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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발전은 빠른 속도로 세상의 풍경을 바꿔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언제나 부드럽

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함으로써 이해관계

의 마찰을 야기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가령, 불과 30여년 전만해도 버스에는 안내양이라고 

불리는 서비스 종사자가 탑승하였다. 당시 안내양은 버스의 문을 여닫고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

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당시 전국적으로 3만 명에 이르렀던 엄연한 직업군이었다. 그러나 버

스에 자동문과 도어벨이 장착된 오늘날에는 이들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불과 10여 년 전만 해

도 택시기사는 지역의 지리에 대한 전문가라는 인식이 강했다. 경험 있는 운전자는 작은 골목 

구석구석까지 꿰뚫고 있는 마술사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네비게이션과 GPS의 등

장으로 흐릿해졌고, 택시기사의 지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더 멀리 19세기 영국에

서는 기존의 노동자를 자동화 된 기계가 대체하거나 착취하였다. 이에 노동자들은 기계를 파괴

하는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상징적으로 항거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이해관계를 변동시키고, 기존의 직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동시킨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해당 기술이 동시에 지니는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분

별 있는 판단을 요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제의 모습 역시 이러한 판단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IC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등장한 “우버”(Uber) 택시는 교통수단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각광

을 받고 있는 동시에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Cramer & Krueger, 2016). 우

버는 기존의 택시서비스와 달리 사업자가 택시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서

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스마트폰의 앱(app)을 통해 일반 자가용, 개인택시 등 근거리의 다

양한 운전수들과 매개하고 중계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매칭”(matching) 서비스를 의미한다(Roth 

& Peranson, 1999). 고객의 입장에서 우버는 보다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익과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버는 기존 택시사업자와 기

사 외에도 누구나 우버 택시기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장구조를 교란하고 침해

하는 위험을 아울러 지니기도 한다(고준호, 2015).

그렇다면 이러한 신산업의 대두를 맞이하여, 보다 바람직한 규제 대응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쟁점을 되짚어 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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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버(Uber) 택시란?

1. 우버(Uber)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는가?

가. 우버(Uber)의 개념

우버(Uber)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객과 기사를 매개해주는 일종의 중계서비스로서 우버 사

업자는 기존의 택시사업자와 달리 사업장과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중계에 따른 수수

료를 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Barro, 2014).

이때 이러한 사업 방식 속에서 사실상 우버 기사와 택시 기사는 하는 일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서비스가 필요한 승객을 찾아서 차량에 태우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일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우버가 기존의 택시사업과 가장 크게 다

른 지점은 누구든 우버 기사로서 스마트 폰 앱에 등록하고 원할 때 자유롭게 택시기사로서 활동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버기사는 택시사업자에 직원으로서 얽매임이 없으며, 정해진 근

무시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

고객 역시 자신이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앱을 통해 우버 기사를 검색하고 연락하여 큰 기다

림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의 시점에서 이러한 이용방식은 기존의 “콜택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콜택시는 공급자의 공급 여건에 따라 수요자가 얽매

이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예 없거나 멀게 존재하는 산간도서 지역이나, 사업자가 충분한 

운송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지역의 경우 수요자는 불편함을 감내해야만 하였다. 반면 우버

는 이러한 얽매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강점을 지닌다.

요컨대 우버는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점에

서 특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권도연·김보연, 2015).

우버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Wallsten, 2015). 첫째, 우버엑스(Uber-X)는 우

버 시스템에 등록된 일반인의 개인차량과 승객을 중계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둘째, 우버블

랙(Uber Black)은 렌터카 업체 등 운송사업자와 제휴해 가령 고급 리무진 등의 특정 차량을 중

계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셋째, 우버택시(Uber Taxi)는 일반 및 법인 택시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승객을 중계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중에서 ‘우버택시’는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카오 택시’와 유사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버블랙’ 역시 이미 다양

한 앱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차량 예약 서비스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2016년 부터 ‘우버블랙’이 우버코리아에 의해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개시되었다(<표 1> 참고). 따

라서 진입규제의 측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는 우버엑스(Uber-X)의 허용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카카오블랙 우버블랙

사업자 카카오 우버

차종 벤츠, 렉서스 등 K9, 에쿠스, 체어맨

기본요금 8천원 8천원

서비스 지역 서울전역
광화문, 종로, 강남,

여의도

운행 차량 수 100여대 수십대

기타 광명, 인천공항 서비스 가능 서울 전역 운행 계획

<표 5-1> 한국의 택시매칭서비스: 카카오와 우버의 비교

출처: 블로터1

나. 우버(Uber)의 장점

신산업 서비스로서 우버는 많은 장점과 잠재력을 지닌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시할 수 있다:

(i) 첫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편의에 따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자신이 이용한 택시 기사의 기본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다. 일반인이 우버 기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앱 상에서 자신의 이름과 기본 정보를 구

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소비자는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후에 이러한 정보를 체크함으로

써 자신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제공자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 반면, 기존의 택시 서비스는 내

가 이용하고 있는 택시의 기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정보를 향후 추적하기

도 어려웠다2.

(ii) 둘째, 소비자가 자신이 이용한 택시 서비스의 정보를 사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가령, 택시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편 중 하나는 유실물 혹

은 분실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데, 기존에는 택시 기사 입장에서도 물건을 되찾아주기가 어

렵고 고객 입장에서도 택시 기사와의 상호 연결이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우버 어플리

케이션은 자신이 이용한 택시 기사와의 연락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GPS와 연동된 택시의 

위치서비스를 아울러 제공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잠재력이 크다. 실제 우버 사이트 내에는 일

종의 “유실물 찾아주기 코너”(lost and found)3가 있어서 이러한 서비스의 초기 형태를 제공하고 

있다.

(iii) 셋째, 우버 운전자들은 다양한 각종 자가용 및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차

종에 대한 다변화 된 서비스가 가능하다. 기존의 택시 사업자들은 차량을 일괄구매하여 보유해

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운송수단을 동시에 보유하기가 어려웠다. 더하여 럭셔리 고급세단 등은 

감가상각 및 유지비용으로 인하여 고려하기 힘든 일면이 있었다. 그러나 우버 서비스는 다양한 

운전자들을 풀(pool)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해소된다. 가령, 우버는 우버

블랙(Uber Black)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렌터카 업체 등과 제휴해 고급 리무진 차량을 

중계하는 서비스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고급차량에 대한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비단 고급 세

1 http://www.bloter.net/archives/248122
2 http://www.idrivewithuber.com/uber-driver-requirements/
3 https://help.uber.com/h/53539bde-f6f4-4909-85de-fa0b99f82b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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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뿐 아니라 소비자는 다양한 차종과 서비스에 대한 니즈(needs)를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우버 

서비스의 향후 산업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4.

  (iv) 넷째, 기존의 택시 서비스에 대하여 승차거부와 바가지 요금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특히 외국인의 입장에서 타국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지역적 정보에 

대한 비대칭의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더욱 특징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버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경로와 추정

비용을 산출해 주고 승차비용을 어플을 통해 사후에 결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바가지 요금의 우

려가 상당부분 줄어들 뿐 아니라, 더하여 잔돈발생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또한, 애초 서비

스를 어플을 통해 매개하기 때문에 승차거부의 문제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편리함은 외국

인의 입장에서 낯선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많은 편의를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에 외

국인은 “외국어가 가능한” 택시기사를 찾고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였으며, 사업자

의 측면에서 이러한 점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많은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였다.

(v) 다섯째,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체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피드벡을 전달하는 것이 매

우 빠르다. 우버 서비스는 승객이 기사에 대한 별점과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플랫폼5을 제공하

고 있는데, 가령 별점 4.6 포인트 이하의 우버 기사는 서비스 제공을 제한받도록 하는 등의 성과

체계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신속하게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피드벡 서비스

로 인하여 승객의 일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 우버(Uber)의 성장세와 받아들인 국가들의 현황은?

우버는 스타트업(start-up) 비즈니스로서 2009년 창업 후, 201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초의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후 그 성장세가 가속하여 증대하여 왔으며, 2014년 12월 5일자 Wall 

Street Journal6에 따르면 다른 제반 비즈니스 사업자를 압도하는 투자유치 실적(실리콘벨리 벤처

캐피탈 투자가로부터 2년간 약 4,950만 달러(약 5,100억원에 상당))을 기록함으로써 가장 성공한 

스타트업으로 꼽히고 있다(김환표, 2015). 이에 따르면, 우버(Uber)는 2014년 12월 기준 사업가치

가 400억 달러로 추산됨으로써 약 100억 달러로 산정된 에어비앤비(Airbnb)나 드랍박스(dropbox)

를 가뿐히 추월하는 사업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버는 다른 여타 비즈니스들과 달리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

업의 확장성이 높고 위험성이 낮은 장점을 아울러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산업 패러

다임이 갖는 내부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산업모델로서 더욱 큰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마틴 와이츠먼 교수가 1984년 『공유경제: 불황을 정복하다』 그리고 1985년 

『공유경제』(The Share Economy)에서 제시한 ‘공유’와 ‘매칭’의 개념을 실제 비즈니스의 형태

로 실질화하여 구현한 것으로 현실적 가치사슬(value chain)의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징

4 http://www.denneen.com/2015/09/04/uber-vs-taxis-meeting-and-exceeding-consumer-needs/
5 다음을 참조하라: Uberpeople.net (http://uberpeople.net/)
6 http://www.wsj.com/articles/ubers-new-funding-values-it-at-over-41-billion-1417715938



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5-1] 참고: 호주(Australia)의 ‘주지도’(state map)

새로운 모델로서 우버(Uber)를 합법화 하여 받아들인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는 “호

주”(Australia)이다. 한편, 호주는 개별 자치법을 지닌 주(state)들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그림 참조>, 우버(Uber)에 대하여 주 별로 서로 다른 접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7.

우버를 가장 먼저 합법화하여 받아들인 지역은 호주의 수도지역(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이다. 해당 지역은 2015년 10월에 우버를 호주에서 최초로 합법화 하였다. 뉴사우스웨

일즈(NSW, New South Wales)는 수도지역(ACT)를 지리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주로서 2015년 12

월에 우버를 합법화하였다. 수도지역을 중심으로 2015년에 처음 합법화 되기 시작하였던 우버는 

이후 2016년에 들어서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가령, 사우스오스

트레일리아(SA, South Australia)는 2016년 7월, 그리고 퀸즈랜드(Queensland)는 2016년 9월에 우

버를 합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우버의 합법화가 2016년 12월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결정이 보류되고 있는 주 역시 아

울러 확인된다. 가령, 빅토리아(Victoria)는 택시사업자조합(Taxi Services Commissioner) 등의 반

발로 인하여 결정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타즈매니아(Tasmania)는 법안이 하원(the 

Lower House)을 통과하였으나 2016년 12월 현재 상원(the Upper House)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황

이다. 또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는 택시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우버와 같은 

경쟁자가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법안의 발의는 2017년이 

되어서야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에서 아직까지 우버가 전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지역은 북부주(Northern Territory)이다. 

2016년 초, 해당 주정부는 우버 규제를 유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7 http://www.abc.net.au/news/2016-08-11/where-is-uber-legal-in-australia/77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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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택시제도
1) 택시 등 면허자 중개

(면허있는 자만 영업)

2) 무면허 자가용 중개

(일반인 누구나 영업)
비고

OECD국가들

한국 면허제 ○ X
고급택시를 

우버블랙으로 활용

일본 면허제 ○ X
하이야 택시를 

우버블랙으로 활용

미국 면허제 ○ ○/X 각 주별로 상이

멕시코

(멕시코시티)
면허제 ○

“정식 면허택시”+“불법 

자가용 택시 

공존(면허제 실패)

캐나다

(토론토)
면허제 ○ X

우버는 택시 중개업 

면허가 필요

벨기에

(브뤼셀)
면허제 ○ X 불법여부 소송 중

프랑스

(파리)
면허제 ○ X

영국

(런던)
면허제 ○ X

독일

(프랑크프루트)
면허제 X

스페인

(마드리드)
면허제 ○ X

오스트리아

(비엔나)
면허제 X 불법여부 소송 중

덴마크

(코펜하겐)
면허제 X 불법여부 소송 중

그리스

(아테네)
면허제 우버 미진출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면허제 우버 미진출

아일랜드

(더블린)
등록제 ○

택시 등록제

우버진입시 문제X

이탈리아

(로마)
면허제 X

노르웨이

(오슬로)
면허제 X 불법여부 소송중

포르투칼

(리스본)
면허제 X

전세계적으로 우버(Uber)가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에 전술하였던 호주의 사례

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국가들에서 우버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들이 택시사업자와 택시기사에 대하여 “면허제”를 골자로 택

시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우버기사로 활동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우버 서비

스와 법리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일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OECD 등 각국에서 우

버가 높은 사업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다음의 <표 2>에 OECD등 주요국가의 우버 합법화 여부를 요약하여 보였다. 



스웨덴

(스톡홀름)
면허제 X 불법여부 소송중

스위스

(제네바)
면허제

터키

(이스탄불)
면허제 ○

핀란드

(헬싱키)
면허제 X

체코

(프라하)
면허제 X 불법여부 소송중

헝가리

(부다페스트)
면허제 X

“정식 면허택시”+“불법 

자가용 택시 

공존”(면허제 실패)

폴란드

(바르샤바)
면허제 ○ 불법여부 소송중

슬로바키아

(브라타슬리바)
면허제 X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면허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면허제

호주 면허제 ○ ○(남부)/X(북부) 각 주별 상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면허제 합법화

칠레

(산티아고)
면허제 X 불법여부 소송 중

네덜란드 면허제 ○ X 불법여부 소송 중

룩셈부르크 면허제

기타국가

중국 면허제 ○

“정식 

면허택시”+“불법자가용 

택시 공존”(면허제 

실패)

콜롬비아

(보고타)
면허제 X

코스타리카

(산호세)
면허제 X 불법여부 소송 중

라트비아

(리가)
면허제

에스토니아

(탈린)
면허제 X 합법추진 중

싱가폴 면허제 ○ X
면허차량을 이용한

제3자 콜영업 가능

러시아

(모스크바)
자유업 ○ 택시제도 없음

필리핀 자유업 ○

우버 운전자 교통당국 

등록의무, 7년 미만 

차량사용

<표 5-2> OECD 등 주요 국가별 우버 합법화 여부 (‘2016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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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택시공영차고지"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車庫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제2절 우버는 어떠한 딜레마와 쟁점을 가지는가?

1. 기존 면허제 택시제도와의 충돌

우버(Uber)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서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혁신체제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에 호주를 비롯한 국가들이 우버를 시험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버가 작동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법적·사회적 체계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큰 데,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우버가 기존의 “면허제 택시제도”와 모순을 일으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5-3> 관련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가령, 한국의 택시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을 살펴볼 수 있는 관련법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

전에 관한 법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택시운송

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를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중 제2조(정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2조 1항 나”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

송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2조와 3조”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4조”는 “운전업무종사자격

을 갖춘자”를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이 함의하는 것은 일반인이 누구나 자기의 의사에 따라 택시기사로서 활동할 것을 골자

로 하는 우버의 사업방식이 한국의 “면허제 기반”의 택시제도와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면

허제”란, 본질적으로 “자격에 대한 심사를 통한 권한의 부여”를 원리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버(Uber)는 “면허제”를 운송산업의 골간으로 하는 국가들에서 기존의 제도 틀과 마찰

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auch & Schleicher, 2015). 이에 대하여 보다 구



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논의해 볼 수 있겠다.

(1) 첫째, 우버는 스마트 폰 앱을 이용하여 수요자와 서비스 참여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방식으

로 운영되며,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사업자(business)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됨으로써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를 가진다. 가령, 기존의 서비스를 사업자(business)와 

고객(consumber)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B2C(Business-to-Consumer) 모델이라

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버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가령, 지금 내

가 우버 기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나는 다른 맥락에서 우버 서비스의 

고객으로서 입장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우버 기사는 언제나 직업적 우버기사“로서” 상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이 매우 자연스럽고 잦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서

비스 제공자와 고객을 혼재하게 만들고 기존의 B2C의 구분을 무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이렇게 우버가 기존 사업자의 사업방식 및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 우버

를 선도하여 도입한 국가들에서 기존 택시업계의 영업 손실과 반발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거

나 불공정 거래 논란이 야기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2016년 9월에 런던에서 이루

어진 택시사업자의 대대적인 거리시위는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들 수 있을 것 같

다8. 사업자와 더불어 고용된 기사들 역시 일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됨으로써 집단 저항

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령, 영국의 택시운전자 협회가 오버 소속 기사 6명에 대하여 형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영국의 우버(Uber)가 기존의 택시기사들을 자영업자로 규정할 것을 요청하

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패소하는 등9 다양한 형태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2) 둘째, 우버의 매칭형 서비스 및 수익모델은 기존의 법과 규제가 잘 포착하지 못하는 새

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규 및 사회규범과 위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가령, 뉴욕 타임

즈에 따르면 우버는 단순히 중개를 하는 회사임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으나, 실제로는 결제 요금

에서 15%~20%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성격

을 아울러 가지는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한다10. 이는 대부분 국가 및 지역 법률과 위배되는 

것으로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우버 서비스의 금지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유사하게 숙박 영역에서 우버와 유사하게 E2E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에어비엔비

(Airbnb)의 경우에도 법령 위반의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3) 셋째, 우버 운전사는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수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납세현황 등을 추적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며, 개인 운전자의 심리적-사회적 자격요건에 대

한 객관적인 확인을 통해 면허를 발급하는 기존의 체계에 비하여 사회적 안전의 측면에서 약점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신산업이 이렇게 납세와 안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공성 측면에서 몇 가지 잠정적 문제를 안게 될 수 있다. 실제로 개인 운전

8 http://www.telegraph.co.uk/technology/picture-galleries/11902080/Anti-Uber-protests-around-the-world-in-pictures.html
9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6/oct/28/uber-uk-tribunal-self-employed-status
10 http://www.nytimes.com/2016/09/15/technology/our-reporter-goes-for-a-spin-in-a-self-driving-uber-car.html?_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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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과 관리가 미비한 문제로 인하여 운전자가 승객을 성폭행 

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에

서는 시차원의 영업금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납세현황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은 동시

에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승객에 대한 피해보상이 곤란하고 잠재적인 리스

크를 크게 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우버 서비스는 이렇게 다양한 논지에서 사회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우버는 관점에서 따라 “전대미문의 기회”로서 이해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견해에서 “전대미문의 위협”으로서 이해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엇갈린 분기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하는가? 특히 우버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이슈인 법과 규범과의 상충의 문제에서 우리의 규제는 어떠한 모습이어

야 하며, 어떠한 실효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하는가?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제3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등장은 언제나 기존 시장과 벨류체인 상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저

항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다가오는 변화 그 자체를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지 않을까? 특히 한국과 같이 좁은 영토와 적은 부존자원으로 인하여 기술과 사람 중심의 

산업이 필연적인 국가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대한 높은 민감성은 생존의 조건이라

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버 서비스는 이후 다양한 서비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계 비즈니스를 모색할 수 있는 잠재력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가령, 우버 가입 차량에 대하여 

유료광고판을 부탁하거나, 여행사와의 연계 등 파생서비스를 모색하거나, 연관된 새로운 스타트

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 하는 등의 시나리오들을 예시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버가 지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그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연 

어떠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규제의 설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현실의 문

제에 보다 맞닿은 방안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의 시나리오들을 예시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1) 첫째, 사회적 영향을 계량하여 신규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도입하되, 기존의 이

해관계자들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응전략의 모색이다. 이러한 전략은 호주의 몇몇 주정

부들에 의하여 모색되고 있다.11 가령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NSW, New South Wales) 주는 우

버를 합법화 하면서 기존의 택시사업자들에게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산업변동적응패키지

(industry adjustment package) 기금을 조성하여 제공하였다. 그리고 사전에 택시서비스의 만족도

11 http://www.abc.net.au/news/2016-08-11/where-is-uber-legal-in-australia/7719822



의 조사를 통해 택시회사의 반감에 대응하기 위한 논거를 마련하기도 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South Australia) 주는 택시면허 당 3만 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유사하게 퀸즈랜드(Queensland) 주는 1억 달러 규모의 산업변동적

응패키지 기금을 조성하고 더하여 택시면허 당 2만 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대응전략은 우버(Uber)를 받아들이면서 상대적인 편익의 감소를 겪어야 하는 기존 사업자들에게 

보상책을 마련하는 일종의 달래기(placating)의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진적인 대

응방안은 신기술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로 인하여 창업저변 및 기술 생태계를 저하시키는 것에 

비하여 보다 실효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정치한 분석을 위하여 유사한 리스

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학계와 공공부문의 유관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연구하고 대비하

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보다 다양한 대안들을 창의적으로 모

색할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둘째, 위에 제시한 전략과 대칭하여 신규로 진입한 우버 사업자에 대하여 새로운 규제나 

비용을 추가하는 대응전략의 모색이다. 순수한 형태의 우버의 경우, 일반인이 누구나 우버 기사

로 활동할 수 있음으로써 자칫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나 무보험 운행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호주의 수도지역(ACT)의 경우, 우버 기사들에 대하여 보다 강화 된 차량안전관리 

및 보험관리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버 기사에 의한 

범죄나 비위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의 경우 우버 기사

로 하여금 주기적인 “범죄 및 차량안전 조회”를 의무화 하였다12. 이러한 접근은 새로운 산업의 

도입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위험과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접근이라고 이해할 수 있

다.

(3) 셋째, 우버 사업을 둘러싼 쟁점 중의 하나가 세금납부 등 사업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문

제임을 고려할 때, 사업자와의 협상과 타협을 모색하거나 기존의 관련법을 개선하여 문제가 되

는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가는 노력을 전략으로서 예시할 수 있겠다. 가령, 숙박의 E2E 서비스 

사업자인 에어비앤비의 경우 미국에서 그 동안 임대사업법에 따른 세금납부를 거부해 숙박업체

와 정부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이에 뉴욕주에서는 사업자와의 타협을 통해 숙박제공 호스트들의 

정보 일부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음으로써 법망을 피해 임대업을 하는 호스트를 식별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규제들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협상에 도달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미국의 포틀랜드나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호스트들에서 

11.5%의 숙박세를 부과하기도 하였으나, 일회성에 그쳤다. 계속되는 기술 변동은 규제를 통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공

공부문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업자와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기존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되, 부가

되는 사회적 위협을 적정하게 줄여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은 기존의 IT 관련 스타트업들이 성장성과 수익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고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마인드가 부족하고, 시스템과 제도의 보안장치를 미비하게 가졌던 점을 고려할 

때 그 중요도가 더욱 증대된다고 하겠다. 향후, 이러한 약점은 IT 관련 산업 플레이어들을 지속

12 http://www.gizmodo.com.au/2015/12/uber-is-now-legal-in-nsw/



사례 5 우버(Uber) 택시 사례로 보는 신기술 규제를 둘러싼 편익과 위험 사이의 딜레마 13

적인 분쟁에 빠지게 함으로써 부담과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

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4) 넷째, 한국적인 특수성에 대한 고려이다. 한국의 경우 택시사업은 호주와 미국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서울 기준 택시 1대당 담당 시민수가 139명으

로, 영국의 345명, 파리의 355명, 동경의 661명과 비교하여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공급과밀의 

상태에 있다. 이는 국민 중에서 택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수가 매

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에서 택시산업은 퇴직 고령자나 여성 등을 운전자로 수용

함으로써 고용흡수를 통한 일종의 복지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실제 2015년 5월 

현재, 서울시의 경우 개인택시는 4만 9천 323대로 전체 택시의 56%를 차지하는데, 이들 개인택

시 운전자의 평균연령은 평균 60.4세이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개인택시 운전자의 

30.8%이며, 70세 이상도 11.9%이다.13 따라서 관련 산업의 규제개혁에 있어서 속도와 폭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종사자들로 인하여 도입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은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논의한 대로 규제의 개선에 있어서 사업자와의 협상과 타협

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산업의 경우, 성장에 매몰되어 리스크를 

감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바 사회전체의 운영리스크 관점에서 코칭하

고 이끌어줄 공공부문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유의할 것은 한국에서 택시산업에서의 고용이 복지의 보완적 기능을 주로 담당하

고 있다는 것은 산업전체의 건강함과 다양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

서 “택시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단면적인 논리로는 택

시 산업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과 문제를 실효적으로 풀어갈 수 없다. 따라서 우버와 같은 신규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이러한 산업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는 미시적 노력과 

더불어, 기존의 퇴직자 복지 등과 같은 경제 및 노동의 문제를 각 부문이 함께 협의하고 풀어가

는 거시적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는 마치 하나의 생태계처럼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의도한 효과를 필연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13 News Cani, 2015년 5월 4일자.
   (http://www.newscan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120)



구분 한국(서울)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미국(뉴욕) 일본(동경)

택시

현황

대수
72,271대

(‘14)

25,000대

(‘12)

15,500대

(‘12)

57,252대

(‘14)

55,510대

(‘12)

인구
10,039천명

(‘14)

8,631천명

(‘14)

5,500천명

(‘14)

11,787천명

(‘14)

36,669천명

(‘14)

1대당 인구 139명 345명 355명 206명 661명

진입

규제

종사자격 ○ ○ ○ ○ ○

운송사업 면허 허가 면허 면허 허가

영업

규제

배회영업

X (자유)

(Black cap)

배회+예약

X (자유)

(Medallion)

배회 전용
X (자유)

예약영업
(PHV)

예약전용

(FHV)

예약전용

① livery

② black car

③ limousine

(하이야 택시)

예약 전용

요금

규제

제도 상한 신고제

승인제

(PHV

자율요금제)

상한 지정제

승인제

(FHV

자율신고제)

인가제

(하이야

자율신고제)

주체
자치단체장

(시도지사)

런던교통국

(TfL 승인)

경제부장관

상한 지정

택시·리무진

위원회(TCL)

국토교통성

장관 인가

제4절 생각해 볼 문제

기술 발전 속도가 예전보다 비교가 되지 않게 빨라지면서 새로운 기술이 야기하는 창조적 파

괴의 영향력도 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산업과 고용의 이해관계와 배치되

는 문제를 지님으로써 딜레마와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우버(Uber)와 같은 신기술은 사회적으로 잠재적인 편익과 위험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야누스와 같은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이 경우, 물길처럼 밀려오는 기술

의 변화와 혁신을 눈감고 외면하거나 등 돌려 달아나는 것이 능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혁신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 하면서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실효적인 

규제개혁의 접근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생각해 볼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

져준다.

첫째, 그렇다면 실효적인 규제개혁의 접근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법

과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인가? 앞서서 살펴본 호주의 사례에서 규제당국이 기존의 택시사업자와

의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어떠한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우버사례는 규제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크게 기대되는 규제개혁 과제이다. 반면 

이해당사자의 갈등, 특히 기존택시 사업자에 대한 이해조정의 문제가 큰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 규제개선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셋째,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버 서비스의 도입 타당성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가? 이 과정에서 글로벌 보편성과의 조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특히 전대미문의 기술변화에서 마

땅히 참고해야 할 역사적인 선례가 부재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판단의 준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본 장에서 예시한 몇 가지의 이야기들은 완결된 대안일 수 없다. 이 사례를 읽고 있

는 독자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사례 5 우버(Uber) 택시 사례로 보는 신기술 규제를 둘러싼 편익과 위험 사이의 딜레마 15

상한지정
→ 경시청

오율지정
승인

체계

단일

거리·시간

병산제

3종(시간)

거리·시간

병산제

3종(권역)

거리·시간

병산제

단일

거리·시간

병산제

단일

거리·시간

병산제

기본요금

(‘15)(한화)

3,000원

(2km)

4,169원 3,536원

(1km)

3,079원

(0.32km)

7,786원

(2km)

6km

주행요금
5,800원 23,942원 13,721원 13,542원 20,617원

GNI대비

운임비중

0.017%

(100)

0.043%

(259)

0.024%

(145)

0.020%

(118)

0.044%

(266)

임금

제도

제도
사납금제

성과급제
성과급제

임대제

성과급제
임대제 성과급제

월소득 125만원 269만원 229만원 341만원 275만원

GNI대비

소득비중

43%

(100)

58%

(134)

49%

(113)

59%

(136)

71%

(163)

<표 5-4> 해외 주요도시의 택시산업 통계현황

자료:

1. 주요도시의 인구는 통계청 “국제통감연감”의 인구자료 활용

2. 택시 관련 통계자료: 해외 주요도시 택시제도 비교

3. 일본의 택시대수: 한국과 일본의 택시정책 비교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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