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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2016년 5월 기준, 중국 內 400여개 도시에서는 스마트 폰 어플인 디디추싱

(滴滴出行)1)을 이용하여 매일 천백만 건의 차량이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本文是中国国家社科基金青年项目《中国私法学的哲学和经济学基础研究》

(批准号：14CFX006)的研究成果。

** 中国人民大学 民商事法律科学研究中心 부연구원, 법학박사 

*** 中国人民大学 법률석사생,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1) 디디추싱(滴滴出行)은 2015년 디디콰이디(滴滴快的)와 콰이디다츠어(快的打车)의 합병으

로 만들어진 회사이다. 2013년 12월 기준 디디는 시장의 55%를, 콰이디는 나머지를 차지

하고 있었으며, 이후 양사는 기타 업체와의 경쟁을 위하여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

였다. 양사가 합병함에 따라 2015년 12월 기준 O2O 콜영업 차량 시장 점유율 80%, 택시

의 99%가 디디추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디디추싱 외에 우버(8.7%), 션주주안츠

어(神州专车, 7.8%), 이다오용츠어(易到用车) 등의 기타 업체(4.5%)로 구성되어 있다. 한

편 카풀의 성격을 띠는 O2O 카풀시장에서는 2015년 7월 기준 디디 계열의 滴滴顺风车가 

62.1%, 嗒拼车가 30.5%, 天天用车가 7.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C. Custer, ｢Didi 

Kuaidi partners with Lyft and invests $100M to take on Uber｣, �Tech In Asia�, 

2015.9.17.(https://www. techinasia.com/didi-kuaidi-partners-lyft-uber) 拼车시장의 점유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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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추싱을 사용하는 중국 내 사용자 수는 3억 명에 이르며, App 상에 등록

된 운전기사들은 1천 4백만 명 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한 시장 조사 기관

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专车(이하 ‘O2O 콜영업 차량’)시장

은 370억 위안(약 7조 4천억 규모)으로, 이는 2016년에는 한화 기준 11조 규

모로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2) 중국 국가정보센터가 2016년 5

월 발표한 ‘중국 공유경제발전 보고서 2016’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15년 말 기준 1조 9,500억 위안(약 334조)에 달하며, 공유경제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5천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5.5%를 차지하

는 것으로 추산되었다.3) 

O2O기반 승차서비스의 등장은 세계 각지에서 찬반양론을 불러오고 있다. 

찬성의 이유로써 스마트 폰을 통하여서 개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공유

하게 함으로써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구성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 대의 차량이 공유될 때, 16.8 대의 차량 구매가 미루어지게 되며, 이에 따

라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게 되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연구결과

가 있다.4) 또한 O2O 기반 승차서비스 운전기사의 기사의 후생 측면에서, 일

반적인 택시 운전기사에 비하여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점도 기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5) 일각에서는 기사

에 대한 평점을 통하여 서비스가 좋지 않은 운전기사를 퇴출시켜나감으로써 

소비자에게도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을 들어 해당 서비스를 찬성하

고 있다. 

반대 측은 주로 자격이 담보되지 않은 개인이, 별도의 운행 검사를 거치지 

않은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본다. 많은 국가의 현행 교통관련 법

규에서는 택시기사로 하여금 범죄 이력이 없을 것과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

관련하여서는 易观智库, ｢中国拼车 场进入寡头竞争阶段生 建设成为未来主要发展方

向｣, 2015.9.16.(http://www.analysys.cn/point/detail/11963.html)(최종 접속: 2016.06.02)  

2) 易观智库, ｢中国专车 场趋势预测2016-2018｣, http://www.analysys.cn/view/report/detail. 

html?columnId=22&articleId=17226,(최종 접속: 2016.06.02) 

3) 国家信息中心信息化研究部, 「中国分享经济发展报告2016」,2016.2.29. 62页.

4) 김점산, 박경철, 카셰어링의 사회경제적 효과, 경기연구원 제183호 이슈&진단 (2015), 11면.

5) Jonathan V. Hall and Alan B. Krueger, “An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for Uber’s 

Driver-Partners in the United States” (2015), https://s3.amazonaws.com/uber-static/comms/ 

PDF/Uber_DriverPartners_Hall_Kreuger_2015.pdf (최종 접속: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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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명할 것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택시회사 측에는 차량의 연한 규제와 

함께 교통사고보험 등을 두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

기 위한 것이다. O2O 기반 승차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법적 요구를 따르지 않

아 소비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제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택시와 같

은 기존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련의 불공정 경쟁마저 구성한다는 논의가 있

다.6) 더 나아가 우버와 같은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노동의 형태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 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해준다는데 대한 비판도 있다.7)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 속에서 해당 서비스가 무산되

었으나, 현재 다른 형태의 O2O 기반 승차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 중에 있다. 

중국에서도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편리함으로 인하

여 어느 정도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중국정부도 이를 무효화하기보다는 어

느 정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진행 중에 있다. 

하기에서는 먼저 O2O 기반 승차서비스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그 규제

의 필요성과 규제 방향에 대하여 가장 먼저 입법을 시도한 미국의 논의를 통

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 다음, 본문의 논의 대상인 중국의 법적 규제 및 판례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추후 차량공

유서비스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다. 이러한 논의는 공유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발달한 O2O 기반 승차서비스

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공유경제에 대한 추후 규제에 있어서도 의

미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6) 박윤석 (2015). 우리나라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한계에 대한 고찰. 산업재산권, (46), 159-199면,

7) 해당 기사에서는 공유경제를 둘러싼 미국 내 노동 관련한 논쟁에 대하여, 미국 노동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 노동학자인 로버트 라이시 교수(공유경제 반대)와 공유경제 

전문가인 아룬 순다라라잔 뉴욕대 교수(공유경제 찬성)의 인터뷰를 실고 있다. “[Weekly 

BIZ] 공유경제는 진짜 有罪일까”, 조선일보 2015.4.11. 보도, http://biz.chosun.com/site/data/ 

html_dir/2015/04/10/2015041001813.html (최종 접속: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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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O2O 기반 승차서비스와 연관 개념

O2O 기반 승차서비스는 이용차량의 영업용 차량여부에 따라, 차량의 이윤

추구성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이윤추구성에 따라 O2O 콜

영업 차량, O2O 카풀, 그리고 합법성 여부에 따라 불법택시가 나누어지는 바, 

이윤 추구성에 따른 분류에 대해 먼저 논하고 세계 각지에서 문제가 되었던 

영업용 차량의 이용에 대해서도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1. O2O와 공유경제

O2O(Online to Offline)란 온라인을 통하여서 오프라인의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써 검색, 의사결정, 대금지급 등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하되 그 실제 

소비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8)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란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분의 서비스 또는 재화가, 온라인을 매개로 하

여 무상으로 혹은 유상으로 공유되는 경제활동 방식이다.9) 

O2O는 판매의 한 방식으로써, 반드시 공유경제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우버

의 경우, 공유경제의 사례로써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차량을 이

용하여 유휴시간에 공유하는 서비스(우버 X)의 경우 공유경제라 할 수 있지

만, 렌터카를 이용한 서비스(우버 블랙)의 경우 ‘대여’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

산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우버가 공유경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10) 

본문에서의 O2O 기반 승차서비스란 온라인을 통하여서 오프라인 상의 비

운행중인 영업용 차량 혹은 개인의 차량을 실수요자인 개인과 연결하여 전문

적 운전기사, 개인, 혹은 수요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서비스를 가리킨다. 

 8) KB경영연구소, O2O 거래의 개념 및 관련 논란의 이해, KB 지식비타민 15-3호 (2015), 2면. 

 9) 공유경제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모두가 동의하는 정의가 부족한 편이다. Rachel Botsman, 

The Sharing Ecnomy Lacks A Shared Definition,FastCompany, https://www.fastcoexist.com/ 

3022028/the-sharing-economy-lacks-a-shared-definition, (최종 접속: 2016.06.01) 

10) KB경영연구소, 전게 리포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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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에서의 관련 개념

중국에서는 O2O기반 승차서비스를 이윤추구성에 따라 O2O 콜영업 차량과 

O2O 카풀로 나누며, 합법성 여부에 따라 불법택시가 있다.

2.1. O2O 콜영업 차량과 O2O 카풀

중국에서는 O2O 기반 승차서비스를 O2O 콜영업 차량11), O2O 카풀로 나

누고 있다.12)O2O 콜영업 차량(专车)이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플랫

폼을 통하여 차량에 탑승하고자 하는 사람과 부합하는 차량/운전사를 매치하

여 제공하는 상업용 차량 예약서비스를 뜻한다.13) O2O 콜영업 차량은 서비

스 플랫폼의 차량소유여부에 따라 단순 중개 형과 차량 소유 형으로도 나눌 

수 있다.14) 전자가 주변의 택시를 사용자에게 연결해 주는 우리나라의 카카

오택시 식 모형이라면, 후자는 렌터카 회사와 계약을 통하여 차량을 확보하고 

진행하는 카카오 블랙형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O2O 카풀(拼车)은 개인인 차주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김에 자신

과 여정이 같거나 거의 유사한 다른 승객을 함께 태우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

다. O2O 콜영업 차량과 O2O 카풀을 구분하는 가장 주요한 기준으로써 이윤

의 추구여부를 들 수 있다. O2O 콜영업 차량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면, O2O 카풀은 차량 공유 시 발생한 기초 비용의 분담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O2O 카풀은 어느 정도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승객에게 비용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호의동승과는 구별된다. 

11) 해당 단어는 중국어에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차를 채우다(占满)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나 행사를 위하여 차를 전용하여 운행하고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이 중 논의에서의 专车는 보통 두 번째의 의미로 쓰인다. 李景伟, “试析专车

合法化”, �法制博览� 2015 11(下), 24页.

12) 熊丙万, “专车拼车管制新探”, �清华法学� 2016年第2期, 133页.

13) 2015년 인터넷을 통한 상업용 차량 승차 플랫폼 관련 규제 초안 2조.

14) 기존에 우버가 실시하던 사람과 차량을 함께 소개해주는 방식을 人车合一, 나중에 규제

를 우회하기 위하여 렌터카 회사의 차량을 별도 인력파견회사의 기사가 운행하는 방식

의 차량을 人车分离로 나누어 구분하는 분석도 있다. 彭岳, “共享经济的法律规制问题—

以互联网专车为例”, �行政法学研究�, 2016(1), 122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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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불법택시와 합법성

합법성 측면에서, 상술한 O2O 콜영업 차량·O2O 카풀과 구분 되어야 할 

개념으로써 헤이츠어(黑车)가 있다. 중국어에서의 검은 색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15) 예를 들어, 간악하고, 음험하다는 뜻에서 黑心(흑심)이라

는 단어가 사용된다. 더 나아가 검은 색은 불법을 의미하는 단어에 사용된다. 

시장 앞에 검은 색이 붙어 암시장(黑 ), 사회 앞에 검은 색이 붙어 조폭(黑

社会)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헤이츠어(黑车,흑차)도 위

법한 것을 뜻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黑车(이하 ‘불법택시’)란 소형차, 대형차, 오토바이 등 차종과 

관계없이 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영리를 위해 운영되는 차량을 뜻한다.16) 

법에 위배되는 일련의 차를 뜻하는 정의에서 볼 때, 외견 상 합법적으로 보이

는 운행 차량이라 할지라도 법이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에 언제든지 불법택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택시라 할지라도 운행일이 

아닌 경우에 운행을 한다거나, 따라서 앞서 언급한 O2O 콜영업 차량, O2O 

카풀도 법에 위반될 경우, 불법택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불법택시(黑车)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정부의 문건에 등장하

는 예로써, 건설부, 공안부, 감찰부, 국무원, 교통부에서 2006년에 발표한 “黑

车”등 불법운행차량에 대한 특별단속계획17)에 따르면, 불법택시(黑车)란 불

법적으로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차량이다. 차량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

바이와 같은 일체의 탈 것이 포함된다. 불법적이라는 단어에는 영업증이 없거

나, 영업증을 위조하는 행위, 영업증 상에 등록된 것과는 상이한 장소에서 영

업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렇듯 전면적인 단속계획이 필요하게 된 배경에는 

불법택시의 성장으로 인하여 택시업계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행하게 

된데 따른 것이었다. 

불법택시의 운행 배경으로써 여러 이유를 들 수 있다.18) 먼저 사회적인 필

15) 梁红梅, “黑”, “白”颜色词在中西文化中的对比, �科技视界� 2013年第33期, 157页.

16) 何昭瑾, “城 “黑车”的成因与整治的法理思 “, �上海城 管理职业技术学院学报� 2008

年第1期, 52页.

17)《关于 展打击“黑车”等非法营运专项整治行动的实施方案》

18) 何昭瑾, 앞의 논문, 5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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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들 수 있다. 중국 내 대도시들의 빠른 팽창으로 인하여 기존의 대중교

통이 제대로 커버하지 않는 영역들이 생겨났으며 이는 불법택시에 대한 수요

를 불러 일으켰다.19) 또한, 퇴직자나 농민공과 같이 도시 내에 취업하지 못하

는 유휴 노동력의 존재도 불법택시를 뒷받침하였다. 무엇보다, 정식으로 택시 

운행을 하기 위하여서는 허가를 취득하는데 상당한 액수가 필요한 반면, 불법

택시를 운행하는 데는 별도로 허가를 위하여 드는 돈이 없다는 점도 불법택

시를 부추겼다.

일부에서는 이렇듯 보편화 된 불법택시의 존재가 O2O 콜영업 차량과 O2O 

카풀과 같은 O2O 기반 승차 서비스의 빠른 확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20)즉 O2O 콜영업 차량과 O2O 카풀이라는 용어나, 모바일

을 이용한 방식 자체는 새로운 것일 수 있으나 본질은 중국 사회에 지속적으

로 존재하였던 택시 이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 카풀이 활성화

가 되지 않는 배경에도21)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다.22)택시와 같은 

차량은 승객과 운전자가 밀폐된 공간 내에 같이 있게 되는 특수성이 있다.23) 

국내의 경우, 낯선 타인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어색해하며, 범죄의 발

생가능성에 대해서도 위협을 느끼는 특성으로 인하여 발달이 지연된다고 볼 

수 있다.24) 

19) 예를 들어, 베이징의 경우, 20년째 6만 6천여 대의 택시면허 숫자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도시의 팽창을 생각해 볼 때, 택시종사업자에게는 유리한 것이

나, 택시를 이용하는 개개인에게는 불리한 일이라 할 수 있다. 汪亚军, “出租车 场相

关主体利益及其 优运营模式”, �探索� 2009年第1期, 137页.

20) 황의석, 중국, 공유경제 붐이 도래할 것인가?, Kotra 글로벌 윈도우 (2014)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

=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3655&ARTICLE_SE=

20302, (최종 접속: 2016.05.14)

21) 최근 우리나라의 O2O기반 승차서비스는 기사가 아닌 차량만을 공유하는 쪽으로 발전하

고 있다. 이는 타인의 차량을 이용함에 따라 수반되는 불편한 부분 혹은 위험성을 줄인

다는 점에서 국내에 맞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22) 예를 들어, 한 카풀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위하여 성인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카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써, 카풀이 필요하지 않음에 이어, ‘모

르는 사람과 차를 타기가 불편해서’가 꼽혔다. So Car 블로그, http://blog.socar.kr/368, 

(최종 접속: 2016.06.07)

23) 이병태, “Uber (Ride Sharing Service) 규제 논란, 국회토론자료, 자유경제원 (2015.2)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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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불법택시와 O2O 콜영업 차량/O2O 카풀의 영업용 차량 여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법택시인지의 여부는 현행 법률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에 있다. 상대적으로 O2O 카풀은 불법택시와의 구분이 용이한 편이었다. 

2009년 상해시에서 발표한 지침25)에 따르면 불법택시와 O2O 카풀은 다섯 가

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O2O 카풀은 목적지가 비슷하거나 같지만 불법택시

는 별도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둘째, O2O 카풀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나, 불법택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O2O 카풀은 비용 분

담을 목적으로 하나, 불법택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 O2O 카풀은 

정해진 일정 지점에서 탑승하지만 불법택시는 호객행위를 위하여 주로 번화

가에서 손님을 태운다. 마지막으로 O2O 카풀은 주로 출퇴근 시간에서 나타

나지만, 불법택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O2O 콜영업 차량의 경우에는 불법택시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일부에서는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불법택시가 상당수 O2O 

콜영업 차량으로 흘러들었다고 보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위법적 성격을 지니

는 O2O 콜영업 차량이 많기는 하나, 모든 O2O 콜영업 차량을 불법택시로 보

아 단속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26) 양자는 고객을 태우는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불법택시의 경우, 사람이 많은 지역 또는 거리에

서 승객을 태우는27) 반면, O2O 콜영업 차량은 APP을 통하여서 손님을 태운

다. 이는 안전성 측면에서 전혀 규제가 없는 불법택시에 비하여, O2O 콜영업 

차량은 소속 플랫폼의 관리를 받는다는 차이를 낳는다.28) 합법성 측면에서 

불법택시는 모두 불법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O2O 콜영업 차량 중에는 렌트

카 회사가 파견된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식으로 합법성을 충족시키는 경우도 

24) 시민의 소리, ‘카풀’ 자동차 함께 타기 ‘이제는 옛말’, 2014.3.13. 보도,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6232, (최종 접속: 2016.05.30) 

25) 人民网, “上海坚定不移打击职业“黑车” 两千余名交通公安人员亮证执法”, 2009년 11월 4일 

보도, http://news.cctv.com/china/20091104/102967.shtml, (최종 접속: 2016.05.30)

26) 刘佳, “专车服务的合法性辨析”, �法制与社会� 2015年第25期, 55页.

27) 길거리에서 사람을 태우는 방식을 巡游라고 하는데, 국무원이 발표한 2016년 택시업계

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에서도 택시와 O2O 콜영업 차량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

준이 되고 있다. 

28) 胡庆波, “专车第一案:专车与法律的碰撞”, �法律与生活�, 2015(09), 11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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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마지막으로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같을지라도 불법택시

의 이윤은 별도의 가격제한 없이 추구되고 있는데 반하여, O2O 콜영업 차량

의 경우는 일정한 가격 기준에 따라 운행요금이 계산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Ⅲ. O2O 기반 승차서비스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초창기 우버를 비롯한 인터넷 앱 운영사들은 자신들은 단순히 차를 타고자 

하는 개인과 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개인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에 불과함

으로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개인의 평점에 기초하

여 운전기사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오히려 기존 택시에 비하여 안

전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있는 개개인의 운송에 

의존하는 우버의 특성 상 각종 범죄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우버의 반대 세

력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회사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하기에서는 

가장 먼저 규제를 도입한 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규제의 필요성

정부의 규제는 본질적으로 편리성을 위하여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상대적

으로 간과할 수밖에 없는 운송수단의 특징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대

도시에서의 운송수단 사용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

의 안전을 맡긴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운송수단을 운행하는 사람

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어떠한 행선지로 안내할지, 

어떤 정도의 운전 실력을 갖춘 사람인지, 범죄 경력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개

개인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편리성을 위하여 개개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유

인을 갖게 되는 바 정부가 나서서 위험성에 대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정부의 개입 없이는 운송수단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안

전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규제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선행 연구로써 Molly Cohen(2014)의 

연구29)를 들 수 있다. Molly는 경제학적 개념인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80  中国法硏究 第27辑

을 이용하여, 우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시장의 실패란 경제

활동을 정부의 규제 없이 시장의 자율에만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나 공평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우버 운전사와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성,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

가 모호한 점 때문에 시장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 

먼저,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과 관련하여 우버 운전사는 

차의 상태, 자신의 운전 실력, 자신의 범죄이력 등에 대해 알고 있는 반면, 소

비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알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은 기존의 택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기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여 어떤 기

사가 친절한지, 어떤 차가 깨끗한지 등을 알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택시기사

들이 차를 관리하여야 하는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기사의 입장에서도 

승객의 상태, 혹은 장거리 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어떤지 잘 알 방법이 있다

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승차거부, 승객에 의한 기사폭행 등이 나

타나게 된다. 이러한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택시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일련의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차량의 수준을 관리하는 한편, 승차

거부를 단속하여 왔으며, 이러한 필요는 우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둘째로, 외부성(Externality)은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경제활동에서 요구되

는 비용 또는 편익을 모두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가 과

소 생산 혹은 과대 생산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별도의 규제가 없다면 운전자

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보험을 들지 않는다거나 연식이 오래된 차를 운

전할 유인을 갖게 되는데, 우버와 같은 플랫폼의 경우, 운전자 수가 많을수록 

소비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수를 일정한 정도로 유지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묵인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우버의 서비스는 실제로는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보험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어, 실제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과대 생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가 없다면 사회

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존 택시의 

경우, 택시에 관련된 법제를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으나 우버의 경우 이를 

29) Molly Cohen & Arun Sundararajan, “Self-Regulation and Innovation in the Peer-to-Peer 

Sharing Economy”, 82 U. Chi L Rev Dialogue 116(2015), 119-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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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Blurring of 

Boundaries between the Personal and the Professional) 시장 실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먼저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전문가들

에 대한 법제를 가지고 비전문가들을 규제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비전문가들은 단순히 주말에 한

번 운전을 하기 위하여 그런 규제를 맞추기 어려워 진입을 포기하게 되며, 이

는 사회에 필요한 수요량에 비하여 과소 공급을 가져오게 되어 시장실패를 

낳게 된다. 반대로 규제의 공백상태도 문제를 일으키기는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 적합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까지 무제한 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우버를 통한 운전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시장실

패를 낳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버에 적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근

거를 삼을 수 있다. 

2. 미국에서의 규제 

혁신을 규제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제기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기존 

산업의 경우에 처음에 어떠한 목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규제가 여

전히 현재의 혁신적인 산업에도 유효한지를 질문하는 일이다.30) 이를 우버의 

사례에 적용시켜 본다면, 기존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운송수단에 대해 적용

되었던 규제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해당 규제가 여전히 우버에 있어 유효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 여객운송수단에 대한 규제

미국에서 여객운송수단에 대한 규제는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예로써 운전기사나 요금 규제, 택시 영업 면허 발급을 들 수 있다.

30) Sofia Ranchordds, “Does Sharing Mean Caring? Regulating Innovation in the Sharing 

Economy”, 16 Minn. J.L. Sci. & Tech (2015), 4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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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운전기사와 관련한 규제가 있다. Chadbourne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유력한 실업가로써 마차를 통해 심야에 귀가하던 중, 마부로부터 협의된 요금 

외에 돈을 더 내라는 협박을 받게 된다. Chadbourn은 이를 거절하였고 마부

는 Chadbourn을 길 중간에 내려놓고 가버리게 되었다. Chadbourn이 겪었던 

일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마부로써 일하던 당시의 서부에서는 흔한 일이

었다. 

Chadbourn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부를 설득하여, 마차와 마부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게 된다. 1890년 통과된 Chadbourne Ordinance

는 마차 및 마부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실시하였다. 마부는 지역 경찰에서 자

신이 도덕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a law-abiding citizen of good moral 

character)을 증명하여야 면허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마부는 명찰을 착용하

여야 했는데 명찰 상의 일련번호는 차량의 일련번호와 일치해야 했다. 해당 

법안은 마차가 가진 익명성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한 첫 번째 사례라 할 수 있다.

택시의 요금이 정찰제로 진행되게 된 데에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의 노력이 있었다.31) 시애틀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는 1912년 시작되었는

데, 초기의 규제는 택시의 요금을 정찰제로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그간 택시의 요금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기사들이 마음대로 정하기 마련이

었고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지인의 경우 바가지를 쓰는 일도 부지기수로 

일어나던 데에서 기인하였다.

택시영업 면허의 발급 또한 처음에는 택시들의 수준을 일정한 정도로 유지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택시의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고 미숙한 운전사들이 유입되면서 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제기

되었다. 1930년 시애틀 시정부의 조례는 택시를 인구에 비례하여 인구 2,500

명당 1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택시의 수를 제한하였다.

요금제와 면허제에 대한 규제 철폐가 시도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970~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흐름과 함께 사회 전반적인 규제완화 분위기 속

31) Craig Leisy, TAXICAB DEREGULATION AND REREGULATION IN SEATTLE: LESSONS 

LEARNE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ransportation Regulators (IATR) Conference 

2001.09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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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부 도시들은 택시에 대한 면허제 또한 규제 완화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시애틀 시정부도 1979년 택시영업면허와 요금제도에 대한 규제완화안을 통과

시켰다. 1979년에서 1981년까지의 기간 동안 택시면허의 수는 21% 증가하였

으며, 택시 회사 수는 50% 증가하였다. 경쟁을 심화시켜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견해와는 다르게 가격은 35%증가하였으며 이는 택시 이용객수가 

동기간동안 25%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결국 1984년 시애틀 시의

회는 가격규제와 영업면허 수 제한을 다시 포함시키는 규제 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상기한 미국의 경험은 택시와 같은 여객운송수단에 있어서 운전기사 규제, 

요금규제, 택시 영업면허 발급등과 같은 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2.2. O2O 기반 승차서비스에 대한 규제

그렇다면 기존 여객 운송수단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메릴

랜드 대중교통서비스 위원회는 우버의 행위가 본질적으로는 기존의 운송과 

같은 일반 운수업자(A Common Carrier)라는 점에서 기존의 법률에 의하여 

규제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가 인터넷과 각

종 기술 발전의 산물인 우버를 담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90일 내에 새

로운 법규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본질적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법률을 요구한 것이다.32)

이후 진행된 각 주의 입법은 먼저 우버와 같은 O2O 기반 승차서비스를 교

통법의 범주에서 규율하되,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입법은 개개인이 자신의 차량을 활용하여 서비스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년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은 우버를 기존의 택시업종과는 구

분된 네트워크 운송회사(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라는 새로운 종류

의 업종으로 보아 해당 업종에 대한 새롭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았

다.33) 워싱턴 D.C의 경우에도 1986년부터 시행된 택시 관련법제를 수정하여, 

32) Sofia Ranchordds, 앞의 논문, 462면.

33) 캘리포니아 주 공익사업 위원회, Basic Information For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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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사인 차량회사(Private vehicle-for-hire company)이라는 개념을 제시

하였다.34) 해당 개념은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한 중개자로써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 자가용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중개하는 회사로써 Lyft, Uber, 

Sidecar와 Uber X 등의 공유경제 기반 탑승 앱을 포괄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의 주요 내용으로써 먼저 운전사로 하여금 범죄 이력조회

를 거쳐 새로운 면허를 받게 함으로써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우버를 통

한 범죄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운전기사는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

춘 21살 이상의 자로써 업체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약물이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앱을 통하여 해당 운전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기사의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운전기사

는 개인 자동차 보험 및 상업 손해보험을 들 의무가 부과되었다.35) 

네트워크 운송회사의 경우에도 면허제가 도입되었으며 사고 건당 100만 불

에 달하는 보험을 들도록 강제되었다. 이는 기존에 리무진 운전자들에게 요구

되는 것보다 더 엄격한 것이었다. 차량은 별도의 인위적인 개조를 실시하지 

않은 차량으로써 차량 운행에 앞서 네트워크 운송회사는 19개 차량 부품이 

적정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이 요구되었다.36)

2.3. O2O 기반 승차서비스와 노동 문제

노동법적 측면에서, 우버 운전기사가 우버 회사 소속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에 관한 노동자적 지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37) 우버 측의 주장에 따

르면, 우버는 이용자 간의 승차 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매개해주는 중개자에 

And Applicants, http://www.cpuc.ca.gov/uploadedFiles/CPUC_Public_Website/Content/ 

Licensing/Transportation_Network_Companies/BasicInformationforTNCs_7615.pdf, 2면 (최

종 접속: 2016.06.20)

34) 1986.3.25 제정된 District of Columbia Taxicab Commission Establishment Act of 1985가 

2015.3.10. “Vehicle for Hire Innovation Amendment Act of 2015”에 의하여 개정됨. DC 

주 교통환경 분과위원회, 위원회 보고서, http://lims.dccouncil.us/Download/31519/B20- 

0753-CommitteeReport1.pdf 2-3면,(최종 접속: 2016.04.27)

35) 캘리포니아 주 공익사업 위원회, 앞의 안내자료, 3-4면 

36) 캘리포니아 주 공익사업 위원회, 앞의 안내자료, 5면

37) Robert Sprague. 2015. Worker (Mis)Classification in the Sharing Economy: Trying to Fit 

Square Pegs into Round Holes. A.B.A. Journal of Labor & Employment Law, 31(I), 53-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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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며 운전사들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노동 시간을 스스로 결정함으

로, 운전자들은 우버 소속이 아닌 개인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각에

서는 우버는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의 플랫폼 퇴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을 갖고 있으며, 요금이나 팁 등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만큼 운전사를 단순 개

인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구분

이 더 이상 공유경제의 노동적 문제를 다루는데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38) 이는 우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다른 산업분야

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미국 노동법 상에서는 Independent Contractor와 Employee의 구분이 중요

하다. 39)전자의 경우 회사와 계약관계로 맺어진 독립된 법적 주체라고 한다

면, 후자의 경우 고용계약에 의하여 회사에 종속된 객체로 볼 수 있다. 해당 

이슈는 제3자에게 상해가 가해졌을 때 누가 그 상해를 보상해야 하는지, 누가 

고용보험, 세금 등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최저임금, 의료보험,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는지 등의 문제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써 누

가 작업에 필요한 장비, 도구, 장소 등을 제공하는지, 업무의 감독여부, 근로

시간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등이 판단기준으로 꼽힌다.40) 

별도의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남는 시간과 자신의 차량을 활용하여 파트타

임의 형태41)로 다른 개인의 운송 수요를 만족시키는 개념인 경우에는 노동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많지 않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문적으로 

우버 운전만을 직업으로 삼는 운전기사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별도로 차를 렌트하거나 별도의 대출을 통하여서 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발생

38) Alan B. Krueger and Seth D.Harris, “ A proposal for modernizing labor laws for 21st 

century work: The ‘independent worker’”, 2015.12.8. 발간,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 

http://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16/07/modernizing_labor_laws_for_twenty

_first_century_work_policy_brief.pdf, 6쪽,(최종접속:2016.08.16)  

39) Trottman, Melanie, “Employees vs. Independent Contractors: U.S. Weighs In on Debate 

Over How to Classify Workers”. Wall Street Journal. 2015.7.15. 보도 

40) S.G Borello& Sons, Inc.  Dept.of Industrial Relations(1989),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례.

41) 한 연구에 따르면 우버 기사들의 58%정도는 주당 15시간 이내만 우버 기사 업무에 종사

하는 것으로 나타나 part time으로 우버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5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19%에 그쳤다. Jonathan V. Hall1,Alan B. Krueger, “An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for Uber’s Driver-Partners in the United States”, Working 

Papers (Princeton University. Industrial Relations Section) 587호 (2015.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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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노동위원회의 심판례42)에서 한 우버 운전자가 우버를 이

용해 주당 60~80 시간을 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유지비용을 제외한 경

우 최저 임금도 벌지 못한 상황에서 차량유지 비용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

다. 운전자의 주장은 자신은 우버의 근로자에 속한다는 것이었으나, 우버 측

에서는 자신들이 중립적인 연결 매개자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다. 위원회에

서는 S.G Borello& Sons, Inc. vs Dept. of Industrial Relations 사건의 기준

을 인용하여, 우버가 실질적으로 운행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 측의 주

장에 따라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우버 측에서는 해당 심판례가 미칠 영향으로 

인하여 이행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43)에서 대법원 재판부도 노동위원회와 같은 판

단을 내렸다. 먼저, 단순히 차량이 운전자의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개인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S.G Borello& Sons, Inc.

 Dept.of Industrial Relations 판례 전에도 이미 피자 배달 직원의 오토바이

가 피자 배달 직원의 소유일지라도 고용관계를 인정한 판례44)에서 인정된 것

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오히려 우버 측이 제공하는 차량 운송서비

스라 함은 피고와 같은 운전자가 없이는 수행될 수 없으며, 우버 측은 운전자

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운전자들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며, 차량의 사용가능여부

를 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접속을 하지 않은 운전자의 ID를 정지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운행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는 실질적으로 우버의 근로자

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에서는 우버 측으로 하여금 원고가 지불한 일

련의 차량유지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판결하였다. 위와 같은 노동의 문제

는 아직 현재의 미국법제에서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42) Berwick v. Uber Technologies, Inc., No. 11-46739 EK (June 3, 2015), 캘리포니아 주 노

동위원회 심판례.

43) Berwick v. Uber Technologies, Inc., No. CGC-15-546378 (Super. Ct. San Francisco 

County, June 16, 2015).

44) Toyota Motor Sales  Superior Court (1990), 앞의 캘리포니아 주 법원 판결문에서 재인용.



O2O 기반 승차서비스에 한 국의 법  규제연구  87

Ⅳ. O2O 기반 승차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규제와 판례 

1. 중국의 교통 법제 개관

중국 계약법45) 288조는 운수계약을 운수인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수 시발

지점부터 약정지점까지 운수하고 여객, 탁송인 또는 수하인은 운임 또는 운수

비용을 지급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302조에서는 운수 과정중 여객

에게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객 운

수 계약은 택시를 비롯한 다양한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013년부터 시행된 국무원령 중화인민공화국도로운송조례 제8조에 따르면 

여객 운송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검사에 합격한 차량, 9조에 부합하

는 운전자, 안전에 대한 관리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동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상응하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연령이 만 60세를 초과하여서

는 안 되고 3년 내에 중대교통사고(重大交通事故)46)책임을 진적이 없어야 

한다. 형법 133조는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타인을 중상 혹은 사망에 이르

게 하거나 공공 혹은 개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47)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례 63조에 따르면, 별도의 도로운송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사사로이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경영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기존의 위

법소득에 대해서는 2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위

45) 중국 계약법은 헌법 다음의 법률 지위와 효력을 갖는 기본법률에 속한다. 이는 헌법 62

조 2항에 따라 형사, 민사, 국가기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강효

백, �중국법통론�, 서울: 경희대학교출판사(2005), 21면.

46) 중국 형법해석 제2조 1항에 따르면 중대교통사고란 첫째, 1인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

거나, 3인에게 중상을 입힌 행위에 대해서 운전자 자신이 전부 혹은 주요한 책임이 있는 

경우, 둘째, 3인 이상이 사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자신이 50%의 과실이 있는 경우, 마

지막으로, 공공재산 또는 타인의 재물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혔으며 13만RMB(한화 2,600

만원 상당) 이상의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47) 구역(拘役)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국의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한국 형법 42

조는 유기징역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1개월 이하의 구류와 구

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형법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를 구역(중국형법 42조), 6개월 

이상 15년 이하를 유기징역(중국형법 45조)로 두어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양자의 차이

로는 기간 외에도 구역의 경우, 매월 1~2일 귀가할 수 있으며, 노동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노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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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득이 없거나 2만 RMB(약 한화 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3만 RMB 이

상 10만 RMB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

임을 추궁할 수 있다.

중국의 택시 관련법제는 그간 부문 규장인 도시택시관리방법48)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다. 부문규장49)은 한국 정부 각 부서의 부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써 각 부가 헌법 90조에 근거하여 법 또는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한 

것을 의미한다. 해당 법제는 1997년 건설부와 공안부등이 공포한 것으로써 

19년 가까이 유지되었으나, 2016년 3월 22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폐기50)되

었다. 

중국의 경우, 지역별로 지역정부가 택시를 규율할 권한을 제공하고 있다.51) 

1998년 이전에는 건설부가 택시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였으나, 1998년 국무원

은 지방정부에 관리권한을 넘기도록 결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도시택시관리

방법 제 7조에서는 성과 시의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택시관리에 책임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시기업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국무원의《国务院对确 保留的行政审批

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의 112조에서 택시기업의 운영 자격은 허가사항

으로써 법에 의하여 허가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2016년 국무원 판공실에서는 택시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52)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기존의 택시에 대한 쿼터제를 폐지53)하고 궁극적으로

48) <城 出租汽车管理办法>

49) 강효백, 앞의 책, 23면. 

50) 폐기배경으로써 기존의 법제가 건설부에서 택시를 규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교통부서

에서 택시를 주관하는 현재의 법제와 맞지 않다는 점, 상위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무원 

판공실 차원에서 택시를 규율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더 나아가서, 이는 중국정부가 중국의 택시업계 개혁을 위하여서 국무원 차원에서 

지방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51) 중국은 지역마다 택시의 운영 방법이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택시 면허제도

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첫째, 운영과 재산권이 분리되어 있는 ‘베이징식’, 공

공기업의 소유인 차량을 공공기업 소속의 기사가 운전하는 ‘상하이식’, 개개인이 운영권

과 재산권을 보유하는 ‘원저우식’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러나 세 방식 모두 정부의 택

시수량 및 가격, 품질 통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张朝霞、秦青松、张勇, ““互

联网+” 时代客运出租车管理改革方向探讨””, �价格理论与实践� 2015年第7期, 17页.

52) ｢国务院办公厅关于深化改革推进出租汽车行业健康发展的指导意见｣, 国办发[2016] 58号.

53) 해당 사항은 2015년에 발표된 초안과는 차이가 있다. 초안 3조에서는 쿼터제에 관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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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내용을 비롯하여 본 논문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이

용한 차량 예약 서비스, 카풀 서비스 등을 인정하고 기존의 택시 업계 또한 

지속적으로 개혁을 펼쳐나가겠다고 하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2. O2O 콜영업 차량 (专车) : 인터넷을 통한 상업용 차량 승차 플

랫폼 규제 초안(2015)과 잠행방법(2016)

2010년부터 등장한 우버를 비롯한 O2O 기반 승차서비스는 많은 논란을 야

기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의 태도는 모호한 부분이 있었

다. 그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자체의 접속54)을 막지는 않았으나, 기사

들에 대해 산발적으로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러한 모호성은 2016년 잠행방법

의 통과에 따라, O2O 콜영업 차량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해소되어가고 있다.  

2.1. O2O 콜영업 차량을 둘러싼 논란

O2O 콜영업 차량은 기존의 전통적인 택시가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시장

의 수요를 만족시키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택시가 면허에 의해 독점화되

면서 점차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데 반하여, O2O 콜영업 차량은 인터넷을 이

용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한데 기인55)한 것이었다. 또한 O2O 콜영업 

차량을 불법화하고자 하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인원이 사용

하여(禁而不停) 법이 점차 사문화되는 경향도 보였다.56) 더 나아가 중국 경

지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1년 사이에 중국정부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중국정부의 태도가 바뀐 배경으로써 2015년 12월 정부의 초안 

발표 이후에 중국 북경대, 인민대, 정법대 등 주요 법대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작성

한 计程客运服务产业监管条例(示范法)를 들 수 있다.해당 초안은 규제 완화를 주요 골

자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의 공동 저자인 熊丙万 교수도 해당 초안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http://www.civillaw.com.cn/zt/t/?id=30002 (최종 접속: 2016.6.17)

54)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접속을 막고 있는 중국의 인터넷 규제로 생각해 볼 때, 해당 플

랫폼을 확실히 불법으로 간주했을 경우, 국가 차원에서 해당 앱에 대한 접속을 막는 규

제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플랫폼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어 모

호한 태도를 보였다.  

55) 尤龙生, ““互联网＋ 时代 专车服务 发展探析””, �武汉交通职业学院学报�, 2015.12, 5页.

56) 尹欣、张长青, “专车服务与出租汽车 场的法律规制”, �城 交通� 2015年第4期, 15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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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성장 속도 둔화 속에서 공유경제는 정치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고,57) 

O2O 콜영업 차량의 종사자가 점차 증가58)하고 있어 이를 다 불법으로 처리

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었다. 

반대로, 중국에서 택시 면허는 오랫동안의 수요조정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

가의 상품59)이었고, 택시 기사들이 데모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반대의사를 피력

하고 있는 것60)은 명확한 입장 표명에 어려움을 주었다. 택시면허의 가치를 

무력화하게 될 경우, 이는 기사들뿐만 아니라 그간 택시면허 판매로 수입을 

올려온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61) 중국정부는 이러한 양측의 첨

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여야 하는 공공 정책적 필요를 갖게 되었

다.62) 

일견 O2O 콜영업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해 보인다. 기존의 중

국법제는 영업용 차량63)의 운행에 있어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2004년 발표

57) 유안타 증권 보고서, “공유경제, 중국의 새로운 소비형태로 부상”, 2016.4.20, 23쪽.

58) O2O 콜영업 차량서비스의 출현은 운전기사로 하여금 취업의 기회를 12.1% 높였으며, 

96.5%의 O2O 콜영업 차량 운전기사가 소득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孟昭莉 외, “专车服务如何影响社会发展”, http://law.tencent.com/Article/lists/id/3622.html. 

(최종 접속: 2016.05.04) 

59) 2008년 저장성의 원저우 시에서는 택시 면허가 140만 위안(약 2억 8천만 원 상당)에 거

래되었다. 선전 에서는 면허를 민간에 판매하여왔는데, 1988년 1.9만 위안으로 시작한 

면허의 가격이 50년 영업면허기준 143.7배인 275만 위안에 판매되었다. 이는 유가 및 

차량 유지비를 7천 위안/月으로 계산하였을 때, 25년간의 기대수입이 210만 위안에 달

하는데 따른 것이다. 张东, “法治如何促进大众创新创业——基于专车服务微观样本的分

析”, �法学� 2016年第3期, 15页.  

60) 시위의 격화에 따라서 우버에서는 자사 플랫폼에 속한 운전기사들이 시위 현장 쪽으로 

가서 불필요하게 충돌하는 것을 막고자 GPS 추적을 통하여 지나치게 시위현장에 가까

이 간 기사들에게 경고 조치를 보냈다. Uber Orders Drivers in China to Steer Clear of 

Taxi Protests, Wall Street Journal, 2015.6.13. 보도. 

61) 선전 에서는 별도로 택시 면허를 판매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의 완화가 진행되고 있

는데, 이 경우 선전 에서 기존에 발급한 택시면허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는 일은 상

당한 비용을 소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유사한 규제 완화를 진행하였던 항저우에

서도 복잡한 비용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深圳出租车改革: 出租车 无偿运营, 但存量

牌照怎么办, 南方周末, 2016.4.1. 보도. 

62) 陈凯, “基于混合扫描模型分析打车软件的政策监”, �管理创新�, 2014年 12期, 56页.

63) 1986년 발표되어 2004년까지 유효하였던 ｢공용도로 운송 잠정조례(公路运输管理暂行条

例)｣ 5조에서는 도로에서의 운행은 영업성과 비영업성의 두 종류로 분류된다고 보고, 영

업성 운행이라는 것은 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발생한 각종 방식의 비용에 대해 비용

을 청구하는 운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공용도로 운송 잠정조례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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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송조례(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에서는 

운송용 차량을 여객운송과 화물 운송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조례 2조) 

이 중 여객 운송경영의 경우, 종사를 신청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에 신청

을 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할 경우, 신청인에게 도로운송경영 허가증을 발급

하며(조례 10조), 운전 시에는 해당 허가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양도하거

나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조례 33조) 이를 근거로 하여, 허가 없이 차량을 운

행하는 불법택시를 단속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우버를 불법

화 한 것과 비슷한 논리였다.64) 

그럼에도 私人의 차량을 적합한 면허 없이 이용하는 행위(즉, 기존에 불법

택시로 분류되었던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하여 의견대립이 지속되었

다. 이는 공유경제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핵심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국가의 규제 하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던 영역에서 개개인이 자신들

의 유휴자원을 이용하여 이윤추구행위를 할 때, 규제를 이행하던 정부, 기존

의 규제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던 사업자들과 이를 전면적으

로 부정하는 개개인간에는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

라서 개개인의 면허 없는 참여를 허용할지의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인차량을 합법화 범위에서 제외한 2015년 규제초안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업용이 아닌 차들의 상업용 운행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2015년 중국

에서 많은 관심을 끈 사건으로써 개인용 차량으로 O2O 콜영업 차량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을 부과받자, 행정법원에 해당 벌금의 위법성과 관련하

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다. 专车第一案(O2O 콜영업 차량 선도판례)이라

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은 해당 사건65)은 1년 이상 판결이 

미루어 진 채로 계류되었다.66) 이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항67)에 대

64) 邹岩, “Uber 生死劫: 一场互联网思维和现实矛盾的较量”, �IT 时代周刊� 2015年第5期, 

27-28页.

65) “全国 ‘专车第一案’ 济南公 审理”, �光明日报�, 2015년 4월 17일 보도.

66) “全国‘专车第一案’第三次延期宣判”, �京华时报�, 2015년 12월 19일 보도.

67) 명확한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O2O 콜영업 차량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 인하여 제

한적인 방법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 중국 행정법학계의 논의는 주제의 민감성을 보여

주고 있다. 曹炜、熊静, “行政规制视角下“应召专车”的性质、定位与前景”, �行政法学研

究� 2015年第6期, 62-70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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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을 유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68)

2016년 잠행방법에서는 운송용 허가에 대한 내용을 뺌으로써, 개인 차량

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 이는 그간의 O2O 콜영업 

차량 발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여 개인의 서비스 제공을 합법적 

산업 내에 포함하되, 정부의 규제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2.2. 2015년 인터넷을 통한 상업용 차량69) 예약서비스 경영관리잠행

방법 초안

2015년 10월 중국 교통부는 인터넷을 통한 상업용 차량 예약서비스 경영관

리잠행방법70)(이하 ‘2015년 규제초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2015년 규제초안 

1조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교통업계에 대한 대중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

고, 상업용 차량서비스의 혁신을 장려하며, 상업용 차량 서비스에 다양한 채

널을 마련하는 동시에, 승객들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

정되었다. 2015년 규제초안 3조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한 상업용 차량 호출서

비스는 정부의 정해진 가격 지침 혹은 시장가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격 규제를 위한 여지를 두었다. 2015년 규제초안 27조에서는 O2O기반 승

차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상업용 차량의 자격에 제한을 두었는데 첫째, 

7인승 이하일 것, 둘째, 상업용으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을 것, 셋째, GPS 시

스템 및 비상 알림 장치를 부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15년 규제초안 16조에 따르면 인터넷 상업용 차량 운송업자는 운송인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승객들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 하도

록 하고 있다. 이러한 2015년 규제초안 16조의 규정은 중개업자라고 할 수 있

68) 2014년 개정된 중국의 행정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1심 행정법원은 해당 건이 접수된 

후 6개월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있는데, 특수한 상황이 있어 이를 연장할 경우에

는 2심인 고급인민법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69) 여기서 원문은 택시에 가까우나, 실질적으로 해당 규제가 의도하는 차량의 범위는 상업

용으로 운행되는 차량으로써 렌트카와 택시 양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하 상업용 차량으로 통일한다.

70) ｢网络预约出租汽车经营服务管理暂行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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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터넷 승차 중개 플랫폼에게 운송인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44조에서 소비자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 후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을 경우, 인터넷 거래플랫폼 상의 판매자 혹

은 서비스 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은 생산자에게 구

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71)

2015년 규제초안 24조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

야 하며, 여객을 위한 보험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06년 국무

원령으로 공포된 자동차 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 조례 제3조가, “중국 내 자동

차의 소유자나 관리인은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책

임 강제보험에 마땅히 가입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적으로 중국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낮은 배상액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전받

기 힘든데 플랫폼에게도 보험을 들도록 함으로써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

로 판단된다. 

2015년 규제초안은 상당 부분이 플랫폼에 관한 것이나, 운전자에 관한 부

분도 있다. 2015년 규제초안 14조에서는 운전사와 관련하여 공안부분(우리나

라의 경찰에 해당)에서 범죄기록 증명을 발부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운

전사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2015년 규제초안 23조에 따르면 운전사는 하나의 플랫

폼에만 소속되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의 2015년 규제초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상업용 차

량을 부르는 서비스가 야기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시도하였다.   

71) 熊丙万, 앞의 논문,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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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6년 인터넷을 통한 상업용 차량 예약서비스 경영관리잠행

방법72)

2016년 발표된 인터넷을 통한 상업용 차량 예약서비스 경영관리잠행방법

(이하 ‘2016년 잠행방법’)은 1년 새 더욱 시장 중심적으로 달라진 중국정부의 

O2O 콜영업 차량에 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73) 초안은 O2O 콜영업 차량

의 범위을 상업용 차량에 한정지었으며, 종사하는 관련 인원을 노동자로써 보

호하고자 한데 비하여, 2016년 잠행방법에서는 O2O 콜영업 차량의 차량 범

위를 넓히며, 운전기사를 전통적 노동자로 묶는데에 있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가격 규제에 있어 정부가 개입 가능성이 줄

어들게 되었다.  

먼저, 2016년 잠행방법은 사용가능한 차량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2016년 

잠행방법은 상업용이 아닌 개인 차량들의 상업용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2015년 규제초안 27조가 상업용으로 차량을 변경등기 할 것을 요구한

데 반하여서, 2016년 잠행방법 12조에서는 상업용 차량에 관한 내용이 빠졌

다. 대신 차량의 기술과 성능이 여객 운송에 요구되는 표준적 안전요구조건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단 등록의 의무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며 여전히 등록은 필요하지만 획기적인 변화임에 틀림없다.

운전자에게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 

노동자로 분류하기보다는 다양한 옵션을 주고 있다. 먼저, 운전자에 대한 내

용은 대략적으로 유사하나 2016년 잠행방법에서는 폭력관련 전과기록이 없을 

것과 기타 지방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만족할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반면 두 개 이상의 플랫폼에 동시에 소속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은 삭제되었

다. 운전자 또한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차량 및 기사등록증을 소지하고 있

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낼 수 있다.(제36조) 

또한 노동 계약서 체결을 강제함으로써 전통적인 의미에서 근로자성을 의

도한 초안과는 다르게 2016년 잠행방법에서는 근무시간과 운행횟수 등에 따

72) 网络预约出租汽车经营服务管理暂行办法(交通运输部, 工业和信息化部, 公安部, 商务

部, 工商总局, 质检总局, 国家网信办令 2016年 第60号).

73) 邓峰,“网约车新规带来的启示”, 财经, 2016年第57期, 2016.8.17. 발표,   

http://toutiao.com/i6319722003955712513/ (최종 접속: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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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러 옵션을 주고 있다. 또한 플랫폼은 운전기사들의 노동법 상의 권익도 

보장하여야 한다.(제18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입법은 반드시 전통

적인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동

법적 지위문제에 대하여 플랫폼이 일정정도의 책임을 지는 것을 명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규정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규제초안 

12조에서는 구체적인 차량의 영업운행연한(营运年限)을 지방정부에서 정하

도록 하고 있다. 이는 차량을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고자 의도한 것이었으

나, 영업운행연한이 지난 차량의 처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자신

의 차량을 영업용으로 쓰고자 하는 개인 혹은 회사로 하여금 차량의 거취에 

대해 큰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이를 2016년 잠행방법에서는 39조에서 본 법

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예약 차량이 60만 Km 이상을 운행할 경우 강제 폐차

(强制报废)하여야 하며, 60만 Km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를 사용한 기

간(使用年限)이 8년이 될 경우에는 영업차량으로 더 이상 써서는 안 되며, 

가정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규정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2016년 잠행방법에서는 가격통제에 대한 내용이 완화되었다. 

2015년 규제초안 3조에서는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하거나 정부가 통제한다고 

하여 두 가격 중에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2016년 잠행방법 3조에

서는 지방정부가 가격에 대한 간섭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입한 경우 

외에는 시장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 가격법 제23조가 

다수의 대중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적인 상품의 가격은 청문회 

및 각 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지도가격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

하여 상당한 재량을 허용한 것이다. 

일반적인 손님과 플랫폼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손님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이 있다. 플랫폼은 승객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이러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충분한 보험을 들어

야 한다.(제23조) 또한 운전자의 운행 면에서는 운행 도중 손님을 도중에 내

리게 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길을 돌아서 가는 행위, 정해진 비용 외에 별도

의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었다.(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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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다. 플랫폼은 사용자

의 접속정보, 신분인증정보, 차량이용정보, 결제기록, 차량 탑승자와 운전기사 

간의 플랫폼 내 교신 내역 등에 대하여 저장하도록 되어있다.(제18조) 이러한 

개인 정보의 수집과 사용목적, 방식 및 사용범위에 대하여 공지를 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승객의 성명, 

연락처, 주소, 지불 정보, 운행 경로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제26조) 해당 정보는 최소 2년 이상 보존되어야 하며 중국 내 서버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해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경찰 등 유관 기관에

서 국가 안전, 방어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응하여야 

한다.(제27조) 

중국에서는 아직 한국의 경우와 같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존재하지 

않고, 각 개별 법률상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다. 2013년 개정된 소비자 권익보

호법 29조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목적, 방식과 범위를 명

시하고 피수집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16년 잠행방법의 

관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 형법 253조 1항은 다른 시민의 개인정보

를 위법하게 팔거나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역 혹은 벌금에 

처하거나 그 심각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업

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그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5조에서는 업체의 조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기존 초안에서는 기업법

인의 등록지와 서비스제공지가 다를 경우, 별도로 서비스 제공지에서 등기절

차를 밟도록 하였으나, 2016년 잠행방법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 그러

나 여전히 영업을 할 경우 해당 지역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그 허가를 받

은 범위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제22조) 외상투자 기업의 경우에는 본 

법 상의 요건 외에 외상투자기업에 관한 유관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별도의 

조건이 있다면 해당 조건 또한 만족시켜야 한다.

플랫폼은 법에 규정된 대로 기사와 차량을 사용하며, 온라인상에 소개된 차

량과 오프라인 상의 실제 운행차량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제17조), 온라

인상에 소개된 기사와 오프라인 상의 실제 운행기사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

다.(제18조) 플랫폼 상에서는 기사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와 그간의 평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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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번호 등의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제19조) 고객이 서비스에 불만족하여 

평점을 낮게 주는 것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제25조) 

본 잠행방법을 어겨 받게 된 처벌은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게 된다. 36조에 

따르면 본 잠행방법을 위반하여 운전기사 및 플랫폼이 받게 된 처벌은 신용

기록에 기록이 남게 된다. 운전기사의 신용기록은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

(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74)에 기록이 남게 되며, 플랫폼의 행정허가 및 처

벌 사항 또한 전국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全国 业信用信息公示系统)에 

공시되게 된다.(32조) 

공유경제의 문제로 지적되어오던 세금 문제와 관련한 조항도 있다. 플랫폼

은 설립 시에서 부터 세무와 관련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제5조), 이러한 

증명 서류를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 플랫폼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제23조) 세금계산서(发票)를 발급해야 한다.(제20조) 세무 

유관 부분은 법에 의거하여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법 사

항에 대해 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제31조)

공정경쟁에 관한 규정도 있다. 21조에서는 플랫폼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시장을 독점하거나 경쟁자를 도태시키기 

위하여 원가 이하의 가격을 받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경쟁을 위한 다른 요소로써 시장의 독점문제를 생

각해 볼 수 있다.75) 중국의 반독점법 28조에서는 사업자 집중이 경쟁 효과를 

배제, 제한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있어 사

업자 집중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76)하고 있다. 그러나 집중

74) 해당 웹사이트(http://www.creditchina.gov.cn)는 최고인민법원, 공안부, 재정부분등 38개

의 부처가 연합하여 각종 범죄 위반에 대한 기록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표위조, 정부구매, 은행대출사기, 국유토지 출양범죄 등을 저지른 2015년 기

준 54만명 가량이 포함되며, 비행기, 기차표 구매 등이 제한된다. “全国统一信用共享平

台本月底正式启用”, �京华时报�, 2015.11.11. 보도. 

75) 해당 문제가 제기되게 된 배경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이 디디와 우버의 합병 발표를 들 

수 있다. 다만 해당 합병이 허가가 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로써, “滴滴优步中国合并算不算垄断, 商务部仍未松口：会依法 查”, �澎湃

新闻�, 2016.8.17. 보도. 

76) 반독점법 27조에서는 판단을 위한 자세한 6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기준으

로써, ① 집중에 참여한 사업자의 점유율 및 시장 지배력, ② 관련 시장의 시장집중도, 

③ 기술 진보, 시장 진입에 대한 영향, ④ 소비자 및 기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영향, 

⑤ 사업자 집중의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영향, ⑥ 기타 요소를 들 수 있다. 



98  中国法硏究 第27辑

의 유리한 점이 불리한 점보다 뚜렷하게 크거나 사회 공공이익에 부합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중국의 입법은 규모의 경제 

발전을 장려함과 동시에, 사업자의 과도한 집중을 예방하는 구조주의77)를 병

행하는 절충형 규제주의로 이해된다.78) 

2016년 잠행방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 이후에도  

구체적 시행은 각 지방정부에 맡겨져 있으므로(4조) 구체적인 안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2016

년 잠행방법은 결국 지방정부의 개별 입법에 달린 것으로써 지방정부의 입법

으로 이어질 때만이 O2O 콜영업 차량이 완전히 합법화 될 수 있다고 지적하

기도 한다. 79)실제로, 본 입법 이후 나온 지방 정부의 규제 초안들은 지역별

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광저우 시의 경우에는 가격을 시장 가격

에 맡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란저우 시의 경우에는 가격이 일반 택시보다 

높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의 숫자에 있어서도 쿼터제를 도입하고

자 하는 등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O2O 카풀 (拼车) : 카풀에 대한 관련 법제

앞서 언급한 2015년 규제초안 49조에 따르면 본 규정은 카풀 혹은 카 쉐어

링, 히치하이킹 등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행위의 경우 탑승자들

은 톨게이트비와 기름 값을 분담하여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

년 잠행방법에서도 O2O 카풀을 불법화 하지는 않았으며, 각 지방 정부의 별

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2016년 잠행방법 제38조) 다만, 실제로

는 O2O 콜영업 차량이 O2O 카풀을 빙자하여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2016년 잠행방법 제28조)

정부의 태도는 O2O 카풀에 대해 긍정적이다. 2014년 반포된 북경 시 교통

위원회의 카풀에 관한 의견80)에 따르면 연료비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을 

77) 구조주의란 독점의 존재 자체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것으로써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형태주의(폐해규제주의)가 있다. 강효백, �중국경제법�, 서울: 율곡출판사(2015), 562면.

78) 강효백, 위의 책, 568면.

79) 王军, “网约车只是部分合法化, 还待看下半场”, �经济观察报� 2016.8.21. 보도.

80) ｢关于北京 客车合乘出行的意见｣, 京交法发[2013] 29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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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하는 수준(의견 5조)에서 출퇴근을 같이 하거나, 여행을 함께 떠나거나, 

명절에 함께 고향을 가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행위는 시민간의 자원의 원

칙에 따라 합법적 권익의 보호를 받는다.(의견 2조) 이는 대기오염방지, 에너

지절약, 차량의 혼잡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지지된다.(서언) 행로, 승하차 

지점, 비용 분담 방식, 안전에 대한 책임 등은 승차이전에 합의하도록 권고하

고 있다.(의견 3조) 교통부의 지도의견81)은 O2O 카풀이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방식으로써 도로의 혼잡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이산화탄소를 저감시

키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나 안전의 유효한 보장이 어렵고 사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운행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로 인하여서 여전히 각 분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적으로 연구 및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원론적 

의견제시에 그쳤다.

무상카풀의 경우 호의행위이며, 유상카풀의 경우라 하더라도 경제적 지대

를 추구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 경우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애매하다고 할 수 있다.82) 유상카풀에 있어서 차량 운전자와 승객83)

은 민법통칙 30조 상의 개인조합 관계로 볼 수 있다.84) 이는 양자의 관계가 

쌍방 각자의 이익에 따라 협상을 통하여 목적지 도달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

표를 이루어 낸다는데 있기 때문이다. 영리와 면허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앞서 언급한 계약법 상의 운수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유상이라

는 점에서 호의동승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정부의 호의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무는 사례

가 나타나고 있다.85)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카풀에 있어서 해당 카풀이 실제

로 목적지가 우연히 일치해서 가게 된 것인지, 혹은 생계로 카풀을 운전하는 

81) ｢关于出台 客车合乘（拼车）指导意见｣ (2015.10.10.), 中华人民共和国交通运输部.

82) 熊丙万, 앞의 논문, 133면.

83) 尤琳, “有偿拼车问题的法律分析”, �青年法苑� 2008年第2期, 129页. 

84) 개인조합은 둘 이상의 자연인이 협의에 따라 각자 자금, 실물, 기술 등을 제공하고 공동

으로 경영하고 공동으로 노동하는 것을 말한다. 전대규, �중국민법(하)』, 서울: 법률정

보센타 (2009), 201면. 

85) 이에 따라 다양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嗒拼车를 운행하던 운전기사가 

행정처벌로 벌금을 부여받게 되자, 嗒拼车 측의 기사 모집 광고가 실질적으로 위법인 

사항을 광고하고 있어 광고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소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건은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拼车车主被罚起诉 嗒拼车”, �新京报�, 2015.9.26 보도, 

A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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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의 문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속의 유인이 있다. 개인

의 차량을 이용하는 카풀의 특성 상 카풀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카풀이 아닌 

경우에는 사인이 면허 없이 영업적 목적으로 운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

이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루트를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여 왔는지, 승객

이 카풀의 목적에 맞게 실비의 일정한도 요금을 부담하였는지 등에 따라 구

분하고 있다.86)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도 늘어

나고 있다.

4. O2O기반 차량승차서비스 관련 판례

중국에서 교통사고란 도로교통안전법 119조 5호에 따르면, 차량이 도로에

서 과실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발생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 상의 손

실을 가르킨다. 침권책임법 성립전에 자동차의 사고는 민법통칙 123조의 고

도위험작업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2009년 제정된 침권책임법은 48조에서 교통사

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조성한 경우, 도로교통안전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4.1. O2O 콜영업 차량 (专车) 관련 판례87) 

해당 사건에서 滴滴专车(이하 ‘디디’)의 앱을 이용하여 손님을 받아 운전을 

하는 운전사 라씨는 공항에 손님을 내려주고 빈차로 돌아가던 중 구씨의 오

토바이를 치게 되었고 구씨는 장애등급을 받게 되었다. 라씨는 자신이 손님을 

태우고 있지는 않았으나 언제든지 앱을 통한 소비자의 호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근무 중이었다.

피해자인 구씨는 운전자 라씨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주인 택시회사, 플랫

폼인 디디, 라씨를 파견한 인력파견회사, 그리고 보험회사를 함께 고소하였

86) “滴滴顺风车司机收费过高遭罚”, �京华时报�, 2015.6.27. 보도.

87) 북경시조양구인민법원판례, “男子被滴滴专车撞伤 来担责?”, �新京报�, 2015.10.16. 보

도, A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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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량의 소유주인 택시회사는 해당 차량은 플랫폼 측에 6개월간의 사용을 

대여한 것으로써 직접적인 점유관계 및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

다. 따라서 자신들의 책임은 없으며 보험회사가 필요한 비용을 한도 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운전기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넷 플랫폼인 디디측은 만약 운전자 라씨의 100% 과실에 의한 것이면 

보험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라씨는 자신들의 플랫폼

을 이용하여 영업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라씨와 자신 들 간의 별도의 노동계

약이 맺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라씨와 플랫폼 간에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

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플랫폼 측은 본 안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고 주장하였다.

인재파견회사 측은 인터넷 플랫폼인 디디측이 매 거래건 마다 사고를 위한 

보험기금의 명목으로 1RMB씩의 비용을 차감하는 만큼, 해당 비용을 통하여

서 본 사건의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았다. 게다가 이런 비용 이외

에도 플랫폼 측이 결제수단 제공, 자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등을 위한 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2.8%의 비용을 징수하는 만큼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이 판례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으나 단순한 교통사고에 불과한 한 

사건이 현재의 사업 구조 속에서 얼마나 복잡해 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모델이 고객과 플랫폼, 차량회사와 기사가 소속된 인력 파견회사 

간의 4자 계약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88) 보상 이론에 따르면 이익을 누

리는 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바, 이익을 누리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모델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2016년 잠행방법 16조에서는 안전사고

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플랫폼 측에 책임을 묻고 있고, 사인차량의 이용 허용

에 따라 더복잡한 계약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후 비슷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플랫폼 측에 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플랫

폼 측은 보험 및 운전자와의 계약서에 따라 피해보상액을 구상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88) 彭岳, “共享经济的法律规制问题—以互联网专车为例”, �行政法学研究�, 2016(1), 123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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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O2O 카풀 (拼车) 관련 판례89) 

O2O 카풀은 그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통사고의 발생 시에 책임소재

가 불명확해지는 단점이 있다.90) 2014년 6월 여성 이 모 씨는 북경으로 출근

을 하기 위하여 다른 세 명의 승객들과 함께 카풀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이용

하던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경찰은 해당 사고를 이 모 씨가 탄 차

량이 교통법규를 어겨서 난 것으로 보고 100% 과실로 판정하였다. 해당 사고

로 인하여 이 모 씨는 얼굴부위와 다리부위에 흉터가 남게 되었고 차량의 운

전자에게 손해배상으로 5만 RMB(한화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

였다.  

그러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사는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4명의 승객

에게 10 RMB 씩을 받고 카풀로 북경까지 운송하였고, 이는 비영업용 차량의 

영업용 행위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우버를 비롯한 서비스들의 

이용률 증가는 해당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

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교통

사고가 났을 때인데 운전사가 가지고 있는 운전자 보험은 상업적 목적의 차

량이용이라는 이유로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운

전사는 이 씨의 의료비를 부담하였으나 추가로 배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

었다.

법원은 이 씨의 청구에 대하여, 이 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다른 대중 교

통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카풀을 선택하여 이용한 점에 있어 이 

씨에게도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씨로 하여금 20%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운전사에게는 나머지 80%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민법통칙 131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실의 발생에 과실이 있을 경우 침해

자의 민사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이는 침권책임법 제26조에도 유사하며, 또

한 도로교통안전법 76조 1항 2조에서도 운전자 외 탑승객 혹은 보행인의 과

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운전자의 배상책임을 경

감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규정에 기반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89) “女子拼车上班出交通事故 交管判其自担两成损失”, �京华时报�, 2015.8.3. 보도.

90) “拼车车主被罚起诉 嗒拼车”, �新京报�, 2015.9.26 보도, A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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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상에서 과실의 정의에 대해 별도의 규정91)이 있지는 않으나, 형

법 15조에 따르면 과실이란 자기의 행위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결과를 침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여야 함에도 부주의하여 예견하

지 못하였거나 이미 예견하였음에도 회피할 수 있음을 경신하는 주관적 상태

를 의미한다. 도로교통안전법에서는 운전자에 대하여 무고의․과실 책임원칙

을 부여하고 있으며 탑승객의 과실임을 증명한 경우 배상 책임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92) 해당 사례에서의 과실은 불법성 여부가 아닌, 위험성에 대한 예

측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Ⅴ. 한국의 법제

1. 교통 법제 개관

자동차운수사업법은 1962년 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

되었으며, 그 이전 시기에는 일제 강점기의 법령인 조선 자동차 교통사업 령이 

적용되었다. 이후 1997년 개정을 통하여 화물운수분야는 분리되었으며, 여객

자동차터미널법을 통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

다. 택시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은 택시 면허를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택

시업계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택시와 관련한 면허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1933년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에서는 1931년 제정된 일본의 자동차 교통사업법을 우

리나라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면허제도가 실시

되었다. 1948년 군정법령 206호로 제정된 택시업취체령에 따라 택시 업에 종

사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

였다. 

특별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 버스 등 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여객

을 운송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막아왔다. 2000년 개정에서는 백화점 등 대규

91) 전대규, 앞의 책, 461면.

92) 전대규, 앞의 책, 5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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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점포의 자가용자동차 무상운송(셔틀버스운행)을 막고, 학교나 유치원의 이

용자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허용하였다. 2008년 개정에서는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의 유상운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제재와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년의 두 번째 개정에서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의 여객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승객의 안전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1990년에는 자동차 

운송사업을 세부종류로 나눈 후, 택시운송사업등 특정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자는 운전종사자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을 유도하며, 노후차량의 운행에 따른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차령연장제도

를 개선하였다. 

2012년에는 상습 음주운전자, 범죄자의 운전업 종사를 막기 위한 규정 개

정이 있었다. 기존에는 살인, 성범죄, 마약 범죄 등 반사회적 죄를 범한 자의 

경우 택시는 2년만 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고, 그 외 버스 등에서는 별도의 규

정이 없던 것을 택시의 경우 20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버스 등 기타 운송수

단에서는 2년으로 하였다. 음주운전을 5년간 3회 이상 한 경우에도 자격을 취

득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13년 개정에서는 택시운수사업에 있어서 자동차 

운전석 및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최근 국내의 운수사업 관련 법제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기준, 26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이는 새로운 

서비스와 사회의 수요를 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맞추어 기업들의 

신규 서비스도 진행 중에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8월 개정에 따라 기존의 

택시에게 적용되는 운임, 요금과 상관없이 운행 가능한 고급형 택시가 도입되

었으며, 우버, 카카오택시 등이 이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2. 우버와 관련한 법적 논란

우버와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으로 합법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운수사업법 4

조 1항에 따르면, 택시운전이라 함은 택시운전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업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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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있다. 또한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승용

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버는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기사의 면허와 택시 차량의 사용

에 있어, 기존에 존재하던 정부의 면허 제도를 회사의 사용자 등록만으로 완

화시킴으로써 특정직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면허제와 자격제의 존재기반 자

체를 부인한데 따른 결과였다.93) 

최근의 운수사업법 개정은 우버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 2015년 개정에서는 자가용 유상운송의 알선, 자

동차대여사업자 외의 자의 렌터카 유상운송의 알선, 자동차대여사업자 외의 

자의 렌터카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등 각종 유사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무면허 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

체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우버가 

택시업계와의 충돌로 인하여 렌터카에 별도 운전자를 알선하는 모델로 바꾼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94)

다만 운수사업법 상의 조항만을 이유로 우버에 반대하는 것은 순환논증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운수사업법 1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의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면허제도를 통한 택시의 독점보장, 택시업계 종사자의 생존

권 보장, 개인택시의 권리문제 등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부차적

으로 파생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95) 

면허 제도는 일방적으로 정부에 의해 형성된 독점적 권리로써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는 고도의 정당화 사유가 필요한 바, 지나치게 택시업체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면허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사회전체적인 이익의 균형을 고려

하였을 때,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의 의도를 생각해보면, 

93) 김병오, “우버택시와 적합성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46, 111면.

94) 김병오, 위의 논문, 128면.

95) 비슷한 법리를 적용한 사례로, 헌법재판소는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 위헌소원에서 약

사의 한약조제권에 대해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방해를 배제하거나 원상

회복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약사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나의 권능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7헌바1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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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불법 문제로 적합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택시나 우버라고 하는 도구

를 이용해, 어떻게 하면 승객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제

가 더욱 근본적으로 제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96) 

규제로 인하여 O2O기반 승차서비스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97) 새로운 기술적 발전에 대하여 일단 금지 후 추후에 법을 제정하는 한

국의 법제는 혁신을 저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규제는 부담이지만, 

그 규제로부터 보호되거나 반사적 이득을 얻는 자에게는 이로운 것이라는 규

제의 양면적 속성을 생각해 볼 때, 어느 일방만의 주장을 근거로 하기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형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98)  

오히려 우버를 반대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데 있다. 현재 한국에서의 택시의 문제점은 택시 수 자체가 적다

기보다는 택시의 공차율이 높다는데 있다. 실제 한국의 택시 관련 법제99) 상, 

시·도지사는 매 5년마다 택시의 적정공급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

어 있는바, 서울의 적정택시규모는 7만대인데 반해, 7만 3천대의 택시가 등록

되어 있어 이미 공급 초과상태라는 반박이 있다.100) 즉, 택시는 충분히 있지

만 정보의 불일치로 인하여서 필요한 타이밍에 택시를 잡지 못하며 대다수의 

택시는 빈 차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택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한국에서는 택시로 쓰일 수 

있는 영업용 차량의 수 자체를 늘리는 우버보다는 기존에 있는 택시의 활용

도를 높이는 카카오택시의 모델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Ⅵ. 마치며 

O2O 기반 승차서비스는 공유경제의 한 분야로써 개개인으로 하여금 사용

하지 않는 차를 공유하게 하자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에서는 차량

 96) 김병오, 위의 논문, 110면.

 97) 자유경제연구원, 우버택시 논란, “공공재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타성이 문제”, 

2014.12.22, www.cfe.org/20141223_135039 (최종접속: 2016.05.23.).

 98) Tae-oh Kim, “ICT Based Innovation and Existing Regulation”, �경제 규제와 법�, 8(1), 115면. 

 9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100) 손의영, “우버택시, 소비자를 위한 길은 무엇인가?(1)”, 정책토론자료, 자유경제원, 2014. 

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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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하지 않은 채로 차고에 있는 시간이 92%에 달하는 반면, 101)기름 및 

세금을 포함한 차량의 유지비용은 가계 수입의 20~30% 가량 되어 주거비 비

용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컸다.102) 차량을 공유할 경

우, 현재차량의 5분의 1만 보유하여도 동일한 수준의 이동성을 제공한다는 연

구결과도 있다.103) 이런 점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는 사회 전체의 효율로 보았

을 때 그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반대도 많았다. 반대의 주요 쟁점으로써, O2O 기반 승차서

비스의 제공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들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문제가 있다. 먼저 업체 측에서 주장하듯이 단순 중개자에 불과하다

면 이들을 차단할 명분은 크지 않다. 반면, 이들이 단순 중개자를 넘어서 적

극적으로 서비스의 제공자라고 볼 경우에는 단속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결론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2016년 6월 발표한 공유경제에 대한 유럽의 의제(A 

European agenda for the collaborative economy)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은 

단순한 중개자에 불과함으로 이들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어야 하며, 규제 혹은 

허가증에 대해서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공익

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에 대한 허가만이 이루어져야 하며, 활동금지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보았다.104) 

반면,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는 단순 중개자를 넘어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미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택시업

자와는 다른 별도의 업종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규제를 하게 되었으며, 중

국의 경우에는 플랫폼에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고자 시도하고 있다.105) 우

101) Anita Hamilton, “Will Car-sharing Network change the way we travel?” Time, 2012.2.7. 

102) 제레미 리프킨, 한계비용 제로사회 (2015), 서울, 369면.

103) Lawrence Burns,Transforming Personal Mobility,The Earth Institute, 2013.1 

http://sustainablemobility.ei.columbia.edu/files/2012/12/Transforming–-Personal- 

Mobility-Jan-27-20132.pdf, 1-43면, (최종 접속: 2016.07.02.) 

104) European Commission, <Collaborative economy>http://ec.europa.eu/growth/single-market/ 

strategy/collaborative-economy_en, (최종 접속: 2016.07.02.) 

105) 표면상 중국법에서의 거간(居间) 계약적 형태를 띠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거간계약이

나 중계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唐清利, ““专车”类共享经济的规制路径”, �中国法学�, 

2015, 3(4), 293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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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서는 아직 플랫폼에 대하여 명확한 별개의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존의 콜택시와 유사한 형태로써 카카오택시가 택시기사와 승객들을 연

결시키고 있다. 카카오택시는 우버와 다르게 면허를 가진 운전기사의 택시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106)

또한 우버가 매개자에 불과할지라도, 사인간의 운송행위가 불법이라면, 우

버 자체가 합법적인 사업자 일지라도 불법을 매개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는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다는 반박이 가능하다.107) 법상 제재는 원칙

적으로 위험이나 리스크를 직접 야기한 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겠으나, 이러한 

위험 및 리스크의 발생에 제3자가 기여했을 경우에, 제3자의 행위가 적법한 

것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우버는 사인간

의 면허 없는 운송행위라고 하는 불법에 있어서 플랫폼을 제공하여 해당 거

래가 가능하도록 한 의도적 원인 야기자(Zweckveranlasser)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108) 

두 번째로 O2O 기반 승차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에 대한 문제가 있다. 먼저 일부에서는 O2O 기반 승차서비스는 사인들로 하

여금 필요한 자원을 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규제가 필

요 없다고 본다. 반면, 기존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계 측에서는 개인

의 차량을 활용한 승객 운송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

지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택시와 O2O 기반 승차서비스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O2O 기반 

승차서비스에 필요한 별도의 규제가 입법되는 방향으로 규제가 진행 중에 있

다. 중국에서도 사인용 차량에 별도의 등록을 거쳐 택시와 유사한 기능을 제

공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었다. 면허제도와 관련, 미국과 중국에

서는 O2O 기반 승차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면허 제도를 만들어 나가

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상업용 차량에만 택시영업을 허용한다는 방침 하

에 유사한 서비스를 원천봉쇄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법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는 Positive 규제로 인하여 서비스 시작 자체가 어려웠다.109)  

106) 김병오, 앞의 논문, 108면.

107) 박종훈, “자전거 공유 LOCK8과 우버택시로 본 공유경제의 본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31면.

108) Tae-oh Kim, 앞의 논문,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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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의 사례는 여전히 한국에서 고찰해 

볼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는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되는 공유경제에 있어서 신규 플랫폼의 법적 성격의 문제, 기존 면허 취득자

들의 반발과 사회적 공익의 조화 문제, 공유경제에 있어 새롭게 제기되는 노

동 안정성의 저하 문제, 더 나아가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고민 등은 

승차서비스 분야가 아니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들이다.110) 기존

의 법학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에 

맞는 새로운 법111)을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상상력이 필요112)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공유경제가 성장 중에 있으며, 국

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O2O 승차서비스에 대한 입법을 진행한 중국의 법제

를113)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109) 윤석진, 원칙 허용 인·허가 제도 관련 법리적 심화연구를 통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도출, 한국법제연구원, 2012, 15-17면 

110) O2O 콜영업 차량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충분한 경쟁에 의한 시장의 역할에 맡겨야 

하며, 시장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실업이나, 시장실패에 있어서만 정부가 제한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중국학자의 논의, 高秦伟, “竞争的 场与聪明的监管”, �财经法学�

2016年第2期, 63-67页.

111) 많은 중국학자들의 논의는 새로운 산업을 위해 새로운 입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

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논의로써 唐清利, 앞의 논문, 298-302면.

112) 熊丙万, “自然人网店监管莫 历史倒车”, �财经� 2016年第3期. 

113) 미국의 경우에는 주 차원의 입법만 있었으며, 국가 차원에서 입법을 진행한 것은 중국

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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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O2O 기반 승차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법적 규제연구 

웅 병 만 · 국 정 훈

Uber를 위시한 O2O 기반 승차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찬반 논쟁을 불러왔

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수요 초

과 상태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O2O 기반 승차서비스는 빠른 속

도로 성장해왔다. 이는 부분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불법영업차량들이 O2O라

는 채널을 이용하여 더욱 활성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중국정부는 단속

을 하면서도 O2O 승차관련서비스를 금지시키지는 않고 2015년 규제초안을 내

놓았고, 2016년 잠행방법을 확정하였다.

2016년 잠행방법은 무엇보다 사인의 차량을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차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넓혔다. 이는 2015

년 규제 초안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간 법과는 상관없이 사용되어 왔던 사인들

의 차량을 인정하되,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6년 

잠행방법은 더 나아가 개인정보, 신용관리, 노동문제 등 미국의 법제가 다루지 

못한 사항들까지 다루고 있다. 

공유경제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법제를 넘어서는 법적 문제가 등장하고 있

다. 승차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법제가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으

며 이에 대한 대응은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공유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

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법제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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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A Study on the Regulation System of O2O Based 

Transportation Service

网约车业的监管体系研究

Xiong, Bing-Wan·Guk, Jeong-Ho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inese regulatory system of 

O2O based transportation system. It first clarifies three key terms in Chinese 

context—O2O Taxi, O2O Ridesharing, Black Taxi. While the former two 

concepts are distinguished by functionality, the third is primarily a concept of 

legality. In order to figure out the necessity for regulation, it briefly introduces 

the U.S. regulations since the 18th century and the most recent regulations of 

both O2O Taxi and O2O Ridesharing issued by Chinese Ministry of Transport. 

The article observed that 2016 Chinese regulations have made great progresses 

by allowing private ca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arket, although the real 

effects of the new polices depend on how local governments interpret and 

enforce them in the following years. O2O based transportation has a very short 

history, and it has just begun to be regulated. It, however, provides many 

implications for future regulations on other digital-platform facilitated 

economies. It is worthwhile to take China as an important jurisdiction for 

comparative studies, which has one of the fastest growing digital-platform 

facilitated economies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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