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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란 무엇인가?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2000년대 중반부터 주목받기 시작
하였다. 미국의 음악공유 사이트 냅스터(Napster), 우리나라의 소리바다 등 P2P(Peer-toPeer) 파일 공유 서비스가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한 사용자간 협력이
본격화되었다. 2007년 영국의 경영 컨설턴트 레이 올가(Ray Algar)1)는 과거의 ‘협업 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라는 개념을 끌어와 이를 설명했고, 2011년 타임지는 세상을
변화시킬 10개의 아이디어로 이 협업소비를 선정하였다.2)
협업 소비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발전해 왔다.
첫째, 보다 효율화된 상품 렌탈 서비스다. 기존의 렌트카는 일단위로 임대가 가능했지만
집카(Zipcar)는 임대자 가까이 차량을 분산 배치하고 필요한 시간만큼만 임대해 주는 서
비스를 제공해 차량 임대에서 효율을 혁신했다. 이외에도, 중고 교과서 임대사업인 체그
(Chegg), 고가 파티복 등의 의류를 필요한 시간만 빌려주는 렌트 더 런어웨이(Rent the
Runway) 등은 기존 임대사업 모형을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한 사례이다.
둘째, P2P 공유소비다. 기업이 자산을 소유한 채로 개인에게 임대해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이 소유한 유휴자산을 다른 소비자들에게 연결해주는 서비스이다. 교통, 숙박,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통적인 자산 기반의 기업을 배제하는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상품재활용 소비이다. P2P 공유 소비가 한 소비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소비자가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재활용 소비는 소유권자가
활용이 끝난 재화를 다른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판매하여 재화의 사용 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중고 물품의 거래를 기반으로 성장한 이베이(eBay), 중고 휴대폰 거래
를 연결해주는 가젤(Gazelle)이 여기에 속한다.

공유경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평가는 어떠한가?
회계법인 PWC(PriceWaterhouseCoopers)의 예측에 따르면 2013년 전통적인 기업에 의한
임대 서비스의 매출은 약 240조 달러인 반면 공유경제의 매출 규모는 15조 달러 약 6%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에는 그 규모가 전통적인 임대 매출과 동일한 50%를 점유하
면서 335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안에 22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3)
더 놀라운 것은 이들 공유경제기업들의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이다. 오늘날 우버(Uber)의
기업가치 상승 속도는 인터넷 경제의 가장 성공적인 기업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페이스
북(Facebook)보다 빠르다. 숙박업소 공유업체인 에어비엔비(Airbnb)는 단 한 칸의 방도 소
유하지 않은 채로 기업가치가 255억 달러까지 올라, 힐튼(Hilton), 메리어트(Marriott) 등의
기업가치를 추월하고 있다.4)

1 출처 : “Collaborative Consumption by Ray Algar — Oxygen Consulting”. Oxygen-consulting.co.uk. Retrieved
2015-03-13.
2 출처 : “10 Ideas That Will Change The World”. Time. March 17, 2011.
3 출처 : The sharing economy- sizing the revenue opportunity, PWC, UK.
4 출처 : ‘Crazy money’ - Airbnb valued at over $25 billion - CNN Money, CNN, 20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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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사업모형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존에 전통적인 사업의 경우 기업이 서비스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고 개인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를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공유경제에서는 개인들이 갖고 있
는 유휴자산을 개인들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온라인 플랫폼이 지원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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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유경제 모형의 혁신

이 새로운 사업 모형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
먼저, 회사가 자산을 소유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고정자산투자 철수(De-capitalization)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자산을 소유하는 기업에 비해 월등한 원가상의 우위를 점하게 된다.
기업이 사업을 위해 자산을 소유하는 대신 기존 고객들이 갖고 있는 유휴자산을 활용하므
로 자원의 효율화와 환경 보호라는 점에서도 이익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자원을 소유한 개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경제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광범
위한 경제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갖는 장점을 들 수 있다. 기존의 거래에 비해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연결해주며 효율성을 높이고, 집단지성의 가치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크
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은 미래의 소비자들이 성공할만한 사업 아이디어를 집단적으
로 선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벤처 캐피털 회사에 고용된 소수의 전문가들보다 아이디어 선
정에서 집단 지성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 투자자들이 곧 미래의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투
자와 마케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의 장점 중에 하
나는 승자독식(Winner-takes-all) 현상으로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 등이 기업가치를 크게 인정
받는 이유도 이러한 승자독식 가능성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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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공유경제 기업들의 사례

(4)공유경제에 진입과 융합

(1)금융 공유경제 서비스

많은 기업들은 공유경제의 모형을 기존 사

금융분야에서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형은 개인 간 대출(Peer-to-Peer Loan)과 크라우드

업에 접목하거나 잠재적 위협을 최소화하

펀딩(Crowdfunding)이다. 개인간 대출 금융(P2P Lending) 업체들은 고수익과 상대적으

기 위해 선제적으로 수용하는 변화를 꾀하

로 낮은 부도율로 기관투자자들마저 이 곳에 일정 투자금을 배정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고 있다.

(Crowdfunding) 회사로는 킥스타터(Kicstarter), 펀더블(Fundable), 인디고고(IndieGogo)
가 있으며, 많은 창업기업들이 이를 통해 초기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사회적 이슈

(2)공간 공유경제 서비스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

숙박공유업체인 에어 비엔비(Airbnb)로 대표되지만 사무실 공간, 그리고 주차공간을 공유

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등 다양한 공간 공유서비스가 성장하고 있다.

첫째, 기업주도의 서비스에서 개인 간 거

(3)차량 공유경제 서비스

래로의 변화에 따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

우버(Uber)는 혁신을 통해 택시 산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모바일 앱으로 고객의 차량 탐

험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문제이다. 기업은

색과 예약을 전화번호 없이 가능하게 하고, 고객의 위치와 목적지의 설명을 앱으로 해서 고

고객에 대한 보호에 투자와 배상의 능력이

객의 탐색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 나쁜 기후 조건 등 택시가 공급

높은 반면 개인들은 그러한 자원이 없기

이 부족한 환경이 되면 단가를 올려서 시장의 수요 공급을 조정하며, 구글 지도에 주행경로

때문에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고객들이 충

가 표시된 영수증 발급으로 투명한 가격까지 보장하고 있다.

분히 보호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등장한다.
둘째, 기업에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개인들

공유경제와 경영의 변화

이 공유경제에서는 개인사업자로 전환되

이러한 공유경제의 등장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제공하고 있다.

기 때문에 이들 신종 개인사업자들이 종업

(1)비용절감의 수단

원으로 있었을 때의 후생복지를 계속 누리

공유경제 차량 및 숙박 서비스를 통한 출장비 등 운영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급

는지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증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우버(Uber) 사태에서 보듯

(2)기업 재무 구조 개선 수단

이 기존의 이해당사자들과의 이해충돌의

기존에 고정자산 투자가 집중된 부문을 공유경제를 통해 고정자산 투자를 대체하여 재무구

사회적 비용과 충격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

조 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에 대한 문제가 등장한다. 기존 택시영업

(3)공유경제업체와 마케팅 협력

회사들과 개인 택시 운전자들의 강력한 반

기존의 업체들이 공유경제의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개성 있는 마케팅과 홍보 협력을 시도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버(Uber)가 금지

하고 있다. 예를 들어 KLM 네덜란드 항공(KLM Royal Dutch Arlines)은 정비중인 항공기를

되고 있다.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임대, 자사 항공서비스의 우수성을 홍보하기도 했다.

넷째, 서비스업의 글로벌화와 부의 미국중
심 편중 현상도 주목해야 하는 과제이다.
현재 모바일 운영 시스템을 미국기업인 애
플(Apple)과 구글(Google)이 과점하고 있
으며, 대부분의 공유경제 기업 또한 미국
기업이다. 이를 살펴보면, 국내기업들이 글
로벌화에 얼마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우려된다.

● See Futures : Vol.08 • FAL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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