게 만들었다(Joshi, 2015). 뉴욕에서 차량공유 플랫폼 운행을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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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했던 FHV 면허를 대체하며, 택시운전자와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개인 면허는 택시 규제에 준하는 수준을 만족할 것을 요구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기관에 운전자와 차량을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대신, 

플랫폼 기업만을 등록한다(Morsy, 2019). 이집트 정부는 영업기록, 세금 납

부 기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VAT)을 

제시하고, 직원들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차량 대수에 따라 등

록비를 내고 차량공유 플랫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Morsy, 

2019). 운전자의 등록, 차량의 점검은 규제기관이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플랫

폼 기업이 주로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플랫폼 기업이 운전자 대상 임의 

약물검사를 실시하며 운전자 신고가 몇 차례 이상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하도

록 규정하였다. 규제기관이 직접 운전자를 등록하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 면

허는 이집트 이외에도 조사대상 국가 중 필리핀,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도입하였다(Abaya, 2015; Comini & Pike, 2018a; 2018b). 

플랫폼 면허는 대부분의 국가 혹은 도시에서 차량공유 플랫폼의 도입과 함

께 법제화하였다. 그렇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합법화 없이 회색지대에서 차량

공유 플랫폼 기업이 임의로 서비스를 운영했다. 플랫폼 규정이 법제화됨에 따

라 운전자의 요건이 강화되고,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등이 가려지므로 차량

공유면허제도의 도입을 주요한 공공보호제도의 도입 요소라 가정하였다.36  

                                            

 

 
36 자유로운 진출입을 가정하여 도입한 차량공유 플랫폼 면허 제도에서 면허 총량 규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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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노동자 지위 인정 

차량 공유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 서비스처럼 운전자의 노동자 지위 여부

와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박은정, 2019; 장상준, 2019). 우버는 운

송회사가 아닌 기술회사로 분류 받아 택시 운송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법과 규

정을 면제받으려 했다(Office of the Mayor, 2016; Schaller, 2018). 특히 우

버는 운전자를 노동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하여 고용주-직원 관계에서 

짊어져야 하는 고용의 의무를 회피하여 우버 운전자가 위험과 비용을 모두 부

담하도록 하였다(Dubal, 2017; Isaac & Davis, 2014). 운전자는 유류비용, 차

량 유지비용, 차량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졌지만, 플랫폼을 상대할 때 단

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비대칭적 협상력을 가졌다(Baker & Diaz, 2018). 

이러한 차량공유 플랫폼에서의 노동을 OECD는 플랫폼 노동의 한 형태라 

정의하였다. OECD (2019)는 플랫폼 노동을 무선기기에 설치된 앱이나 데스

크톱 웹사이트에 의해 매개된 노동의 거래로, 알고리즘을 수단으로 노동을 고

객과 연결(matching)시키고 노동 서비스의 제공자가 그 대가를 수취하는 노

동으로 정의하였다. 또 Eurofound(018)은 이를 유급 노동을 목적으로 플랫

폼의 중개를 통해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과 수요와 매칭되는 고용의 한 형태라 

정의하였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용어 대신 전자 매개 노동

(Electronically Mediated Work)이라 표현하였다(Staff, 2018).  

                                            

 

 
한 사례도 있다. 뉴욕에서는 우버가 뉴욕 시내에서 지나치게 많아졌다고 판단하여 2019년 4월
부터 1년간 FHV의 신규 면허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직 차량공유 플
랫폼 면허 총량 규제 사례는 많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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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배(2019)는 플랫폼 노동이 사회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정리하였다. 먼저 노동 관계에서 사용자가 사라졌지만, 사용-종속 관계는 실

제 존재했다는 점이었다(Daugareilh et al., 2019). 만약 플랫폼들이 주장하는 

데로, 노동자들이 어떤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계

약자라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 서비스

의 가격 결정, 노동 수행의 방법 및 절차의 관리가 독립계약자 스스로가 아닌 

플랫폼 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많은 사례가 보고되었다. 또 다른 문제

는 플랫폼 노동자가 고용의 사회적 안전판 역할의 해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고용은 안정적 소득, 대중 과세, 고용 관계를 기반을 둔 사회보험의 

안정적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지만 플랫폼 노동은 노동자의 소득을 줄이

고, 과세를 회피하며, 기업이 사회보험을 부담하지 않아, 사회의 공적 부조를 

해체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의 확장은 사회보장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낮추는 양상을 보인다(Daugareilh et al., 2019). 

이에 따라 몇몇 국가 혹은 지역 정부는 우버 운전자들의 지위와 소득을 제

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먼저 플랫폼 노동자의 독립계약

자 지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이다. 대

표적 사례가 2019년 입법된 미국 캘리포니아의 AB5이다(장흥배, 2019). 

AB5가 미국 캘리포니아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다수의 플랫폼 노동자의 법

률적 지위가 독립노동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는 효과를 낳았다. 37  이 법

                                            

 

 
37 A.B. No. 5, Reg. Sess. 2019-2020. (C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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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일단 플랫폼 노동자가 피고용인임을 먼저 가정하고 ABC 테스트를 통과

해야만, 독립계약자임을 인정하는 법안이었다.38 

미국 캘리포니아 이외에도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점차 차량공유 플랫폼 운

전자들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률을 입안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노동사회보장감독국은 2015년 우버가 사회보장제도 피고용인 등록의무 위반

을 제재하며, 피고용인을 등록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을 미납분까지 납부할 것을 

명령하였다(Daugareilh et al., 2019).39 영국에서도 2018년 항소법원이 운전

자의 노동자 지위를 확인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판결하였다.40  같은 해 7월 미국 뉴욕 실험보험민원회의소에서도 

우버 운전자의 피고용인 지위를 확인하였다.41 물론 이와 상반되는 결론을 내

린 사례도 있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 동부지방법원은 2018년 4월 우버블랙 

리무진 운전자의 지위가 피고용인이 아님을 판결하였다.42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계약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분류의 전환은 플랫폼 서

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우버는 

2019년 4월 기업공개 설명서에서 운전기사가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 피고용

                                            

 

 
38 ABC 테스트는 1) 노무 수행에 있어 기업의 통제와 지시에서 자유롭고, 2) 노무 제공을 받
는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3) 스스로 수립한 독립 비즈니스를 운영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모두를 
입증해야만 독립계약자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지위 인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39 the Barcelona Labour and Social Security Inspectorate (2015) 
40 Uber BV v Aslam [2018] EWCA Civ 2748 
41 State of New York,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 Board, Uber Tech. v. N. Salk et. 
al., A.L.J., case n° 016-23858, 12 July 2018. 
42 Razak v Uber Techs., Inc.,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Pennsylvania. 
11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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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분류된다면, 비즈니스 모델의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우버의 경영 및 

재정 상황에 역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Uber Technologies, 

2019). 바클리즈는 AB5가 통과됨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 각각 14만 명과 8

만 명의 캘리포니아 운전자에게 사회 보장 기여금과 급여소득세로 개인당 연

간 3,625달러를 더 지출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Griswold, 2019).  

운전자의 노동자 지위는 플랫폼의 공급자 사이의 계약 문제이고, 사회보장 

측면에서 공공 제도 아래서 결정되어야 했다. 동시에 이는 우버의 수익과 직

결되기 때문에 공공 거버넌스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3.2.2.3.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도 플랫폼 운전자의 지위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였다. 미국 뉴욕 시는 FHV 운전자의 최저 시급 제도를 도입하였다. 

뉴욕은 2011년 우버가 처음으로 운행하기 시작한 뒤 우버를 규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앱 기반 차량 공유업체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폐해가 많다고 주장했으며(Blasio, 2015), 코리 존슨 

뉴욕 시의회 의장은 “운전자를 보호하고 도심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제

한이나 규제 없이 성장하는 산업에 새로운 면허 발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Fitzsimmons, 2018). 이러한 뉴욕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입장에 

따라 2018년 FHV 면허 총량 규제법과 함께 우버 운전자의 최저 시급 제도

를 도입하였다(Committee on For-Hire Vehicles, 2018). 뉴욕 의회의 조사

에 따르면 차량 플랫폼 운전자들은 대부분 이민자들이었으며, 전체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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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는 대부분 전업 운전자였다(Baker & Diaz, 2018). 그리고 60%의 운전자

들이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운행했으며, 40%의 운전자들이 메디케이드를 받

을 정도의 저소득층이고, 16%는 아무런 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였다. 그

리고 18%의 운전자들이 연방 영양 보조를 받을 정도였다. 당시 뉴욕 시내 플

랫폼 노동자들의 시간당 소득은 14.25달러 정도로, 뉴욕 주의 최저 시급 

17.22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뉴욕 시의 플랫폼 운전자들은 제도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뉴욕 주는 노동자의 

지위를 법제화하여 인정하는 대신, 우버 운전자의 시간당 최저 운행 수당을 

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뉴욕 시의회는 뉴욕 주의 최저 시급 17.22달러를 

플랫폼 운전자의 시간당 최저 운행 요금을 정했다. 이는 운행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비용을 포함했을 경우는 27.86달러로 정하였다. 뉴

욕 시의회는 최저 시급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운전자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22.5% 또는, 연간 6345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 이들은 이러한 

최저 임금 인상이 차량을 공유하는 동산의 가치에 인센티브를 주고, 새로운 

앱 베이스 운전자의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각 지역이 자신의 조건에 따라 노동 관련 이슈를 공공이 수

용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제도 도입 소속점수에 노동자 지위의 인

정 이외에도 운전자 최저임금 제도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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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대상지역  

비교 대상 도시는 각국의 경제적, 정치적 중심 도시 중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도시를 선정하였다. 국가를 선정할 때 국가의 개발 정도, 대륙, 거버넌스 

형태를 고려하였다. 기존에 이미 조사가 선행된 국가 통계와 도시 통계를 사

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획득할 수 없는 도시는 배제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

의 표와 같이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의 23개 도

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표 10] 연구대상 국가 및 도시 

대륙 OECD(11) 비OECD 

아시아, 오세아니아 터키 이스탄불, 한국 서울, 호

주 시드니, 일본 도쿄 

필리핀 마닐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 뉴델리, 중국 

베이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

푸르, 싱가포르 

유럽, 아프리카 스페인 마드리드, 프랑스 파

리, 영국 런던,  

이집트 카이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남북아메리카 멕시코 멕시코시티, 미국 뉴

욕, 볼티모어, LA, 캐나다 밴

쿠버 

페루 리마, 아르헨티나 부에

노스아이레스  

 

 

4. 보정 

4.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달리하여 두 단계로 분석하였다. 먼저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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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종속변수는 혁신 도입 정도에 대한 소속점수이다. 이 소속점수는 스마

트폰 애플리케이션 도입, 변동가격제의 도입, 자유로운 진출입 제도의 도입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요인들이 차량공유 플랫폼 입장에서 플랫폼 기업

의 자유로운 진출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먼저 스마트폰

의 애플리케이션이 기존 택시 대비 기술적으로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스마트

폰은 차량공유 플랫폼 운영 초반 택시와 차량공유 플랫폼을 구분했다. 그리고 

공공제도 도입 소속점수는 차량공유 면허의 도입, 노동자 지위의 인정, 운전

자 최저임금 제도 도입 정도에 따라 매겼다.  

 

4.2 조건 

정부의 혁신지향성을 보여주기 위한 대리변수로는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와 

미국 코넬대 SC 존슨경영대학이 발간하는 글로벌혁신지수 2019 보고서의 글

로벌혁신지수(GII: The Global Innovation Index)를 사용하였다(Dutta et al., 

2019). 글로벌 혁신 지수는 전 세계 129개국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각 국가

의 혁신 요소를 지속해서 평가하여, 혁신의 척도(innovation metrics)로 비교

할 수 있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혁신투입 요인 5가지와 혁신산출 요인 2가지

를 계산하여 도출한다. 혁신투입요소는 제도, 인적 자원과 연구 능력, 기반시

설, 시장성숙도, 비즈니스 성숙도 등이고, 혁신산출요소는 지식과 기술을 통한 

산출, 창의성 산출이다. GII는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각국의 혁신 환경을 정

리하였다. GII는 국가혁신시스템의 상대적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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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를 혁신 수용 친화적인 국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는 한 사회가 혁신을 수용하기 위해 조성한 종합적 평가 내용

이기 때문이다. 

택시 운송 데이터는 전 세계의 생활물가를 직접 입력하는 데이터 사이트인 

Numbeo에서 수집했다. 2019년 11월에 수집하였으며, 일률적으로 3km 운행 

거리 기준 요금을 수집하였다(Numbeo, 2019). 실제 도시 별 구매력에 따라 

택시 가격을 보정하기 위해 빅맥지수를 이용하였다(Economist, 2019). 빅맥

지수는 이코노미스트 지가 1986년부터 매년 120개국의 맥도널드의 빅맥 가

격을 조사해 발표한다. 이 지수는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일물일가의 법

칙(Law of one price)과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ties) 환율 이론에 

따라 국가간 물가를 비교할 수 있다(Clements, Lan, & Seah, 2012). 본 연구

에서는 도시의 빅맥지수의 가격 대비 택시 3km 구간 가격을 구했다.  

도시 간 대중의 질을 비교하는 데이터는 아르카디스(Arcadis)의 지속가능

한 도시 이동성 인덱스 2017(Sustainable Cities Mobility Index 2017)을 이

용하였다(Carter, Sanderson, & Taylor, 2017). 아르카디스는 네덜란드 암스

테르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디자인, 엔지니어링 및 경영 컨설팅 회사

로서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도시 내 이동성을 조사하여 이를 인덱스화하였다. 

이 인덱스는 세계 100개 도시의 사람(People), 지구(Planet), 수익(Profit) 

세 가지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 사람들의 삶이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인 “사람” 인덱스를 이용하였다. 이 세부 지표는 대중교통 이

용의 안전,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률, 운전자의 연결성, 교통 시스템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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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통근 활성화, 공항 이용자 수, 지하철 접근성 등의 하위 인덱스로 구성되

어 있다. 도시 시민이나 방문객들이 도심 교통을 얼마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이용객의 직접적인 만족감과 가장 유사한 지표로 생각하여, 대중교통의 

대체제인 차량공유의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규제 집행력은 세계정의프로젝트팀이 발간하는 법의 지배 지수 2019(The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2019)의 세부 지표 중 하나인 규제집행

력(Regulatory Enforcement)을 이용하였다(Andersen & PONCE, 2019). 

WJP 법의 지배 지수는 전 세계 126개국의 효율적인 법의 지배 정도를 정부 

권력 제한(Constraints on government powers), 반부패(absence of 

corruption), 정부투명성(open government), 기본권(fundamental rights), 

안전보장(order and security), 규제 집행력, 공공정의(civil justice), 범죄정

의(criminal justice)의 세부지표를 통해 판단한다. 이 중 규제 집행력은 정부 

규제의 효율적 집행, 부적절한 간섭 없는 정부 규제의 적용 및 집행, 불합리

한 지체 없는 기관의 집행, 법 규정에 따른 규제 절차, 충분한 보상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수의 다섯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지표화하였다.  

각국의 거버넌스의 형태는 OECD의 문서와 정부 문서 지역 언론 보도를 통

해 직접 조사하였다. 차량공유 도입 여부를 판정하는 거버넌스 형태가 분명하

게 위원회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정부와 기업 이외에 공공의 다른 구성원들이 

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만 네트워크 거버

넌스로 판정하였다. 단순히 공청회 등만 거치는 형식적인 위원회 형태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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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행정부 혹은 입법부

가 결정하는 형태는 계층으로 판정하였다.  

거버넌스의 형태를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직접방법에서 로지스틱 함수를 이

용한 S자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 보정하였다(Duşa, 2018). 대상 국가 집합의 

각 조건에서 최대값을 지닌 도시를 무조건 소속하는 점(i: Full membership 

point)으로 정하였으며, 최소값을 지닌 도시를 무조건 배제하는 점(e: Full 

non-membership point)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조건 집합의 중위값을 소속과 

비소속을 가르는 점(c: Crossover Point)로 정하였다. 각 조건 별 완전소속 

점수와 중위값, 그리고 완전비소속 점수는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이 세 점을 기반으로 다른 조건값의 소속점수의 분포는 Rihoux and Ragin 

(2008)이 제시한 다음의 로지스틱 함수 식을 이용해 도출했다. 로그오즈비를 

약 3(≒2.944439)으로 정한 이 식에 따르면 완전소속 기준점은 0.95가 되고, 

완전비소속 기준점은 0.05가 된다.  

 

 

i = full inclusion point 

c = crossover point 

e = full exclusion point 

x =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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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각 변수별 대리변수와 보정 기준 

Set 데이터 

유형 

Measurement Full 

membership 

Crossover 

point 

Full non-

membership 

정부의 혁신

지향성 

Fuzzy 『글로벌혁신지수 

2019』 의 글로벌혁

신지수(GII: The 

Global Innovation 

Index)를 사용 

61.73 50.33 27.47 

택시 승차 가

격 

도시의 빅맥지수의 가

격 대비 택시 3km 구

간 가격 

4.3784885 1.311721 0.3599917 

지역 대중교

통의 질 

아르카디스의 지속가

능한 도시 이동성 지

표 중 사람 지표 

64.5 44.4 31.4 

정부의 규제 

집행력 

법의 지배 지수 2019 

중 규제집행력 지수  

0.87 0.679 0.36 

공공재 거버

넌스의 형태 

Crisp 각국의 거버넌스의 형

태는 OECD의 문서와 

정부 문서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직접 조

사 

네트워크: 1 

시장/계층: 0 

혁신 소속 점

수 

Fuzzy 4분위 소속점수 

공공 소속 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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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보정한 데이터 행렬 
 

 
 

E G I P T IS PS 

1  Cairo 0.05 0.00 0.05 0.05 0.05 1 0.66 

2  Lima 0.16 0.00 0.10 0.67 0.15 1 0.33 

3  Manila 0.13 0.00 0.14 0.09 0.49 1 0.33 

4  Mexico city 0.12 1.00 0.14 0.08 0.42 1 0.33 

5  Jakarta 0.23 0.00 0.07 0.14 0.15 1 0.66 

6  Istanbul 0.08 0.00 0.15 0.19 0.37 0.33 0 

7  New Deli 0.14 0.00 0.15 0.07 0.50 1 0.33 

8  Buenos Aires 0.19 0.00 0.09 0.17 0.30 0.33 0 

9  Yohannesbur

g 

0.23 0.00 0.11 0.56 0.17 1 0.33 

10  Beijing 0.14 0.00 0.76 0.24 0.89 1 0 

11  Kuala Lumpur 0.20 0.00 0.27 0.28 0.08 1 0.33 

12  Madrid 0.50 0.00 0.42 0.55 0.86 0.33 0 

13  Seoul 0.69 0.00 0.83 0.50 0.95 0.33 0 

14  Paris 0.80 0.00 0.73 0.69 0.95 0.33 0.66 

15  London 0.90 1.00 0.94 0.94 0.94 0.66 0.5 

16  Sydney 0.88 1.00 0.50 0.61 0.60 1 0.33 

17  New York 0.69 0.00 0.95 0.45 0.86 1 1 

18  LA 0.69 1.00 0.95 0.55 0.36 1 1 

19  Baltimore 0.69 1.00 0.95 0.69 0.49 1 0.33 

20  Tokyo 0.83 0.00 0.75 0.95 0.92 0.33 0 

21  Berlin 0.93 0.00 0.88 0.74 0.86 0.33 0 

22  Vancouber 0.88 1.00 0.71 0.51 0.82 0.66 0.33 

23  Singapore 0.95 0.00 0.89 0.21 0.94 1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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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석 

5.1 혁신 도입 조건 조합 

[표 13] 혁신 소속점수 결과값 

No 혁신

친화

(I) 

규제

집행

력

(E) 

택시

가격

(P) 

대중

교통 

수준

(T) 

거버

넌스 

형태

(G) 

결과

값 

CON PRI 사례 

1 0 0 0 0 0 1 0.891 0.869 1, 3, 5, 6, 8, 

11 

2 1 1 1 1 1 1 0.916 0.890 15, 16, 22 

3 0 0 1 0 0 1 1.000 1.000 2, 9 

4 1 1 0 1 0 1 0.933 0.893 17, 23 

5 1 1 1 0 1 1 1.000 1.000 18, 19 

6 0 0 0 0 1 1 1.000 1.000 4 

7 0 0 0 1 0 1 0.953 0.920 7 

8 0 1 1 1 0 1 0.934 0.859 12 

9 1 0 0 1 0 1 0.971 0.952 10 

10 1 1 1 1 0 0 0.686 0.483 13, 14,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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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최소화 이후 결과값(n>2) 

M1 I*E*P*G + i*e*t*g + I*E*p*T*g => O 
 

조건조합 CON PRI covS covU 사례 

1 I*E*P*G 0.926 0.906 0.169 0.169 18, 19; 15, 16, 22 

LA, 볼티모어, 런던, 

시드니, 밴쿠버 

2 i*e*t*g 0.905 0.888 0.358 0.277 1, 3, 5, 6, 8, 11; 2, 9 

카이로, 마닐라, 자카

르타, 이스탄불, 부에

노스 아이레스; 리마, 

요하네스버그 

3 I*E*p*T*g 0.933 0.893 0.205 0.124 17, 23 

뉴욕, 싱가포르  
M1 0.908 0.883 0.651 

  

 

일치성 0.8, 포괄성 0.6 이상을 혁신 도입을 한 사례로 본 결과 위의 [표

1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사례를 나온 조건조합으로 최

소화 과정을 거친 결과 [표12]를 얻어, I*E*P*G + i*e*t*g + I*E*p*T*g => 

O이라는 조합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 차량공유 플랫폼을 도입하는 주요한 세 

경로를 확인하였다.  

 

경로 1 첫 번째 경로는 규제 집행력이 낮고, 혁신에 친화적이지 않으며, 대

중교통 수준이 낮은 결합 조건을 갖는 지역이다. 택시 산업은 산업 특성상 규

제 대상자가 많고, 규제자가 규제를 집행하기 까다롭다. 택시와 유사한 서비

스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규제 집행력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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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부는 차량공유 플랫폼 기업이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시장을 관리하는 정부

의 역할을 대체하도록 만들었다. 이 경우 정부가 이 플랫폼 기업들만 규제하

면 시장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이집트 카이로, 필리핀 마닐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터키 이스탄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페루 리마, 남아프리

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가 이 경로에 해당한다. 

 

경로 2 두 번째 경로는 대중교통과 상관없이 혁신 친화적이며, 규제 집행력

이 높고, 택시 가격이 높고,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결합 조건을 갖는 지역이다. 

정부의 규제 집행력이 높으면, 이 규제로 인해 기존의 시장진입자에게 유리한 

경제적 렌트가 형성된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기존의 이해관계자의 지대를 분

쇄할 수 있는, 차량 유에 대한 강한 수요와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차량

공유 수요가 많으려면 경쟁재 즉, 택시의 가격이 높아야 한다. 또 차량공유에 

대한 공공의 높은 지지 여론을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

가 혁신 친화적이어야 하며, 공공재 거버넌스가 새로운 혁신 정보를 잘 수용

할 가능성이 높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이어야 한다. 이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볼티모어,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캐나다 밴쿠버가 해당한다.  

 

경로 3 마지막 경로는 정부가 혁신지향적이고, 규제 집행력이 높으며, 대중

교통 수준이 높지만, 택시 가격은 낮고, 계층 혹은 시장 거버넌스를 가진 지

역이다. 이는 혁신을 도입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지역이 보이는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싱가포르와 미국 모두 정부가 혁신지향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 이 



137 

 

경우는 대중교통의 수준이 높고 택시 가격이 낮아 대체제인 차량공유 플랫폼

의 지역 수요가 높지 않은 경우에도 시장 혹은 계층 거버넌스의 플랫폼 도입 

의지가 강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조합을 자세히 살펴보면 뉴욕과 싱가포

르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뉴욕은 면허 없이 차량공유 플랫폼이 도입될 수 있

는 규제 환경이었다. 규제 당국이 차량공유 플랫폼을 규제할 근거가 없어 앱 

기반 플랫폼은 물론, 운전자와 차량의 자유로운 진출입, 변동가격제가 도입되

었다. 유상운송 사업이 시장 거버넌스였기에 가능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로 차량공유플랫폼을 적극 도입하였다. 싱가포르는 2014년 스마트 

네이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국가 주도로 차량공유 플랫폼을 제도 안으로 포

함시키고자 노력하였다(Li et al., 2018). 이에 따라 싱가포르 육상교통당국

(Land Transport Authority)는 전국택시협회(NTA: the National Taxi 

Association), 택시회사, 제3자 택시 예약서비스, 통근자로 구성된 이해관계

자협의회를 발족하여 협의한 뒤 차량공유플랫폼 규제 5가지를 발표하였다. 

2015년 싱가포르 의회에서 제3자 택시 예약서비스 제공자 법안(the Third-

Party Taxi Booking Service Provider Act)이 통과하였다. 싱가포르 정부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 중개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

리고 2015년 10월 차량공유 업체를 합법화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싱가포르 교통부 차관(Senior Minister of State for Transport)은 차량공유 

플랫폼과 택시가 공정한 경쟁하기 위한 규제 입법을 강조하였다. 차량공유 플

랫폼은 일반 택시 운전자와 동일한 신원조사를 거쳐 운행을 시작할 수 있으며, 

차량공유 플랫폼도 운행에 있어 적절한 보험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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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기반 아래 통근자, 택시 운전자, 택시회사, 차량공유 회사 및 운전자의 

의견을 모아 2016년 4월 유상운송차량운전면허제도(PDVL)를 도입하였다. 

이는 전적으로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조정

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쉽게 이뤄졌다.  

 

5.2 공공 제도 도입 조건 조합 

[표 15] 공공혁신 제도 도입 결과값 

M2 M2: I*E*P*t*G => O 

No 혁신

친화

(I) 

규제

집행

력

(E) 

택시

가격

(P) 

대중

교통 

수준

(T) 

거버

넌스 

형태

(G) 

결과

값 

CON PRI 사례 

1 1 1 1 0 1 1 0.824 0.626 18, 19 

2 0 0 0 0 0 0 0.576 0.231 1, 3, 5, 6, 11 

3 1 1 1 1 0 0 0.413 0.224 13, 14, 20, 21 

4 1 1 1 1 1 0 0.660 0.267 15, 16, 22 

5 0 0 1 0 0 0 0.544 0.039 2, 9 

6 0 0 0 0 1 0 0.431 0.050 4, 8 

7 1 1 0 1 0 0 0.491 0.223 17, 23 

8 0 0 0 1 0 0 0.481 0.029 7 

9 1 0 0 1 0 0 0.415 0.151 10 

10 0 1 1 1 0 0 0.485 0.038 12 

 

 

 



139 

 

두 번째 연구 단계에서 공공 보호 제도화의 조건 결합이 성립되는 지역은 

택시 가격이 높고, 혁신 친화적이며, 규제 집행력이 높으며, 대중교통이 안 좋

으며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가진 지역이었다. 이 조합만이 유일하게 공공 보호 

제도화를 비교적 빠르게 도입하였다. 플랫폼 경제에서 독점적 플랫폼 기업은 

양면시장의 양방향, 즉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교섭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기존 공공재 거버

넌스에서 정부의 역할을 플랫폼 기업이 대체한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가 플랫폼 운영 정책의 변경에 개입하기 쉽지 않다. 이에 반

해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기업과 규제자 이외에도 운전자, 소비자, 그리고 시

민을 확대된 이해관계자로 삼아 거버넌스의 참여 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공공의 요구가 절차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공

공 보호 요구를 제도에 빠르게 반영하는데 중요한 조건을 구성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림 3] 혁신 수용과 공공수용 경로와 소속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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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논의 

서구 선진국들은 모빌리티 플랫폼을 관리하는 행정 체계가 완전히 NPM 모

델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으며, 관리 원칙이 신자유주의만을 따르지 않

는다(Hammerschmid et al. 2019; Pollitt & Dan, 2011). 장하준의 주장처럼 

최소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인프라스트럭처가 공공의 관리 아래 있

다. 이는 교통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Chang & Evans, 2005). 대중교통과 

택시는 물론이고 모빌리티 플랫폼도 정부 혹은 공공 거버넌스의 통제 아래에 

운영하고 있다. 뉴욕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이 창출한 새로운 사업영역

도 필요하다면 공공이 통제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국가 권력이나 공공 거버

넌스는 도시 교통 공급 과정에서 기업의 활동을 제어하는 최종적 역할을 놓치

지 않고 있다. 규제기관이나 공공 거버넌스는 독점 시장을 견제하거나 시장의 

실패를 제어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에서 운행하는 운전자의 진출입이나, 운행 

가격, 운전자의 임금, 운행의 총량을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NPM의 모델이 선진국에서 공공재 공급에 있어 일반화되어 있거나,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했다. 정리하자면 공공재 공

급에서 탈중심화된 민영화가 개발도상국에게 제시되었던 것과 달리, 실제 사

례를 보면 대중 교통에서 가장 탈중심화된 영역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운영에 

있어서 최종적인 통제권을 놓치지 않은 것이다.  

모빌리티 플랫폼 수용에서 선진국의 거버넌스의 결정은 두 가지 경로로 나

눌 수 있다. 구대륙은 계층 거버넌스를 따르는 편이고, 영미권은 네트워크화

된 거버넌스를 채택하여 상대적으로 분권화된 거버넌스를 따르고 있다.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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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도 제도의 경로의존성과 지대추구 현상으로 인해 혁신기술의 제도화가 

어려울 수 있다. 국가 성장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성과 지대추구성 연구는 개발

도상국이 주된 대상이었다(Iqbal & Daly, 2014; Mohtadi & Roe, 2003). 그렇

지만 공공 공급 과정에서 경로의존성과 지대추구 현상은 어떠한 사회에서나 

발현될 수 있다(Krasner, 1988; Douglass C. North, 1990; Olson, 2009). 제

도는 특정 코스로 설정되면, 네트워크 효과와 학습효과로 인해 그 경로가 강

화된다(Krasner, 1988). 국가혁신체제는 여러 제도들이 합쳐서 구성되어 있

는데, 이 제도화가 안정되면 혁신 주체들은 그 제도를 따라 행동을 하고, 이 

제도를 재생산한다(Lundvall, 2010; Nelson & Rosenberg, 1993). 이 제도들

은 관성을 갖고 있으며, 쉽사리 변하지 않는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지니고 있

다(David, 1994). 형성된 제도들이 상당 기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때 

경로의존성 또는 지체 현상이 더욱 강하게 발생한다(Miller, 1992). 따라서 

과거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국가들은 종종 기존의 국가혁신체제를 고수

함에 따라 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상실하게 되고 제도의 현실성 및 적실성이 

부족하여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과거의 성공 원인이 곧 현재 실패

의 원인이 된다. 이때 기존의 이해관계자 집단은 혁신을 저해하기도 한다

(Olson, 2009). 특히 교통 영역에서 비정규 부문이 일상화된 개발도상국 보

다 택시 사업자와 노조와 같은 이해관계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는 지대추구현상에 따라 경로의존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선진국의 계층 거버넌스에서는 혁신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수용을 주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가진 경로에서는 혁신을 원하는 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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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제도화된다. 시장 거버넌스와 달리 네트워크 거버

넌스에서는 제도 결정을 전적으로 기업에게 맡기지 않는다(Meuleman, 2008).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는 규제 기관과 기업,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

여 혁신을 논의한다. NPM 모델과 다르게 서구 사회에서도 공공 거버넌스가 

맡은 제도 선택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은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과 달리 규제를 이행하도록 설득하거나 강제하는 행

정력이나 통치 능력을 갖고 있다 (de Kruijf & van Thiel, 2018; Klenk & 

Lieberherr, 2014). 

동아시아 국가의 대응은 발전국가 모델과 일치하지 않았다. 발전국가인 한

국·일본, 싱가포르, 중국 다른 

 경로로 차량 공유 플랫폼을 수용했다. 한국·일본은 과거 발전국가의 대표

적 예시였지만, 현재 그러한 경로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이 있다(Minns, 2001). 

여전히 발전국가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중국은 공유경제를 성장

의 새로운 기회로 삼았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다른 이해 보다 성장정책을 우

선시하는 선도기관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Pereira, 2008; 

Ubhenin & Edeh, 2014). 

이들 국가들은 민주화 정도가 떨어지고, 선도기관이 다른 이해관계 보다 우

선하여 진행할 수 있는 국가적 힘이 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와 중국을 같은 

모델로 묶기 어렵다. 중국에서는 중앙정부의 결정과 다르게 지방 정부는 운영

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점차 공유 차량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였다. 중앙정부와 별개로 지방정부들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배태적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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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고 있기에 중국 모델을 하나로 결론 짓기 어렵다(Zhou et al., 2010), 

중국 정부가 공유를 국가적 사업으로 정했다고 해서 모든 지방정부가 똑같이 

따르지 않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Li & Ma, 2019). 대신 싱가포르는 

국가의 크기가 작고, 지방정부가 없어 선도기관의 의지대로 진행할 수가 있다. 

싱가포르는 외부 개방성이 높지만, 다국적 기업과 연계하여 배태적 자율성을 

유지한다(Evans, 2012).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서 운영을 시작한 그랩의 

본사를 싱가포르로 유치한 뒤, 싱가포르 내 플랫폼을 제도화하고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했다(Widyatama et al., 2020). 

위의 두 모델이 개발도상국에 적용되지 않았고, 플랫폼은 다른 방식으로 개

발도상국에서 제도화되었다. 제도화 과정에서의 주요한 특징을 세 가지로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고젝, 올라, 그랩, 카림, 택시파이 등 선진국의 다국적 기

업이 아닌 신흥국가(Emerging Country)나 개발도상국가의 기업이 성장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있다(Smith & Wong, 2019). 이러한 기업에 비해 우버나 리

프트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시장점유율이 크지 않다. 교통 플랫폼에서 

성공하여 자본을 축적한 기업이 국내의 다른 산업들의 혁신을 연쇄적으로 이

루고 있다. 둘째 이중적 경제구조가 완화되고 있다. 비정규 교통과 일자리 섹

터를 정규화시키고 있고, 이는 개발도상국의 이중적 경제를 완화시켜 국가의 

세수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Agrawal, 2018). 셋째 자연스러운 혁신

을 제어할 수 있는 국가 및 기존 기업이 부재하다. 기존의 지대 추구 세력의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중적으로 널리 확산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기술을 막을 막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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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징에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차량공유플랫폼의 성장은 서구의 모델이

나, 발전국가의 모델이 요구하는 조건에서 기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찾았다. 

차량공유플랫폼의 성장에 있어 모빌리티 거버넌스의 일부를 시장에 양보한 것

이 NPM이나 신자유주의와 유사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국가의 규제 

집행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민간 자본의 역량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가가 집

행해야 하는 투자를 민간이 대신하며, 국가가 개개인에게 미치지 못하는 규제 

집행 대신 기업이 가격 메커니즘으로 산업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때 조사 대

상 대부분의 개발국 지역에서 기업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권을 놓치지 않고 있

다. 그렇지만 개발도상국은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

고, 이는 현재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사회적 이슈이다. 탈중심화된 공

공재 공급을 하더라도 시장 실패를 제어하는 기업의 통제권이 개발도상국에게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된 사례의 개발도상국이 NPM 모델이 제시한 조건을 

따르기에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발전국가 모델의 조건과도 차이가 있다. 연구대상에서 가장 발전국가 모델

에 가장 유사한 국가는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다국적 기업을 제어하며 동

시에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약탈적 자본주의로 전환하지 않는 배태적 자율성

을 유지했다. 강력한 행정 체계가 개발도상국에 없으며, 이러한 강력한 행정 

체계를 모방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과거 개발도상국에서는 발전국가가 아닌 

약탈국가화되기 쉬웠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한다고 해서 싱가포르의 

그랩이나 UAE의 카림처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는 쉽지 않다. 다국적으로 전

개되는 플랫폼과 배태적 자율성을 유지할 만한 균형점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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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도상국에서 주어진 새로운 발전 경로 

우리는 이 연구에서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제시했다. 첫째 새로운 혁신 기술

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전형적인 모델처럼 받

아들일까? 둘째 개발도상국은 새로운 혁신 기술을 사회적으로 수용할 때 지금

까지 제시된 모델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가졌나? 차량공유플랫폼은 선

진국에 국한되지 않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비슷한 시기에 운영을 시작했기에 

이에 대한 답을 탐색하기 적절했다. 차량공유플랫폼 사례를 fsQCA로 분석하

여 차량공유플랫폼을 도입한 주요한 경로를 찾았다. 이 결과 첫 번째 연구질

문에 대해서는 NPM과 발전국가 모델과 달리 플랫폼을 도입한다는 답을 우리

는 얻었다. 두 번째 연구질문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은 두 모델의 국가들과 

다른 조건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차량공유플랫폼을 도입하기에 더 쉬운 조건

의 조합을 갖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추격이 아닌', 모두가 공통으로 맞이하는 혁신 과정에

서 개발도상국에게 주어진 과거의 답안지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찾았다. 기술 발전의 영향이나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 같이 즉 기존의 

경제 개발 이론의 잔차들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모두 세계

가 새롭게 마주한 상황이다. 개발도상국이 제안된 모델을 따라 추격을 하고 

싶어도, 모델을 제안한 발전국들 스스로 혼란스러워 혁신에 대한 사회적 결론

을 못 내리고 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개발도상국이 혁신에 더 유리한 상황

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역설적으로 혁신의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

에 더 가능성이 있다. 차량공유플랫폼은 개발도상국의 비정규 섹터를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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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기존 발전국가에서 보다 사회 전체의 효용을 올리는 데 유효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일반화

된 모델에서 제시하는 정책 세트의 통합적 도입 보다는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기술 변화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시된 정책 조합하여 추구하는 편

이 낫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혁신 과정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는 행정 체계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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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논문은 포용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거버넌스의 

개방성을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의 개방성을 판별하는 분석 프레임

을 제시하였으며, 이 분석 프레임에 따라 한국의 공공재 거버넌스의 개방성을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재 공급 혁신에 있어 네

트워크 거버넌스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판별하였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차량공유 플랫폼이 공공 거버넌스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권한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헌법 선택, 집합 선택, 행동 차

원별로 참여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확인하는 분석틀을 제시했다. 한국의 서울

시, 미국의 메릴랜드 주, 뉴욕 시 사례를 통해 시장 거버넌스에서 플랫폼 사

업자가 대부분의 제도 선택 권한을 가져가며,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개입

하지 못함을 확인했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한 분석틀로 우버 도입 사

례를 분석하여 한국 공공 거버넌스의 개선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의 거버넌스는 다른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의 지적처럼 형식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거나 갖춰져 있지만, 사실상 유명

무실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은 공식적으로 협치 단계

는 물론 심의/자문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는 이들이 시장의 이해당사

자임을 주장하여 심의 단계에서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개입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참여하였다. 이러한 비공식 네트워크의 활용은 투명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차량공유 플랫폼과 공공 규제 도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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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조건을 확인하여 개발도상국의 차량공유 플랫폼 수용 방식이 기존의 선

진국 모델과 상이함을 보였다. 퍼지 집합 질적 비교 분석(fsQC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사용하여 전 세계 23개 도시의 차량 

공유 플랫폼 채택 조건을 분석하여 각 도시의 수용 경로를 파악했는데, 서구 

또는 동아시아 모델이 단일한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들의 조합 

조건도 개발도상국들이 참조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또 개발도상국들은 혁신

적인 플랫폼을 도입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플랫폼 경제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한 제도 선택의 지점을 구

체적으로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연구는 첫째 플랫폼 경제를 공공이 받

아들이는 과정에서 각 거버넌스를 특징을 비교하여 시장의 요구와 공공의 요

구를 적절히 수용하는 거버넌스의 형태별 특성을 찾았다. 시장 거버넌스 상태

에서 플랫폼은 집합선택 과정에서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공공의 규제

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플랫폼은 사회적 외부 효과로 인한 비용을 회피하려 

하고, 직접 고용으로 인한 비용 또한 피한다. 그리고 범죄와 같은 소비자 피

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개

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플랫폼이 집합선택 과정을 독점적

으로 점유하기에, 정부와 시민은 플랫폼이 정한 규칙을 수정하는 데 있어 어

려움을 느낀다. 다시 말해서 시장 거버넌스에서는 소비자나 시민이 서비스를 

통제할 수단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계층 거버넌스에서는 행정부가 주도

적으로 혁신의 요구와 공공의 요구를 수집하여 정책 결정을 한다. 이에 따라 

혁신 기업과 같은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거버넌스 혹은 거버먼트 과정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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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또 이에 대한 시민 혹은 소수자의 의견 제시가 거버넌스 과정에서 제

도화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부로 전달되기 어렵다. 혁신이 지체되거나, 공공의 

요구의 반영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혁신과 

공공의 요구를 제도에 체계적으로 반영한다.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참여자의 

거버넌스 참여를 유도하며, 소비자 대변인과 소수자의 입장을 제도화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사례를 통해 계층 거버넌스에서 혁신 도입이 저해되며, 소

비자의 입장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사회적으로는 혁신이 

발생할 때 이해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데, 우버 도입에 따른 법 개정 이후의 

모빌리티 거버넌스에서도 기존의 주요 이해관계자만이 논의 과정에서 참여하

고 있다.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대표자들과 또 새로운 서비스의 도임에 따

라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노인 혹은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 계층의 대표자가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행위자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가 

공식적이며,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 이 연구의 의의는 '추격이 아닌', 전 세계가 공통으로 맞이하는 혁신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에게 주어진 과거의 답안지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 발전의 영향이나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같이, 즉 기존의 

경제 개발 이론의 잔차들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모두 세계

가 새롭게 마주한 상황이다. 개발도상국이 제안된 모델을 따라 추격을 하고 

싶어도, 모델을 제안한 발전국들 스스로 혼란스러워 혁신에 대한 사회적 결론

을 못 내리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개발도상국이 혁신에 더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역설적으로 혁신의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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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능성이 있다. 차량공유플랫폼은 개발도상국의 비정규섹터를 정규화하기

에, 기존 발전국가에서 보다 사회 전체의 효용을 올리는 데 유효하다. 따라서 

기존에 발전국가에게 제시된 정책 세트와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플랫폼 도입 과정에

서 공공의 정당한 개입 절차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나 배달, 

숙박 예약 등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있다. 플랫폼의 채택한 

알고리즘은 기업이 내부화한 규칙 결정 과정이다. 이 내부화는 단순히 공공재 

혹은 클럽재의 구매 계약 규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공적 이용 혹

은 노동 계약과 같은 사회 계약이 사유화되거나 탈중심화된다는 것이다. 따라

서 플랫폼이 주도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더라도 제도 선택 과정에서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공공 거버넌스

를 탈중심화하고, 시장행위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독립규제기관이 

이를 견제하는 형식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제도적 절차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같은 계층적 거버넌스에서는 정부 행위자 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를 개입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첫째, 규제 시스템을 미국의 공공재위

원회와 같은 네트워크 형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다. 둘째, 현재의 계층제 안

에서 제3자가 자신들이 이해당사자임을 주장하며 규제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개입(Public Interest Intervene) 제도의 도입으로도 가능하다. 이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새로운 혁신 기업 혹은 기존 기업들, 그리고 소비

자와 소수자들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참여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편향된 규제 결정에 따라 기존 지대에 의해 혁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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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제되거나, 소비자의 효용이 저해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셋째, 규제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별개로 소비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소비자 대변인 제도의 도

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 규제 과정에서 정부와 관료가 언제나 소비자

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또 이 과정에서 규제 과정의 절차적 법적 어려움과 지

나친 전문가주의로 인하여 소비자가 직접 개입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공 거버넌스에서 배제되기 쉬운 소수자들

의 대표자들이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

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 주의회에서는 법안을 심리하는 공청회에서 소수인종, 

노인과 장애인 등 소수자 집단의 발언 쿼터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 시

의회에는 청소년 계관 시인(Youth Poet Laureate) 제도가 있는데, 청소년 연

설 대회 우승자가 법안 심리에 참여하여 투표권은 없지만 발언권을 갖고 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표 권이 없어 배제되기 쉬운 계층의 의견을 청취

하는 통로이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에서 플랫폼 서비스가 낙후된 행정력으로 인해 미발

전된 주요 서비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플랫폼 경제는 

개발도상국의 비정규 섹터를 정규화하기에, 기존 발전국가에서 보다 사회 전

체의 효용을 올리는 데 유효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먼저 일반화된 모델에서 제시하는 정책 세트의 통합적 도입 보다는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기술 변화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시된 정책 조

합하여 추구하는 편이 낫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혁신 과정에서

의 사회적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는 행정 체계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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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공공재 거버넌스 개방성 분석틀

의 적용을 차량공유 플랫폼 수용에 관련한 거버넌스 사례만으로 한정해 다루

었다. 공공 거버넌스 일반으로 확대하려면 이 거버넌스가 다루는 각 재화의 

특성에 맞게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많은 미국 공공재위원회가 교통은 

물론 에너지, 수자원, 통신 등을 공히 다루고 있으며 비슷한 규제 체제를 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석틀을 다른 사례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존재한다. 또 다른 한계는 거버넌스의 개방성과 혁신 포용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이를 파

악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버넌스의 개방성

을 판단하고, 혁신 수용 정도를 보이는 대리 변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거버넌스는 다른 변수들과 내생성이 예상되기에 이 변수만의 영향 정도를 파

악하는 방법론을 적용하기 까다로웠다. 그리고 정책의 최종적 영향력을 판단

하기에는 거버넌스의 영향이 장기적으로 누적된다는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를 비교적 단기적 관점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첫째 2

장에서 제시한 거버넌스 개방성 분석틀을 토대로 특정한 제도 상황에서의 정

보의 수용성을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Agent Based Model 시뮬레이션을 실

행할 수 있다.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정보 수집, 정보 발산 형태를 

정하고, 이 행위자들에게 개방된 정도로 모델을 구분하여 시뮬레이션하면 각 

거버넌스 별 정보 수용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거버넌스 형태의 

혁신과 공공 보호 제도의 수용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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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거버넌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거버넌스 별 개방성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미국의 공공재 거버넌스의 정교화는 에너지 공급 가격 결정 과정에

서 크게 발전하였다. 그리고 주 별로 다양한 규제 실험을 하며 발전하였기에 

주 별 개방성에 따른 적정 가격 결정에 따른 에너지 공급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이를 한국의 에너지 공급 체계와 비교하여 개방성

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향후 본고에서 제시한 분석틀

로 공공재위원회와 숙의제도 시스템의 개방성에 따른 규제 체제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발전 시설 도입과 공공행정 혁신 등 여러 분야에

서 숙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숙의제도는 실질적 결정권한은 없지만 정책 결

정 과정에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대체로 잠정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상시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공공재위원회로의 전환도 비교가 가

능하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 제시한 공공재 거버넌스에서 당사자 개입 절차나 

시민대변인 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 제도의 공공재 공급에 

있어 효용성과 혁신 촉진 가능성을 파악하는 연구로 연구를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거버넌스 분석틀은 재화의 성격에 따라 공공재와 공유

자원으로 각기 확장할 수 있다. 먼저 공공재는 지역 공공 경제의 재화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전기, 교육, 의료, 보육, 수도, 대중교통의 서비스의 거버넌스

에도 적용될 수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행정적 실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공공재서비스위원회는 에너지, 전기, 수도, 대중 교통을 위한 거

버넌스 체계였다.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 혹은 학교 단위의 교육위원회

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존재하는 네트워크화된 거버넌스 체계였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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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영국에서는 철도, 의료 등의 관료화된 공공 서비스 재화를 개혁하기 위해 

시장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도입하여 공공재 공급 체계에 다양한 

행위자를 참여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처럼 클럽재와 공공재의 첨단을 분석한 

본 연구는 공공재 거버넌스에서도 유효할 것이다.  

공유자원과 공공재의 경계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 공유자원 연구는 주로 수

자원, 어족 자원과 같은 자치 공동체의 공유자원의 자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국가와 지역 정부, 민간 기업의 재정 지원으로 형성

된 연구 재정과 같이 연구 재정 집행 면에서 보면 공공재적 성격을 가졌지만, 

연구자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적 관점에서 자치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유자원과 

같은 성격을 지닌 재화에도 적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경제로 인해 발생한 거버넌스의 도전 과제를 해소하는 

데도 유용하다. 플랫폼 경제는 공공 거버넌스에 소비자의 이익과 권리 보호, 

공정한 경쟁 체제의 유지, 합리적 과세의 세 가지 이슈를 제기하였다. 본 연

구를 바탕으로 플랫폼 경제에 참여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섬

세하게 거버넌스의 참여 조건을 변화시켜 소비자 보호, 신규 혁신 기업과 기

존 기업의 공정한 경쟁 체제 유지, 마지막으로 합리적으로 국가가 기업활동에 

개입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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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우버 관련 조문 

 

법률 조문 

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⑨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

거나 이용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차량 및 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

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

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

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2017. 3. 21.>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5. 6. 22., 2017. 3. 21.>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5조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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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

8. 3. 28., 2014. 1. 28., 2015. 6. 22.>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시행령 제16조의2(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8. 2.> 
1. 일반택시운송사업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사업의 운수종사자 
2.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사업의 운수종사자 

시행 

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개정 2009. 12. 2., 2015. 9. 21., 2016. 2. 23., 2016. 9. 26., 2017. 6. 2.> 
6. 고급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2,8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

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

는 시·군 단위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나목의 대형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한다. <개정 2009. 12. 2., 2012. 11. 23., 2018. 2. 1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의2에 따른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0., 2017. 3. 30.> 
1. 고속철도역, 공항(「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

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

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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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 

2. 제5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사업구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1. 15., 2017. 1. 20.> 
⑤ 시·도지사는 제2항 후단에 따라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0.>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전에 택시운송사업자의 면

허를 받은 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새로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5., 201

3. 3. 23., 2017. 1. 20.> 
 

제28조(운임·요금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2016. 9. 26.>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

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 2012. 11. 23., 2013. 3. 23., 2015. 9. 21., 2016. 1. 6., 2016. 9. 2

6.>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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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전 세계 도시별 차량공유 플랫폼 관련 제도 

 거버넌스  

구조 
도입 시점 
진입 장벽 

앱 매칭 
서비스 변동가격제 도입 이후 

진입 장벽 
차량공유 
면허도입 

노 

동자성 
인정 여부 

최저임금 기타 규제 

프랑스 

§ 위계 § 없음 § 앱 기능 

제한 
§ 거리별 요

금 
§ 청구 금지 

§ 우버팝 서

비스 운행 

중단 

§ 도입하지 

않음 
§ 무관함 § 무관함 § 15분 예약대

기 
§ 등록지 차량 

복귀 

독일 
§ 위계 § 있음 § 택시 중

계 앱 도

입 

§ 도입하지 

않음 
§ 금지 § 도입하지 

않음 
§ 무관함 § 무관함 §  

영국 

§ 네트워크 § 있음 § 도입 § 지역 택시 

요금 규제 

예외 인정 

§ 논의 중 § PHVs 운전

자격 도입 

예정 

§ 대기 중 § 대기 중 § 운전자 영어 

사용 의무 
§ 5분 대기 의

무 

스페인 § 위계 § 있음 § 도입 § 도입하지 

않음 
§ 금지 § 고려 중 § 무관함 §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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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위계 § 있음 § 도입 § 도입 § 도입 § PDVL 도입 § 없음 § 없음 § 차량공유회사

들이 LTA에 

데이터 공유 

아일랜드 § 위계 § 없음 § 도입 § 도입하지 

않음 
§ 금지 § 도입하지 

않음 
§ 무관함 § 무관함 

 

말레이시아 

§ 위계 § 있음 
§ 실질적인 

효력 없

음 

§ 도입 § 도입 § 없음 § PSV 면허 § 없음 § 없음 
 

메릴랜드 § 네트워크 § 있음 § 도입 § 도입 § 없음 § TNC 면허 § 없음 § 없음 
 

뉴욕 § 네트워크 § 없음 § 도입 § 도입 § 한시적 제

한 
§ FHV 면허 § 인정 § 인정 

 

캘리포니아 § 네트워크 § 있음 § 도입 § 도입 § 없음 § TNC 면허 § 인정 § 인정 
 

서울 § 위계 § 있음 § 도입 § 도입하지 

않음 
§ 금지 § 도입하지 

않음 
§ 무관함 § 무관함 

 

러시아 

§ 위계 § 있음 
§ 실질적인 

효력 없

음 

§ 도입 § 도입하지 

않음 
§ 금지 § 도입하지 

않음 
§ 무관함 § 무관함 § 택시, TNC 등 

제도 전반 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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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 위계 § 실질적인 

효력 없

음 

§ 도입 § 도입(상한

제) 
§ 없음 § TNVS 회

사 면허 
§ 없음 § 없음 § 1년에 한번 

TNVS 면허 

갱신 
§ 운전 자격 등

을 TNVS가 

보증 

인도 

델리 

§ 위계 § 있음 
§ 실질적인 

효력 없

음 

§ 도입 § 도입 § 없음 § TNC 회사 

면허 
§ 없음 § 없음 § 정부는 TNC 

면허 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 위계 § 있음 
§ 실질적인 

효력 없

음 

§ 도입 § 도입 § 없음 § TNC 회사 

면허 
§ 없음 § 없음 § 교통에서 택

시 비중 70%

로 높음 

일본 § 위계 § 있음 § 도입 § 도입하지 

않음 
§ 금지 § 도입하지 

않음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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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

니(NSW) 

§ 네트워크 § 있음 § 도입 § 규제 없음

(사싨상 도

입, 이용 

전 공지 필

요) 

§ 없음 § Point to 

Point 면허 
§ 없음 § 없음 § Taskforce로 

네트워크 형

태로 입법한 

뒤

Commission 

형태로 전환 
터키 이스

탄불 
§ 위계 § 있음 § 도입 § 도입하지 

않음 
§ 금지 § 도입하지 

않음 
§ 없음 § 없음 

 

이집트 

§ 위계 § 있음 
§ 실질적인 

효력 없

음 

§ 도입 § 도입 § 없음 § 회사 면허 
§ 운전자는 

허가증 
§ 회사, 운전

자 모두 비

싼 면허비

용 납부 

§ 회사가 

관련 규

제에 의

거해 사

회보장 

제공해야

함 

§ 없음 § Uber와 

Careem의 데

이터를 정부

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허

가 



188 

 

멕시코 
멕시코시티 

§ 잠정적 네

트워크

(Lab 

CDMX) 

§ 있음 
§ 실질적인 

효력 없

음 

§ 도입 § 도입 § 없음 § 등록제 § 없음 § 없음 § 차량 가격 제

한과 지급 방

식 제한으로 

택시와 타겟 

고객을 분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

이레스 

§ 위계 § 있음 
§ 실질적인 

효력 없

음 

§ 도입 § 도입하지 

않음 
§ 금지 § 도입하지 

않음 
§ 없음 § 없음 § UBER 불법 

운영 중 
§ Cabify는 예

약 운송 서비

스로 합법 운

행  

페루 리마 

§ 위계 § 있음 
§ 실질적인 

효력 없

음 

§ 도입 § Gray § 실질적인 

효력 없음 
§ Gray § 없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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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

쿠버(B, C,) 

§ 네트워크 § 있음 § 도입 § 도입하지 

않음 
§ 잠정적으

로 개방(6

개월간 지

켜봄) 

§ 도입 § 없음 § 없음 § 2019년 도입

했으며, 도입 

효과를 보고 

향후 추가 규

제 예정 

중국 

§ 위계 § 있음 
§ 실질적인 

효력 없

음 

§ 도입 § 도입 § 제한적 개

방(디디 순

펑처) 

§ 도입하지 

않음 
§ 없음 § 없음 § 초기 대대적 

개방 이후 점

차 규제 심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위계 § 있음 
§ 실질적인 

효력 없

음 

§ 도입 § Gray § Gray § Gray § 없음 § 최저요금제 

시행으로 운

전자 수익 

보장 

§ 규제 추진 중 

*  2019년 11월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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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of the most challenging reasons for adopting new mobility 

services in Korea is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Korea's public 

governance. Regional governance determines the acceptance of a 

ride-sharing platform after a process of reconciliation of interests. 

In Korea, however, instead of political negotiations, the bureaucratic 

organization primarily decides whether to accept it or not. 

Institutions and technologies influence each other, co-evolve and 

develop, and they als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ocial 

acceptance of the technology. An economic system that embraces 

innovation is determined through a political process, so a country 

with a system that embraces the majority of members of society, 

not some vested interests, tends to achieve faster and more 

sustainable growth. Therefore, inclusive public governance is 

needed to reconcile conflicts between the interests of groups driving 

innovation and those occupying the existing market and to increase 

consumer utility. 

This study focused specifically on information acceptability in the 

openness of governance that constitutes an inclusive institution. A 

centralized planning body with a hierarchical structure does no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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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lete data needed to solve economic problems. Moreover, 

market bodies cannot also collect all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operate the public goods market. Because transaction costs exist in 

the real world, so the external effects of market failures may not be 

corrected on its own, and it can take a long time to correct them.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governance forms in which 

governance can efficiently acquire information. Therefor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compare the openness 

between governance forms and to indirectly show the role of 

governance openness in the process of embracing innovation.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papers. Chapter 2 presented an 

analytical framework for identifying the degree of participation and 

exclusion of actors, namely the openness of governance, at each 

level of rulemaking. Seoul City in Korea, Maryland States and New 

York City in the United cases confirmed the usefulness of the 

analysis frame. Furthermore, it has deepened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for-hired vehicle governance. 

Furthermore, Chapter 3 analyzed the case of the introduction of 

Uber in Korea with this analysis frame and presented measur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Korea's public goods governance. 

Finally, the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is used in Chapter 4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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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e the necessary joint condi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a 

ride-sharing platform. It presented the diversity of the innovation 

acceptance path and indirectly showed the role of network 

governance in the acceptance of innovation and public protection 

institutions. 

This dissertation has two main limitations. First of all, this study 

did not generalize the analysis frame of the openness for public 

goods governance as a whole by dealing only with the acceptance of 

ride-sharing platforms. Second, the study did not address the 

correlation between governance openness and innovation 

engagement in innovation. 

This study will help us carry out further research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framework of the governance openness analysis 

presented in this paper, the Agent-Based Model Simulation can be 

run to compare the efficiency of information acceptance in specific 

institutional situations. Second, differences in governance-specific 

openness in public goods, especially in the energy sector, can be 

seen to seek alternatives to Korea's public goods governance. Third, 

this framework of analysis can compare the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the openness of the public goods commission and the 

deliberation policy decision institution. Finally, this study can be 



193 

 

supplemented by studies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party 

intervention procedures or the inclusion of consumer advocates 

within the Korean governance system. 

 

Keywords: IAD, Innovation, fsQCA, Ostrom, Participation, 

Information. 

Student Number: 2015-3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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