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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투자의 기회 

윈스턴 처칠의 “과거로 더 멀리 볼수록 미래로도 더 멀리 볼 수 있게  

된다.”는 명언을 따라 IT, 인터넷, 플랫폼,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고찰

했다. 1970년대 이후 전개된 IT-인터넷 혁명의 물결은 네트워크의 확장성

이 비즈니스의 성패와 기업가치의 흥망을 좌우한 핵심 요인임을 나타낸

다. 향후 나타날 웹 3.0 시대는 웹 2.0 시대의 모바일+인터넷+플랫폼의  

경향을 유지하는 가운데, 인공지능과 공유경제가 융합된 생태계의 창출

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이다. 금융위기인 2008~2012년 시작된 

PAUL(핀터레스트/에어비앤비/우버/리프트)이 IPO를 계기로 키 플레이어

로 부상하는 가운데, 분산화된 공유경제 애플리케이션이 창업 생태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앞선 IT 기술과 인터넷 환경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 특히 금융과 투자의 공유경제 역할인 

크라우드펀딩의 성장을 기대한다. 공유경제 플랫폼의 기업가치는 1) 수

익모델, 2) 네트워크 확장성에 대한 평가가 핵심잣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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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논문 등에 학술적인 목적으로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먼저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Special Report 

공유경제와 투자의 기회  

 

 

 

    

Summary 

미국 주식시장에서 PAUL이 상장한다. Pinterest는 아이디어 공유, Airbnb 숙박 공유, Uber와 

Lyft는 승차 공유를 검색하고 중개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PAUL의 기업공개는 공유경제 생태

계가 IT 플랫폼을 통해 사업화되고 투자대상이 되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공유경제는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것이다. 소유경제는 자산의 사유화를 통해 경제활

동을 하고 잉여이윤을 창출한다. 따라서 사업과 투자활동이 뒤따르게 된다. 공유경제는 인류의 

오래된 시기부터 존재했을 것이나, 소유경제와 달리 잉여이윤을 창출하지 못 하므로 사업과 투

자가 뒤따르기 어려웠고, 그저 교환과 계약만 존재해왔다. 

그러나 IT 기술의 혁신과 모바일 인터넷의 네트워크 확장은 경제주체들의 수요와 공급을 빠르

게 매칭시키는 환경을 제공해 공유경제의 사업 및 투자화를 가능케 하고 있다. 더욱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가 동시 다발적인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발생

한 이후 공유경제는 소유경제가 제공하지 못 하는 자원, 가치 교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공

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시대를 열고 있는 PAUL은 2008~2012년 시작되었다. 

공유경제의 핵심적 기준은 1) 시장가격에 의한 거래, 2) ICT 온디맨드 기술 활용, 3) 중개 거

래, 4) 서비스 거래, 5) 유휴자산을 활용의 기준으로 무상공유, 물물교환, 온라인상품중개, 대

여경제와 구분된다. 현재 공유경제는 1) 숙박, 2) 차량, 3) 금융, 4) 공간, 5) 재능 유형으로 형

성되고 있으며, 기술 중심의 미국과 시장 중심의 중국을 위주로 빠른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는 공유자산을 보유한 새로운 공급자의 진입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

되는 것이다. 물론 공유경제의 출현으로 기존 공급자들의 공급위축과 파급된 실업증가 등의 후

생손실이 나타날 수 있어 정책과 규제가 요구된다. 향후 공유경제에 대한 정책은 1) 공유거래 

활성화, 2) 제도적 기반 마련, 3) 적절하고 공정한 규제의 방향이 제안되고 있다. 적절하고 공

정한 규제의 방법으로는 1) 거래량연동규제, 2) 집행이양을 통한 플랫폼 규제가 거론된다. 

PwC는 전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가 2013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3,350억 달러로 20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계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새롭고 유력한 

성장 여력 및 모멘텀이 아닐 수 없다. 특히 IT 기술 혁신과 모바일 인터넷의 패러다임이 ‘웹 

3.0’ 시대에 진입하면서 공유경제 플랫폼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융합되어 새로

운 생태계의 확장과 가치창출 인프라를 제공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버가 승차공유 플랫폼으

로 시작되었지만 배달, 자율주행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가는 것이 좋은 사례다.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가치평가는 1) 수수료, 광고, 구독료, 라이센싱, 아이템 판매에 등 전

통수익 모델과 함께, 2) 네트워크의 확장 잠재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네트워크 가

치평가의 시각이 요구되는 이유는 공유경제 플랫폼의 근본적인 목적이 잉여이윤 창출이 아니

기 때문이다. 공유경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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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IT와 인터넷의 역사 

인터넷의 역사는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랜드(Research And Development)의 연구원 

폴 배런은 소련의 핵 공격을 견딜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인 아르파넷(ARPANET : Advanced 

Research Project Network)을 설계한 것이 인터넷의 시작이다. 지금부터 설명할 IT와 인터

넷의 역사는 니얼 퍼거슨의 「광장과 타워(The Square And The Tower)」에서 발췌했다. 

인터넷은 군대의 중앙 계획자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점차 학자들과 민간 부문의 컴퓨

터 공학자들의 자생적이고 유기적인 교류에 의해 발전되었다. 1969년 10월 29일 역사상 처음

으로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에 말을 거는 일이 생겼다. 스탠퍼드 연구소와 UCLA 사이의 아르

파넷을 통해 불완전한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 이 네트워크에 들어온 노드의 숫

자는 40개를 넘어서고, 대학은 물론 다른 민간 기업들도 서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다른 네트워크가 다른 곳에서도 생겼다. (Hepnet, Span, Telenet 등) 

1974년에는 이러한 여러 네트워크들을 단일의 인터-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것이 새로운 도

전의 과제였다. 리눅스와 FreeBSD를 가능케 한 유닉스 운영체제, 이메일에서 이름과 주소를 

나누는 @ 기호, 답장과 전달 기능을 갖춘 최초의 이메일 프로그램인 MSG와 최초의 모뎀이 

1970년대에 나왔다. 이보다 조금 이전 인텔의 공동 창업자중 한명인 고든 무어가 무어의 법칙

(집적회로 칩 1제곱인치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매년 두배로 증가)에 따라 컴퓨

터 처리능력의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으며, 이는 인터넷의 발달에도 크게 기여했다. 

비턴 서프와 로버트 칸은 네트워크들을 엮는 네트워크는 중앙의 통제가 없어야 하며 어느 특

정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패킷 형태에 최적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기하면서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인 TCP/IP를 내 놓았다. TCP/IP는 모든 컴퓨터 네트워크들의 설명 내부구조가 다르

다고 해도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함을 이상으로 삼았다. 1983년 1월 1일부터 아르파넷이 

TCP/IP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인터넷의 연결이 현실화되었다. 

1984년 최초의 도메인메인서버(DNS)가 나타나 이전에는 숫자 형태였던 IP 주소들이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1987년에는 오늘날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안의 호스트 숫자가 거의 3만에 달하게 되었다. 

1980년에 들어오면서 인터넷 트래픽의 주된 형식인 월드와이드웹(www)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진화방식 역시 인터넷과 유사하다. 유럽 핵 연구기관에서 일하던 팀 버너스 리는 입자물리

학자들의 연구관리를 돕기 위해 엔콰이어(ENQUIRE)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1989년 

버너스리는 이 프로그램의 지구적 버전을 제안한다. 그는 이를 그물망(Mesh)이라고 부르려고 

했지만 월드와이드웹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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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와이드웹은 오픈소스 컴퓨터 코드운동으로 하이퍼텍스트 생생언어(HTML), 하이퍼텍스

트 전송규약(HTTP), 홈페이지 주소(URL) 등 오늘날 웹 소통의 보편적 도구들이 발명되었다. 

이러한 오픈소스 컴퓨터 코드 덕분에 모자이크와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와 같은 사용자 친화

적인 웹브라우저들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인터넷은 월드와이드웹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놀라운 특징은 탈중앙화된 혁신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산타클라라밸리로 모여들었고 1971년 실리콘밸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 젊

은이들은 자기들 세대의 반권위주의적인 태도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다. 1996년 미국 의회

가 외설적 내용을 온라인에 공표하는 이들에게 벌금을 가하는 인터넷 소통에 대한 규제에 대

해 존 페리 발로는 ‘사이버스페이스 독립 선언문(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를 발표하기도 했다. 1970년대의 급진파 학생들은 뜨거운 비전은 물리적인 혁

명이 아닌 인터넷 혁명으로 전개되었다. 

1970년대에는 미국 IT 산업의 1세대 창업가들이 나왔다. 1968년 고든 무어 등이 설립한 인

텔에 이어 1975년에는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마이크로소프트, 1976년에는 스티브 잡스와 스

티브 워즈니악이 애플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네트워크 혁명의 첫 번째 단계에서 나타난 기업들

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MS-DOS라는 개인용 PC 시장의 압도적 소프트웨어의 몫을 가져갔

다. 인터넷이 확산되던 시기에는 윈도우 운영체제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내 놓았다. 애플은 

Mac OS라는 운영체제와 더불어 하드웨어를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경쟁하였다. 맥 데스크탑에 

더해 음악기기(아이팟 2001년), 노트북(맥북, 2006년), 스마트폰(아이폰 2007년), 탭(아이패

드, 2010년), 시계(애플워치 2014년) 등을 내 놓았다. 

1990년대는 IT 혁명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는데, 1990년대 중반에 설립된 세 회사가 주

축이었다. 제프 베이조스는 시애틀에서 설립된 온라인 서점 아마존, 피에르 오미디아는 산호세

의 온라인 경매시장 이베이, 세르게이 브린은 멘로파크의 한 차고에서 온라인 검색 툴인 구글

을 설립하였다. 이들 회사들은 2000년에 있었던 닷컴 붐을 견뎌낸 이후 급속한 확장과 기업가

치 상승기를 맞는다. 

2000년 구글은 가격입찰과 광고연결횟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검색 키워드들과 결부된 광고

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광고자로부터 어마어마한 수입이 들어오면서 구글은 이메일 서비스(지

메일 2004년), 운영체제(안드로이드 2007년), 웹브라우저(크롬 2008년)으로 사업을 확장하

고 키홀(구글 어스), 어친(구글 애널리틱스), 그랜드 센트럴(구글 보이스) 등을 줄줄이 인수했

다. 유튜브는 2006년, 모토롤라 모빌리티는 2012년, 딥마인드는 2014년에 추가되었다. 구글 

최초의 미션은 전세계의 정보를 조직해 누구나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2004년 선구적인 인터넷 저술가 팀 오라일리는 ‘웹 2.0’이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오

라일리가 이상으로 제시했던 것은 초기 월드와이드웹이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 형태를 보존하

자는 것이었다. 집단저자가 함께 항목을 채워간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등이 웹 2.0의 유형이며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에 의존한 모든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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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일리에 따르면 RSS와 API와 같은 혁신은 데이터를 바깥쪽으로 연결하는 효과가 있을 뿐 

데이터가 반대 편에 도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지 통제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소프트

웨어는 영구적인 베타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단지 오픈소스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계속 다시 바꾸고 설계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 황금의 표준은 리눅스

로 수천 명의 개발자들이 파트타임으로 해킹을 진행해 형성된 세계최고 수준의 운영체제라고 

했다. 보는 눈이 많으면 모든 버그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한편 2000년대 중반에는 IT와 인터넷의 세 번째 혁명 단계에 소셜 네트워킹 회사가 출현하였

다. 2004년 마크 주커버그는 더 페이스북을 출범시키면서 더 이상 정보가 사람들에게 일방적

으로 전달되어 나가지 않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백만의 연결고리들을 통해 공유하는 식으

로 확산될 것이라고 하였다. 페이스북은 하버드 간판에서 출발했지만, 그 이외 사람, 나중에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도 번역장치를 통해 접근하도록 해서 연결을 넓혀갔다. 이후 

2001~2008년 구글에서 일했던 셰릴 샌드버그가 페이스북에 참여해 광고수입 모델로 이행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된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차이는 구글은 사람들이 이미 무엇을 구매하고 싶

은 지 결정한 상태에서 그것을 찾도록 도와주었다면,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

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IT 혁명은 1) 전적으로 미국, 특히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성과, 2) 미국의 주요 하이테크 기

업들이 각별한 정도의 지배적 위치에 이름, 3) 이러한 기업들의 지배력이 어마어마한 양의 돈

으로 연결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의 FAANG이 탄생했다. 

중국은 이에 저항하고 경쟁했으며 그 결과 나타난 기업들이 BAT이다. 텐센트는 1998년, 알

리바바는 1999년, 바이두는 2000년에 설립되었다. 중국은 검열과 더불어 미국의 IT 기업들

이 중국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 현지 사업가들을 키워냈다. 중국에서 페이스북은 2009년에 

폐쇄, 구글은 2010년 철수했으며, 그 결과 텐센트는 위챗으로 소셜 네트워킹, 바이두는 검색

엔진,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의 지배적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전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인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이 나타난다. 이 가운데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출현하였다. 2008년에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2009년에는 승차공유 플랫폼인 우버, 2010년에는 소셜네트워

크 공유 플랫폼인 핀터레스트, 2012년에는 미주 지역의 승차공유 플랫폼이 리프트가 설립되었

다. 이들의 줄임말은 PAUL이다. 이들은 IT 기술, 인터넷 환경, 플랫폼 체제를 결합해 개인의 

유휴자산을 공유해서 가치를 교환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IT 기술의 폭발적인 가치창출의 계기는 결국 네트워크의 확산이었다. 인터넷은 전쟁으로 인해 

발생될 정보망의 파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중앙정부의 계획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전세계 정

보와 가치교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인프라가 되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투자수익률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이를 통해 발생되는 가치를 집중시킨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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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3.0의 시대, 인공지능과 공유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 출현 

IT와 인터넷의 역사는 1) 웹 1.0, 2) 웹 2.0, 3) 웹 3.0 시대로 구분된다. 

1) 웹 1.0은 1980~2004년으로 PC 인터넷 환경이었으며 킬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핵심 

가치가 되는 시대였다. 인텔의 반도체 설계, 마이크로소프의 운영체제, 그리고 애플의 선도적

인 하드웨어가 나왔다. 아마존과 온라인 상거래, 이베이의 온라인 경매, 구글의 온라인 검색, 

웹 2.0 시대에 뛰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2) 웹 2.0은 2004~2018년으로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내 놓으

면서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극대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미국의 FAANG과 중국의 BAT가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킬러 플랫폼이 되었다. 온라인 상거래와 검색 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

워킹이 새로운 가치창출로 나타났다. 다만 웹 2.0의 본질적 이상인 오픈소스와 탈중앙화 비전

과는 다르게 독점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웹 2.0 시기에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갔다. 이는 1930년 미국의 대공황 이래 최악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야기했으며, 전세

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대량실업이 있었다. 이 가운데,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

되었다. 공유경제는 웹 2.0 시대의 혜택인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 혁명으로 PAUL(핀터레스

트, 에어비앤비, 우버, 리프트)가 뛰어오를 준비를 하게 된다. 

3) 웹 3.0은 2018년 이후 미래의 시대다. 이는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의 경향이 유지되는 가

운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처리 기술의 혁신과 공유경제 모델이 결합된 시대가 될 것이

다. 바로 웹 2.0 시대에 시장으로 나온 PAUL과 관련된 생태계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도표 1] IT-인터넷 환경의 변화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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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개론 

공유경제의 정의 

공유경제의 정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다. 최근 부상한 신경제의 한 형태로 플랫폼(platform) 

경제,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P2P(peer-to-peer) 경제, O2O(online-

to-offline) 서비스,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된다.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고 알려진 Lessig(2009년) 공유경제를 상업경제와 달

리 사회관계를 통해 조율되는 경제라고 정의했고, Botsman(2013년)은 공유경제, 협력적 경

제, 협력적 소비를 구분해 정의하고 있다. 

KDI의「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기대효과와 우려요인 및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공

유경제 및 거래의 핵심적 특성은 1) ICT를 활용한 거래의 중개, 2) 시장가격에 의한 거래, 3) 

재화나 서비스 거래, 4) 유휴자산을 활용한 거래이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는 ‘특정 재화나 서비

스의 수요자’와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급자’간 해당 유휴자산

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 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로 정의된다. 

[도표 2] 공유경제의 정의 
 

 
 

자료: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기대효과와 우려요인 및 정책적 함의, KDI, 2016년 11월 

공유경제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특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2)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

는 유휴자산, 3) 상기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급자, 4) 유휴자산을 이용한 거래가 시장가격에 의

해 결정, 5) ICT 플랫폼을 통한 중개로 소비자와 공급자가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해 서로 거래한다는 의미이다. 

숙박공유 경제의 예를 들면 1) 관광을 위해 관광지 근처 숙박서비스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 2)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득, 보유한 주택 가운데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주택, 3) 상기 유휴주택의 소유주인 공급자, 4)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가 중개업체의 권장가격과, 5)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중개 플랫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기한 5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공유경제의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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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를 이루는 5가지 요소의 충족 여부에 따라 유사 개념들을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시장

가격에 의한 거래 여부는 공유경제를 사회주의 무상공유, 공정무역운동과 분리시킨다. ICT 온

디맨드 기술활용 여부에 따라 공유경제는 전통적 부동산 및 금융거래와 구분된다. 또한 중개거

래 여부는 B2C와의 차이, 서비스 거래여부에 따라 온라인 상품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아마존, 

이베이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와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유휴자산 활용 여부에 따라 상시적 

자산대여, 즉 렌탈 서비스와 구분된다. 

[도표 3] 공유경제와 유사한 개념들을 구분하는 기준 
 

 
 

자료: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기대효과와 우려요인 및 정책적 함의, KDI 

공유경제는 비교체제인 동료생산, 협력경제 및 온디맨드 경제를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네트워크 안에서 물적자본의 공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동시에 접

근과 연결을 촉진해 협력 및 온디맨드 경제의 특징을 공유경제는 모두 포함한다. 공유경제는 

생산, 가동 및 소비의 간극을 좁혀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도표 4] 공유경제와 유사 개념과의 정의 비교  
 

구분 개념 

공유 경제 
(Sharing Economy)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급자'가 해당 유휴자산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 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 
재화와 서비스의 반대급부로 화폐가 교환되는 상업 경제(Commercial Economy)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화폐 대신 
인간관계나 자기만족감이 교환의 매개가 됨 

동료 생산 
(Peer Production) 

집중화된 대규모 물적자본이 아닌 분산된 소규모 물적자본으로 생산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물적자본의 
공유를 통해 사회기반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드 컴퓨팅, 오픈 소프트웨어 제작에서 관찰 

협력 경제 
(Collective Economy) 

소비자들이 서로 공급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던 Social Media 경제가 진화해 플랫폼을 매개로 
소비자들끼리 서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단계 

가격, 편의성, 브랜드가 주요 경쟁력 요인이며, 기존의 기업들 역시 플랫폼 런칭을 통해 시장 지배력 유지 가능 

온디맨드 경제 
(On-demand Economy)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Access)해 줌으로써 기존 시장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춘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유대보다는 가격경쟁력과 편의성이 우선되는 데에서 공유경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대기업 제품이나 명품을 소비함으로써 사진을 해당 상표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상표 경제와도 다른 소비행태 관찰 

자료: 공유경제 개념의 변화와 한국의 공유경제,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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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확산 배경 

공유경제의 성장요인은 수요와 공급 측면의 변화에서 다양하게 비롯되고 있다. 우선 수요 측면

에서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처분소득 약화로 인한 소비수요의 가격탄력성 

확대,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자본조달 창구 약화로 인해 공유소비 및 대안금융 크라우드 펀딩 

수요가 확대되었다. 또한 ICT 기술확대와 스마트폰 보급으로 공유서비스의 비용 하락,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성장와 1인 가구의 성장으로 SNS 및 공유자산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경기불황 추세에서 공유경제 참여자로 부차적인 소득원 창출 필요로 인해 공

유자산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였고, 저금리 여건 및 플랫폼으로 인한 소액투자 니즈가 확대되면

서 크라우드 펀딩 성장, 중소형 빌딩들의 공실률 증가로 공유공간 대여자의 참여유인이 증가하

였다. 또한 공유경제 대상 거래는 주로 서비스인데, 플랫폼을 통한 공급자들은 전통 공급자들

에 부가되던 규제를 회피하게 되면서 공급기회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공유경제의 성장 원인은 1) 환경적 요인으로 친환경 트렌드와 부합하는 공

유경제의 특징, 2) 경제적 요인으로 유휴자원 활용의 동기 발생, 3) 기술적 요인으로 재화 및 

서비스 공유를 위한 플랫폼 발달, 4) 사회적 요인으로 정보공개 수준의 확대로 인해 비대칭정

보 축소 및 합리적 소비 및 개성 있는 제품의 수요 증가 등의 변화 등으로 설명된다. 

[도표 5] 공유경제의 수요 및 공급 증가 요인  
 

구문 여건 영향 및 변화 

수요 

경제상황의 
변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불황으로 소비자들의 
가격에 대한 민감성 확대 

상품과 서비스의 질보다는 낮은 가격에 소비의향 증가 

자금모집이나 대출의 필요성 증가했으나 전통적 금융기관이 
이를 충족하지 못 하고 불법적인 사금융 시장의 확대 

대안금융 및 크라우드펀딩 수요 확대 

기술발전 
스마트폰을 통해 수요자를 즉각적으로 공급자와 연결시키는 
ICT 기반의 온디맨드 공유기술 활용 

공유서비스 비용의 하락 

인구구조 
변화 

1980 년대 이후 출생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성장, 
자산의 소유(ownership)보다는 사용권 확보(access) 중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친숙,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공유 플랫폼 활용 

1인 가구의 증가 
공유서비스 이용 가능성 증가. 차량, 주택 및 직능의 
공유수요 증가 

공급 

경제상황의 
변화 

경기불황 추세에서 공유경제 공급자로 참여할 시 부차적인 
소득원 창출, 저금리 여건에 따라 적절한 투자처를 찾는 
잠재적 자금 공급자 증가, 중소형 빌딩의 공실률 증가 

유휴자산 보유자, 특히 저소득층, 노인, 여성, 청년층 공급자 
확대, 크라우드펀딩 성장으로 귀결, 공간공유의 대여자로 
참여할 유인 확대 

규제의 부재 

공유경제 대상 거래는 주로 서비스인데,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공급자들은 규제를 회피할 수 있음 

규제당국의 등록 없이 과세 및 안전/위생 등 규제준수 
비용을 부담치 않음 

예) 택시의 미터기 및 책임보호 규제, 숙박의 소방 및 위생 
규제,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자 보호 및 공시 규제 등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공급자에 해당하는 규제를 회피 

자료: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기대효과와 우려요인 및 정책적 함의, KDI, 2016년 11월 

[도표 6] 공유경제의 성장 원인  
 

구분 원인 결과 

환경적 요인 
환경오염으로 지구 온난화 등과 같은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자원고갈에 대한 우려감 확산 

친환경적 트렌드와 부합하는 공유경제의 성장배경으로 
작용 

경제적 요인 
글로벌 경제위기, 뉴노멀 시대, 중산층의 고용기회 상실 및 
소득 감소 

유휴자원 활용의 동기 발생 

기술적 요인 
IT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소셜, 모바일, 결제 기반이 빠르게 
진화 

재화, 서비스 공유를 위한 플랫폼의 발달 

사회적 요인 
모바일, SNS 의 발달로 정보의 공개수준이 확대되면서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 합리적 소비자를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개성 있는 제품에 대한 니즈가 확대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및 서비스 선택 시 레몬마켓 리스크 
축소, 독특한 취향을 충족시키는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확대 

자료: 공유경제 트렌드 확산에 따른 산업 생태계 변화, 하나금융경제연구소 



 
 

Special Report 

공유경제와 투자의 기회  

 

 

 

    

공유경제의 확산 분야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에어비앤비(Airbnb)는 2008년에 설립된 이후 빠른 속

도로 확산되고 있다. Lessig과 Botsman이 각각 2009년과 2013년에 공유경제 개념을 설명했

으니 실제 비즈니스의 실행이 이론보다 역시 앞서서 진행되었다. 

2014년 PwC는 전세계 공유경제 기업들의 수익이 2013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3,350억 

달러로 증가해, 동기간 전통적인 렌털 경제 기업들의 수익은 2,400억 달러에서 3,350억 달러

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PwC에서 전망한 공유경제 기업들은 P2P 대출 및 크라우드펀

딩, 온라인스텝, P2P숙박, 차량공유, 음악 및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 업체들이고, 전통

적인 렌털경제 기업들은 장비, 책, 차량, DVD 대여 및 호텔 업체들을 포함한다. 

[도표 7] 2025년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전통적인 렌털 경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 
 

 
 

자료: PwC research 2014년 

[도표 8] 2013~2025년 공유 및 기존대여 시장 성장률  [도표 9] 공유경제의 산업 사이클은 초기 국면 
   

 

 

 

   

자료: PwC research 2014년                                                                      자료: PwC research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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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공유경제 생태계에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는 1) 의류 및 럭셔리 공유, 2) 스포츠 

및 여행장비, 3) 크라우드 펀딩, 4) 온라인 Staffing, 5) P2P 숙박, 6) 자동차 공유, 7) 음악 및 

비디오 스트리밍 순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특징은 현재 침투율이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도표 10] 공유경제 부분별 침투율 및 예상 성장률 
 

 
 

자료: PwC research 2016년 

2016년 슈로더는 공유경제 모델의 잠재력과 성숙도를 평가한 바 있다. 현재 공유경제 비즈니

스가 이미 발달한 숙박, 차량 등의 경우 잠재력과 성숙도가 모두 높다. 반면 공유경제 잠재력

은 높으나 현재 성숙도가 낮은 산업들이 향후 비즈니스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될 것이

다. 보석 및 시계, 스포츠, 옷, 신발 등의 재화공유, 전문직, 간호, 교육 등 서비스공유가 향후 

높은 성장성이 예상된다. PwC에서 제시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와 중첩된다. 

[도표 11] 공유경제 모델의 잠재력 및 성숙도 평가 
 

 
 

자료: The Sharing Economy, Schroders,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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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기본적으로는 개인 대 개인간 거래에서 출발하지만 향후 기업 대 개인, 기업 대 기

업 간 거래로 확대되고 있다.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공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에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비즈니스 플레이어들의 출현이 예상된다. 

[도표 12] 공유경제 모델과 플랫폼 기업 구분 
 

 
 

자료: The Sharing Economy, Schroders,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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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유경제는 1) 숙박, 2) 차량, 3) 금융, 4) 공간, 5) 재능 등 다섯 분야로 조성되고 있다. 

대표적인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는 2007년 10월 ICSID(국제 산업디자인 단체 협의

회)/ISDA(미국 산업디자이너 협회) 세계 디자이너 대회/교류 행사에서 ‘파자마 차림으로 인맥 

쌓기’를 제안하면서 자신의 아파트의 에어 매트리스를 제공한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로

부터 시작되었다. 현재는 191개 국가, 34,000여 개 도시에서 200만 개가 넘는 숙박시설을 제

공하고 있으며, 현재 2초에 한 건씩 예약이 진행되어 세계 숙박공유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스마트폰 기반 차량 서비스 플랫폼인 우버는 2009년 3월, 에어비앤비와 마찬가지로 샌프란시

스코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는 현재 200개 이상에서 차량공유 시장에 진출해 전통적인 

택시 산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으며 스타트업 중 가장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공유

경제 플랫폼 중 승차공유 비즈니스가 많은 것은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금융분야의 공유경제는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플랫폼을 의미한다. 기존 금융방식과 

차이는 자금공급자(투자자)와 자금수요자(자금모집자 및 대출자)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것이다. 기존의 펀딩방식은 예금자와 은행, 은행과 자금수요자 간의 거래

로 분리되어 있는 것과 비교된다. 한국의 대표적 크라우드 펀딩 업체는 와디즈가 있다. 와디즈

는 대통령의 맥주 ‘세븐브로이’, 인생 애니매이션 <너의 이름은> 수입, 수제 자동차 ‘모헤닉게

라지스’ 등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론칭한 투자 플랫폼 기업이다. 

공간공유는 여유공간, 혹은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해당 공간을 대여하는 것이다. 

회의실 및 사무실 등 유휴공간을 중개하는 미국의 리퀴드스페이스, 유휴시간대에 공간대여를 

중개하는 미국의 피어스페이스가 있다. 또한 교회, 독서실, 텃밭 등 공간대여를 중개하는 플랫

폼으로 각각 처치플러스, 공유독서실, 코코팜스가 있다. 

재능공유는 노동이나, 지속, 혹은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 미국의 태스크래빗은 개인서비

스 공유 중개 플랫폼으로 배달, 이사 도움, 청소 등의 노동을 중개한다. 업워크는 특정기술을 

가진 프리랜서들을 사업체와 연결해 준다. 미국의 경우에는 장보기 특화된 서비스인 인스트라

카트, 집안일 특화 서비스인 핸디 등 특정 서비스에 집중하는 플랫폼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도표 13] 공유 경제의 주요 분야  
 

분야 유휴자산 수요자 공급자 해외 대표 플랫폼 국내 대표 플랫폼 

숙박 빈집, 남는 방 게스트 호스트 
에어비앤비(Airbnb), 원파인스테이(Onefinestay), 
투지아(Tujia) 

코자자, 비앤비히어로 

차량 유휴차량, 여유시간 승객 차량 소유주 우버(Uber), 튜로(Turo), 겟어라운드(GetAround) 쏘카, 그린카 

금융 여유자금 자금 수요자 투자자 
렌딩클럽(Lending Club), 조파(Zopa), 
킥스타터(Kickstarter), 인디고고(Indiegogo) 

와디즈, 힘내요, 8 퍼센트, 
오퍼튠, 오큰트레이드  

공간 유휴공간, 유휴매장 공간 사용자 공간 보유자 
리퀴드스페이스(LiuidSpace), 
피어스페이스(Peerspace),처치플러스(Churchplus)  

재능 
여유시간, 노동력,  
지적 자산 

재능 수요자 재능 보유자 
태스크래빗(TaskRabbit), 업워크(Upwork), 
인스트라카트(Instracart), 핸디(Handy) 

크몽, 위즈돔 

자료: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기대효과와 우려요인 및 정책적 함의, KDI,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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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선행연구 : 개념, 이론적 분석, 실증연구 및 제도개선 방안 

공유경제의 역사는 아직 짧지만 비즈니스는 시작되고 있고, 공개된 투자시장으로 빠르게 진입

하고 있다. 반면 공유경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충분치 못 하며, 관련제도도 완전히 구축되지 못 

한 상태다. 다만 그만큼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분야임에 분명하다. 지금까지 공유경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공유경제 개념에 대한 연구이다. 공유경제와 다른 경제, 특히 렌탈 산업 등과의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과 규제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다. 최근까지의 

연구는 공유경제는 1) 시장거래, 2) 서비스거래, 3) ICT 온디맨드 기술을 통한 거래중개, 4) 

유휴자산 활용, 5) 비전문적 공급자 등 5가지가 핵심적 특징으로 제시된다. 

둘째, 소수의 이론적 분석으로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공급자 

특징에 따라 전통적인 수요, 공급 시장에서 틈이 발생하는 거래를 충족할 수 있는 효과, 공유

경제의 도입이 개인의 자산 소유율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셋째,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실증연구로 현재 교통, 숙박, 금융 등 분야의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차량공유, 숙박공유 등 플랫폼 기업이 발생시키는 소비자후생 증가, 기존 공급자후생 감소 등

의 영향을 실제 케이스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넷째, 공유경제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실제 비즈니스 실행 여건에 따른 제도고안, 

자율규제의 유용성, 규제의 주체, 착수시점, 강도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도표 14] 공유경제에 대한 선행연구 분야 구분  
 

구분 선행연구 

개념에 관한 연구 
공유경제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개발해 공유경제와 관련 경제를 구별 

공유경제는 1) 시장거래, 2) 서비스거래, 3) ICT 온디맨드 기술을 통한 거래중개, 4) 유휴자산 활용, 5) 비전문적 공급자 
등 5가지가 핵심적 특징 

소수의 이론적 분석 

Einav et al.(2015), 공유경제의 공급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 공급자에 의한 공급이 아닌 개인에 의한 공급이 
태동하는 이유를 분석, 개인 공급자는 전통 공급자와 달리 시장진입을 위한 고정비용이 낮음. 개인 공급자가 시장의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입/퇴출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이 증가 
Benjaafar et al.(2015), 공유경제가 자산 소유율/대여율/사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소비자의 효용이 사용률의 
선형증가 함수 가정 하에서 공유경제의 도입이 자산의 소유율을 반드시 감소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 

실증 연구 

교통, 숙박, 금융 등 공유경제의 여러 세부분야에 관한 실증연구. 소비자후생 증진, 기존 공급자 후생감축,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상 정보의 비대칭성 축소를 다룸 
Fraiberger and Sundararajan(2015), P2P 차량공유 플랫폼 겟어라운드의 도입이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키며, 소비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당해 후생 증가분이 큼 
Zervas et al.(2016),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포스팅되는 주택의 양이 1% 증가할 때, 지역호텔 업계의 매출이 
약 0.05% 감소, 지역호텔의 등급이 낮을수록 매출은 더 크게 감소 
Agrawal et al.(2011) 금융공유 일환인 크라우드 펀딩에서 자금수요자와 투자자 간 거리가 펀딩성공 확률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인접한 투자자일수록 투자여부를 빨리 결정하고 다른 투자자의 결정에 좌우되는 정도도 적음 

제도개선 방안 

영국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숙박공유 플랫폼 러브홈스와프의 CEO 인 Debbie 
Wosskow에게 새롭게 고안되어야 할 제도의 추천을 의뢰 

Cohen and Sundararajan(2015),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들로 구성된 자율규제협회 유용성에 관해 논의 

Eianv et al.(2015), 규제주체, 규제착수시점, 규제강도, 데이터 및 노동규제 등 공유경제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4 가지 
주요 이슈를 지목하고, 각 이슈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소개 

자료: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KDI,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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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효과 및 우려 

공유경제의 기대 효과는 1) 소비자 후생증가, 2) 사회적/정책적 배려로서 및 계층의 소득증대, 

3) 지역경제 활성화, 4) 환경비용 저감, 5) 홍보 및 시험적 시장 역할로 제시된다. 이중 소비자 

후생 증가 및 공급자 후생 감소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차후 자세히 살펴본다. 

[도표 15] 공유 경제의 기대 효과  
 

분야 효과 

소비자  
후생 증가 

ICT 온디맨드 기술을 활용해 과거에는 거래할 수 없었던 소비와 공급자를 중개해 거래를 
성사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낮은 탐색비용으로 매칭되면서 거래의 질이 개선 

공유경제가 신규거래를 창출하는 효과가 기존의 거래를 대체하는 효과를 넘어서면 사회적 
후생도 증가 

저소득층 소득증대 저소등층이 보유한 유휴자산을 통해 서비스의 새로운 공급과 소득을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ICT 공유기술을 통해 신규로 창출되는 거래가 지역기반일 경우,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기반 소득을 창출 
2012 년 여수박람회 시 비엔비히어로가 주민과 관광객을 중개해 8 개 규모의 숙박공간을 
신규 공급,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대량의 숙소를 공급해 도시 역사상 
최초로 슈퍼볼(2016년)을 유치 
O2O(online-to-offline) 서비스의 일환으로 온라인을 활용하는 소비자와 오프라인 자산 
보유자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오프라인 공급자의 신규소득을 창출 

환경비용 저감 
차량공유로 오염물질 배출 감축, 유휴자산의 활용률을 증가하고 신규생산을 감축해 
환경비용을 저감 

홍보 및  
시험적 
시장 역할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해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용이, 오프라인 사업에 비해 운영비용도 
낮음. 새로운 서비스 창업 아이디어의 시장성을 시험할 수 있음 
특히 크라우드 펀딩, 공간공유, 재능공유 분야에서 기대되는 효과.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홍보할 수 있음 

자료: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기대효과와 우려요인 및 정책적 함의, KDI, 2016년 11월 

그러나 공유경제는 규제의 미비, 신뢰 있는 중개자의 부재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숙박 부분에서는 절도 및 자산손괴의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숙박업체에 대한 강한 규제를 받

지 않기 때문에 화재 위험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또한 2014년 12월 인도 뉴델리에

서는 우버 택시를 이용하던 20대 여성 승객이 우버 운전자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승차공유 시스템에 대한 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부분의 공유경제인 크라우드 펀딩 및 

P2P 대출의 경우에는 다단계 및 유사수신업체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많게 된다. 

[도표 16] 공유경제 관련 사고 사례  
 

유형 위험 사례 

숙박 

절도, 
자산손괴 

2011 년 6 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대여된 빈집에서 절도 및 쓰레기 투척 
사건 발생 

화재 
숙박공간을 대여하는 호스트들이 숙박업체로 등록하지 않아 관련 소화/경보/피난시설의 
설치를 명령하는 소방규제를 준수하고 있지 않음 

차량 

사고 시  
책임소재 

2012 년 2 월 P2P 차량공유 플랫폼인 릴레이라이즈를 통해 차량을 대여했던 운전자가 
교통사고(사상자 5 명)을 일으켰는데 사고배상 책임이 플랫폼, 운전자, 차량 대여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명확해 소송 발생 

성폭행 
2014 년 12 월 인도 뉴델리에서 우버 택시를 이용하던 20 대 여성 승객이 우버 운전자에게 
성폭행당함 

금융 사기 P2P금융 플랫폼을 사칭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다단계 및 유사수신업체 행위 발생 

자료: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기대효과와 우려요인 및 정책적 함의, KDI,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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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로 발생하는 문제는 1) 사회적 안전성, 2) 거래상 위험, 3) 규제의 역차별 및 기존 사

업과의 마찰, 4) 과세, 5)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이 있다. 

[도표 17] 공유 경제의 예상 우려  
 

분야 우려 

사회적 안전성 

공유경제와 관련해 사회적 안전성을 해칠 우려 존재. 숙박공유와 관련해 화재나 범죄 행위,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차량공유와 관련해 운전기술 미숙 및 안전규제 미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우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신뢰도가 낮은 사람에게 대출 및 투자 
특히 숙박공유 활성화 시 주택이나 오피스텔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집값 상승, 임대인들이 
기업적 공유를 위해 기존 세입자 퇴거시킬 유인 등 주거안정성 위축 야기 
노동력이 거래되는 재능공유 시, 단순노동일수록 공급경쟁이 치열하며 최저임금 이하의 거래 
발생. 또한 고용관계의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등의 문제 

거래상 위험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온라인으로 매칭되고, 많은 경우 비정형화된 서비스가 거래된다는 
특성으로 다양한 거래위험 수반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발생. 또한 위험이 실제 
발생했을 때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해결방안이 미흡 

규제의 역차별 및 
기존 사업과의 
마찰 

기존 공급자와의 마찰은 공유경제의 도입과정에서 가장 부각되는 문제. 특히 기존 공급자와 
공유경제의 신규 공급자에 대한 차별화된 규제 
만약 공유경제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기존 사업자에 미치지 못하고 가격 
경쟁력만 있을 경우, 기존 사업자들이 도태되면서 오히려 전반적인 서비스 질 하락으로 
귀결될 위험 

과세 문제 

공유경제를 통해 소비자 편익, 공급자와 플랫폼은 소득을 얻어 소비세와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 그러나 제도가 미비해 공유거래의 상당수가 법적 등록 없이 이루어지며 세금을 부과할 
근거자료도 없음 
특히 글로벌화된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경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조세회피가 가능 

기타 

공유경제 플랫폼의 특성상 초기 단계에는 거래참여자의 부족으로 활성화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성숙 단계에서는 플랫폼의 독점화 문제가 발생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노출하게 되는 문제, 
공유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남용 등 문제 

자료: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기대효과와 우려요인 및 정책적 함의, KDI,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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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효과 대 창출효과 

공유경제에 관해서는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째, 공유경제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신산업에 대한 규제의 부재를 틈타 성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관점이다. 기존의 서비스 공급자들

은 안전규제, 세금납부 등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공유경제를 통해 신규 진입한 공급자들은 규

제를 회피하기 때문에, 기존 공급자들이 부당하게 차별 받는다는 인식이다. 

둘째, 공유경제는 새로운 공급채널을 도입해 공급경쟁을 강화해 사회후생에 기여한다는 관점

이다. 공유경제(특히 공유 플랫폼)의 도입으로 이러한 비전문적 일반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유

휴자산을 활용한 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공급자와 수요자가 신규거래에 

참여해 사회적 편익이 창출되게 된다. 

KDI는 미시적 분석을 통해 전통경제와 공유경제의 소비자, 생산자 후생 및 전체 사회적 후생

의 변화를 설명한 바 있다. 도표 17은 전통경제와 공유경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의 변화

를 설명하고 있다. 공유경제가 도입되면 수요자들은 기존공급자와 공유경제로 인한 신규공급

자들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균형점은 전통경제인 E1에서 공유경제 E2와 E2’로 양분된다. 기존공급자의 가격은 

P1, 물량은 Q1에서 Q2’로 감소한다. 신규공급자의 가격은 P2, 물량은 Q2-Q2’만큼 증가한다. 

사회적 후생의 변화는 사다리꼴 기존거래 구축효과, 직사각형 형태의 신규거래 창출효과가 발

생된다. 결국 기존 공급자의 후생손실, 신규공급자 및 수요자의 후생증가가 나타나게 된다. 

[도표 18] 공유경제에서의 사회후생 효과 : 구축효과 대 창출효과 
 

 
 

자료: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KDI,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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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도입에 따른 균형이동과 후생의 변화는 1) 가격의 하락으로 신규거래가 확대, 2) 소

비자는 기존공급자 혹은 신규공급자를 선택할 기회 증가, 3) 기존 공급자들의 구축효과를 야기

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신규거래 창출효과가 기존거래 구축효과를 상회할 때 이득이 된다. 

다만 공유경제 도입 시 기존 소비자, 신규 소비자, 신규 공급자 및 공유 플랫폼의 후생은 변동

하지 않거나 증가하는 반면 기존 공급자의 후생은 변동하지 않거나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공

유경제 도입 시 기존 공급자가 받는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유경제의 기존거래 

구축효과를 통제하면서 신규거래 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규제방식이 요구된다. 

[도표 19] 공유경제 도입에 따른 후생 변화  
 

구성원 변화 

개별 
구성원 

공유경제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 공급자의 후생은 (변동하지 않거나) 감소 

다른 모든 구성원(기존 소비자, 신규 소비자, 신규 공급자, 공유 플랫폼)의 후생은 (변동하지 않거나) 
증가 

전체 사회 

공유경제 도입 시 사회후생 효과 분석 시, 기존거래 구축효과와 신규거래 창출효과의 크기를 
비교해야 함 

기존 산업내부의 경쟁 정도는 구축효과와 창출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기존 산업의 경쟁도 낮을수록 기존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소비자가 많아서 신규거래 창출효과가 
크고 기존 공급자와 공급자산 경쟁이 적으므로 기존거래 구축효과가 작음 

결론 기존 산업의 경쟁도가 낮을수록 공유경제가 사회후생에 기여하는 폭이 큼 

자료: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KDI, 2016년 11월 

 

[도표 20] 공유경제에서의 사회후생 효과 : 구축효과 대 창출효과 
 

 
 

자료: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KDI,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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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규제방향 

KDI는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고, 기존거래 구축효과를 통제하고 신규거래 창출효과

를 극대화해 사회후행을 증진하기 위해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규제의 목적과 방향

으로 1) 공유거래 활성화, 2) 제도적 기반 마련, 3) 적절하고 공정한 규제를 제안하고 있다. 

[도표 21] 공유경제 규제 목적과 방향  
 

규제 목적 규제 방향 

공유거래 
활성화 

공유경제의 신규거래 창출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공유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허용해야 함 

제도적 기반 
마련 

공유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공유거래 관련 주체들의 법적지위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함 

적절하고 
공정한 규제 

공유경제의 기존거래 구축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세금, 안전, 위생 등에 관한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요구되며 기존 산업과의 규제의 형평성이 맞추어져야 함 

자료: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KDI, 2016년 11월 

일각에서는 전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공유경제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공급자는 비전문적으로 기존 공급자에 비해 각종 규제를 준수하는 데 따른 전문성

이 부족하고, 공유경제의 간접적 망외부성(indirect network externality : 소비자가 많을수록 

공급자가 해당 플랫폼을 사용할 유인이 증가하고, 동일하게 공급자가 많을수록 소비자가 해당 

플랫폼을 사용할 유인이 증가하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서 전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KDI는 공유경제에 대한 새로운 규제방식으로 ‘거래량연동규제’와 ‘집행이양’이라는 두 가지 아

이디어로 구성된 패키지 규제를 제안하였다. 거래량 연동규제는 공유거래 공급자에 대한 규제

안이며, 집행이양은 공유 플랫폼에 대한 규제안을 의미한다. 

거래량연동규제는 공급자를 전문적 공급자와 비전문적 공급자로 구분해 규제강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전문적, 비전문적 공급자의 구분 기준은 거래량이며 규제당국은 거래량의 일정한 한

도를 책정하고, 개별 공급자는 자신의 거래량을 직접 선택해 규제를 받게 된다. 

[도표 22] 거래량연동규제(regulation-in-proportion) 
 

 
 

자료: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KDI,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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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플랫폼 규제의 방안으로 집행이양(delegated implemention)을 제안하였다. 거래량

연동규제는 집행의 어려움이라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규제당국은 개별 공유거래 공급자

들에 대해 거래량 축소 보고, 세금 및 등록업무, 비전문적 공급자에 대한 판별 등에 있어 과도

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집행이양은 플랫폼, 또는 자율규제협회를 통해 규제하는 방안이다. 

[도표 23] 거래량연동규제의 문제점과 집행이양을 통한 보완  
 

문제점 집행이양을 통한 보완 

거래량 축소보고 플랫폼(또는 자율규제협회)이 공급자를 대신하여 보고 

세금/등록 업무 플랫폼(또는 자율규제협회)이 원천징수, 등록대행 

비전문적 공급자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플랫폼(또는 자율규제협회)이 공급자를 자율규제 

자료: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KDI, 2016년 11월 

공유경제 플랫폼은 단순 중개만을 담당할 뿐 실질적 공급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규제의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거래량연동규제를 시행하는 각국 역시 규제의 초점이 개별 공급자

에게 맞추어져 있고 플랫폼 규제를 별도로 도입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실제 공유경제 플랫폼은 공유거래의 공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KDI는 공유 플랫폼에 대해 1) 공유 플랫폼이 소비자와 공급

자를 자발적으로 규율하는 자율규제 의무(또는 권고), 2) 개별 공유거래의 가격, 거래량, 거래

형태, 사고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규제당국에 보고할 의무, 3) 개별 공유거래로부터 발생

되는 소비세,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4) 공유 플랫폼 역시 소득을 창출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

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도표 24] 거래량연동규제의 해외 사례  
 

지역 규제방식 

샌프란 
시스코 

- 지역주민만 단기임대 호스트가 될수 있음 

- 호스트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 90일까지 단기임대 허용 : 90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첫 적발시 하루 
416달러, 두 번째 적발 시 하루 1,000달러의 벌금 부과 

- 호스트 또는 플랫폼은 책임보험(보장범위 최소 50만 달러) 가입 의무 

- 호스트는 호텔과 동률의 소득세 납부 의무(14%) 

- 호스트가 임차인인 경우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 이상의 수익을 단기대여를 통해 거두는 것은 
금지 

산타 
모니카 

- 호스트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단기임대 금지 

- 호스트가 동거하는 경우 연속 30일 동안 단기임대 허용 

- 호스트는 호텔과 동률의 소득세 납부 의무(14%) 

함부르크 
- 1차 주거지 공간의 50% 상시 임대 가능 

- 1차 주거지 공간의 100%는 연중 180일까지 임대 가능 

런던 
- 연중 90일까지 단기임대 허용 

- 단기임대 소득은 4,250파운드까지 면세 

시애틀 
- 승차공유 허용차량 대수는 총 300대 

- 주당 16시간까지 승차공유 허용 

자료: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KDI, 2016년 11월 



 
 

Special Report 

공유경제와 투자의 기회  

 

 

 

    

각국의 공유경제 분야별 규제 

[도표 25] 각국의 숙박공유 규제  
 

지역 규제방식 

샌프란 
시스코 

○ 게스트 

 - 청소비를 포함한 임대료 전체의 14%에 대한 단기숙박세 납부 

○ 호스트 

 -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샌프란시스코 영주거주자(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만이 등록할 수 있음 

 - 1회 30일 미만, 연간 90일까지 단기임대 가능 : 호스트가 게스트와 함께 있는 경우 일수제한 없음 

 - 플랫폼과 연대하여 게스트 부담의 단기숙박세를 원천징수하여 시 정부에 납부하고, 50만 달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함 

 - 플랫폼과 연대하여 주거일, 임대일, 주택의 사용용도에 대해 시 정부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함 

○ 플랫폼 

 - 플랫폼은 시 정부가 거래내역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함 

 -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단기임대 가능기간을 초과한 경우 리스트에서 
삭제해야 함 

산타 
모니카 

 - 호스트가 게스트와 합께 있는 경우 연속 30 일 동안 단기임대를 허용하나, 호스트가 함께 있지 
않는 경우 단기임대 불허 
 - 호스트는 영업면허 취득의무, 게스트의 단기숙박세(14%)를 원천징수할 의무, 임대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영국 

 - (런던) 연간 90일까지 단기임대 허용 

 - 호스트는 임대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호스트가 주 거주지를 공유하는 경우 연간 
7,500파운드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 맨체스터와 리드를 선도적 공유도시로 선정하여 규제를 감면하고 공유경제의 효과를 실험 

독일 

○ 함부르크 

 - 호스트는 1 차 주거지(주 거주지)의 50%를 상시 임대할 수 있으며, 1 차 주거지의 100%는 연간 
180일까지 임대 가능 

 - 호스트의 매출이 400유로를 넘는 경우 납세의무 있음 

○ 베를린 

 - 1 차 주거지의 50% 이하만 임대하거나 정식으로 단기임대업자로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단기임대를 금지 

한국 

 - '공유민박업'이라는 업역을 새로이 정이 

 - 호스트가 거주하는 방 5개 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제외)은 연간 180일까지 단기임대 가능 

 - 사업자등록, 공중위생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 의무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필요시 호스트와 플랫폼에 정보보고/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서류/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음 

자료: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KDI, 2016년 11월 

[도표 26] 각국의 차량공유 규제  
 

지역 규제방식 

영국 

 - 우버앱과 미터택시의 동일성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의 고등법원 판결은 모두 
우버앱의 합법성 인정 

 - 2017년 4월부터 차량공유를 통한 소득은 1,000파운드까지 소득공제 

중국 

○ 중국 교통부, Internet Car-hailing Licence Provisional Rules 

 - 택시서비스로 차량을 등록해야 하고, 택시면허가 없는 개인 운전자 간의 승차공유는 금지 

 - 차량과 승객에 대한 책임보호 가입의무 부여 

 - 플랫폼은 운전자와 노동고용계약을 맺고, 중국에 사무실과 서버를 두고, 지방 교통과와 거래 
데이터를 공유해야 함 

자료: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KDI,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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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7] 각국의 차량공유 규제  
 

지역 규제방식 

미국 

○ 시애틀 

 - 승차공유 허용 차량대수는 총 300대 

 - 주당 16시간까지 승차공유(교통네트워크업, TNCs) 허용 

 - 승차당 10센트의 규제부담금을 시 정부에 납부(규제집행 비용에 사용) 

○ 메사추세츠 주 

 - 승차할 때마다 교통인프라 기여금 20센트 부과 

 - 교통인프라 기여금 중 5센트는 택시산업 보조금으로 2021년 말까지 부과 

○ 캘리포니아/오리건/워싱턴 주 

 - '개인차량공유' 업종을 규정, 상업적 행위가 아님을 명시하고 안전, 보험규제 적용 

 -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 플랫폼 사업을 '교통네트워크' 사업으로 법적으로 인식, 합법화하고 관련 
규제를 신설 

 - 워싱턴 주는 교통네트워크 수익의 1%를 소득세로 부과 

○ 캘리포니아 주의 교통네트워크 플랫폼 규제방안 

 - 차량 전후면에 회사로고 부착 

 - 운전자의 범죄경력 사전검사 및 운전교육 강화 

 - 매년 차량점검 의무화 

한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공유, 승차공유 불허 

 - 승차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는 2015년 3월 영업중단 

자료: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KDI, 2016년 11월 

[도표 28] 각국의 크라우드펀딩 규제  
 

지역 규제방식 

미국 

- 학자금 대출은 크라우드펀딩 대상에서 제외 

- 당분간 증권법, 대부법, 소비자보호법 등 기존 법을 중심으로 플랫폼이 자율규제 

- 플랫폼은 SEC에 등록하여 증권판매 면허 떠는 대부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함 

- 플랫폼은 모든 기록과 거래정보, 개별 대출채권을 SEC에 보고해야 함 

- 고객자금관리 방섹에 대한 규제내용은 없음 

영국 

- 증권형과 더불어 대출형도 2014년 4월부터 규제대상에 포함 

- 플랫폼은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금융감독당국(FCA)의 영업인가를 받아야 함 

- FCA에 고객자금 보유현황, 재무상황, 중개대출정보, 고객불만사항 등을 매년 보고해야 함 

- 제3의 은행에 고객자금을 보호 예치해야 함 

중국 

- 정규 금융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관련 규제가 미비 

- 2014년 플랫폼이 투자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후 폐업하는 등 금융사기가 발생하자 대출형 플랫폼 
74곳을 폐쇄 

- 2016년 8월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3기관의 관리를 받도록 규정 

한국 
- 금융위원회는 시장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규제하지 않고 관망하기로 함 

- P2P 대출 국내시장 규모는 2014년 57.8억원, 2015년 447.7억원 

자료: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KDI,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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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향 

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방향 

한국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서비스 시장 진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1) 

혁신적인 공유 플랫폼 등장 촉진∙활성화, 2)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 제고, 추진전략으

로는 1)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숙박, 교통, 공간, 금융∙지식 및 기타 분야), 2)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① 과세체계 정비, ② 공급자∙소비자 보호, ③ 공유경제기업 혁신지원

에 대해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소관부처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표 29] 한국 정부의 공유경제 추진과제 현황  
 

목표 분야 추진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숙박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 문체부 2019.1/4~ 

우수 농어촌 민박업 선정 및 홍보지원 농림부 2019.1/4~ 

불법 숙박업소 주기적 단속 복지부 2019.1/4~ 

교통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내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장소 자율화 국토부 2019.3/4 

카셰어링 차량의 타지역 일시상주기간 확대 국토부 2019.2/4 

카셰어링 차량 고지서 발송장소 변경 허용 국토부 2019.2/4 

카셰어링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재부 2019.1/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국토부 2019.1/4 

한정면허 제도 수요자 친화적 개선 국토부 2019.3/4 

광역버스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국토부 2019.2/4 

공간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 서울시 2019.1/4~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 법무부 2019.2/4 

공공자원 개방∙공유 시스템 구축 행안부 2019.4/4 

공공부분 해외사무소 공간 예약플랫폼 구축 중기부 2019.1/4~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행안부 2019.2/4~ 

지자체의 공유공간 조성 지원 행안부 2019.1/4~ 

초중고교 생활체육시설 공유모델 확산 서울시 2019.4/4 

금융∙지식 등 기타 

P2P 대출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인하 기재부 2020.1/4~ 

P2P 대출 산업의 법적근거 마련 금융위 2019.4/4 

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 금융위 2019.2/4 

K-MOOC를 통한 재능공유 촉진 교육부 2019.1/4~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과세체계 정비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 마련 기재부 2019.1/4 

공유경제 납세 가이드라인 마련 국세청 2019.2/4 

종사자∙소비자 보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고용부 2019.1/4~ 

산재보험 부과∙징수체계 정비 고용부 2019.4/4 

O2O 서비스 공급자의 신고의무 부담 완화 공정위 2019.2/4 

공유기업 혁신지원 

플랫폼 기업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기재부 2019.1/4 

기업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 확대 행안후, 과기정통부 2019.1/4~ 

플랫폼 경제 조사∙분석기반 구축 과기정통부 2019.4/4 

자료: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서비스산업 혁신 Ⅱ), 관계부처 합동,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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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경제 5개 분야 활성화 방안 

 

[도표 30] 숙박공유 활성화 방안  
 

구분 내용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 

- 도시지역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 허용 추진 (관광진흥법 개정) : 
전문숙박업으로 변질방지를 위해 본인이 거주중인 주택(허용주택의 종류는 추후 시행령으로 규정)만 등록을 
허용하고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일수 제한 
- 지역 숙박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탄력적 운영 허용 : 지역별 상황을 감안하여 조례로 입지지역 및 
영업일수 등을 180일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추진 
- 투숙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유사업종 기준을 고려해 소방∙숙박위생 등 의무부과)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 검토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 강화 

- 기존 숙박업계 발전 지원 : 새로 도입하는 도시민박업과 기존 숙박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기존업계 지원책 마련 

- 공정한 경쟁질서 : 숙박공유 규제는 완화하되 공정경쟁을 위해 불법업소의 시장진입 금지, 플랫폼 기업의 관리책임 
강화 

- 상생협의체 가동 :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한 협의채널 운영 

자료: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서비스산업 혁신 Ⅱ), 관계부처 합동, 2019년 1월 

 

[도표 31] 승차공유 활성화 방안  
 

구분 내용 

카셰어링 활성화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 내에서 운행하는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 장소를 자율화 : 세종시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는 전용구역 내 장소에서 카셰어링 차량 배차∙반납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스마트도시법 개정) 
- 편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의 일시상주기간 확대(1→3 개월) : 타지역 일시상주기간을 3 개월로 확대하여 
휴가철 수요에 대응, 편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 극대화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 무인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해 고지서 발송장소 변경 허용 : 기존 카셰어링 이용시 과태료, 법칙금 등 고지서는 
차량 등록지인 무인영업소로 발송→분실 등으로 회수 어려움. 무인영업소 운영시 등록지를 영업소, 주사무소(본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 면허 처리요령 개정) 
- 친환경차량인 수소차 카셰어링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 자동차대여업자가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조특법 개정) 
-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용 자동차 대여기간의 산정기준을 명확화해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 : 
카셰어링 플랫폼에서 자동차 대여기간을 측정할 경우 대여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전세∙노선버스  
공유를 위한 교통  
020 서비스 활성화 

-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노선화되지 않은 비정기, 일회적 운행시에 한정) - 
비노선 운영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1 개 운송계약으로 간주하여 허용(여객법 
유권해석) 
- 한정면허 제도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노선 운행시 행정∙제도적 애로사항 해소 : 한정면허 발급주체를 기점 
소재 지자체로 명확화하고 지자체간 이견시 국토부가 중재∙조정해 신속한 면허발급을 지원 
- 주요 광역버스(M-Bus)에 온라인 좌석 예약제(모바일 앱을 활용해 특정시간대에 원하는 좌석을 예약하여 탑승)를 
단계적으로 확대 (현재 8개 노선→2020년까지 17개 노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 추진 

- 승차공유는 1) 국민편의 제고, 2) 교통산업의 발전, 3) 기존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라는 기본원칙 하에 사회적 
대타협 추진 

자료: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서비스산업 혁신 Ⅱ), 관계부처 합동, 2019년 1월 

 

[도표 32] 재능공유 활성화 방안  
 

구분 내용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 
K-MOOC 를 통한 
재능공급 촉진 

-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K-MOOC(온라인으로 대학 등의 우수강좌를 제공하고 토론, 퀴즈 등 양방향 학습지원) 
강좌개발 주체 다양하(현행 대학, 기업, 출연연 등 허용→개선 민간연구기관, 공익법인 등 추가 검토) 
- 우수 전문인력의 참여를 유도하고 양질의 콘텐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유료 서비스(예: 유료 이수증 발급) 
도입(~2021년) 
-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심화∙직업교육 강화 등을 확보하고, K-MOOC 이수결과의 학점인정 확대(학점인정 등에 과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2019년 시행) 

자료: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서비스산업 혁신 Ⅱ), 관계부처 합동,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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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3] 금융공유 활성화 방안  
 

구분 내용 

P2P 대출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인하 

- P2P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소득세율 인하 

- (기존) P2P 투자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25%의 소득세율 적용(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 14%) 
- (개선) 관련 법(P2P 대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예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적격 P2P 플랫폼에 대해 P2P 
투자 이자소득세율을 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과 동일한 14% 적용(2020년부터 1년간 한시적 시행) 

P2P 대출 투자자보호 
강화 

- P2P 업체관련 정보, 연체채권실태 등 정보제공∙공시강화, 대출부실 전가 방지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강화 

- P2P 대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추진 

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 

- 창업∙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기존)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7 년내 기업만 발행인으로 참여 가능하며, 연간 최대 7 억원 모집가능, 중개업자의 
경영자문 금지 
 (개선) 일반 중소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허용, 연간 발행한도 대폭 확대(15 억원),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자료: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서비스산업 혁신 Ⅱ), 관계부처 합동, 2019년 1월 

 

[도표 34] 공간공유 활성화 방안  
 

구분 내용 

[주차장 공유]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 

- 주차공간 공유촉진을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는 경우 요금감면(주차면 배정자에게 주차요금의 최대 
50%까지 상품권 등으로 환급), 추후 배정시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서울시) 
- 주차장 공유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센서 설치 등 IoT 기술(주차장에 주차여부 등을 
판별→앱을 통한 주차장 정보제공시  활용) 시범도입(~2022년) 

[주거 공유] 분쟁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점유형태, 분쟁형태∙빈도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법무부) 
- 예) 셰어하우스 입주자간 생활규칙 미지정 또는 생활규칙에 따른 입주자 강제 퇴거명령으로 발생하는 분쟁 등에 
대비 

[공공자원 공유] 
공공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및 활용도 제고 

- 국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유자원 개방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예약∙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2019 년), 2018 년 8 월부터 442 개 기관 대상, 회의실, 강당, 주차장, 연수원, 체육시설 등 개방정보를 정부 24 
사이트에 통합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중 
- 해외진출 국내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해외사무소의 유휴공간을 공유오피스로 전환(2019년~), 
기업이 해외사무소 유휴공간을 확인∙예약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 등을 이용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조성 
지원(2018년 공모를 통해 일부 지자체만 시범적으로 지원→2019년 전국 확산) 
- 초∙중∙고교 생활체육시설 개방촉진을 위한 공유모델(민간 공유기업이 협력학교의 생활체육시설 실시간 예약을 
지원하고, 시설∙인원 및 안전 등을 전담하여 관리(2018년 4개교→2019년 목표 10개교) 

- 교육청이 보유한 미사용 폐교(2018년 3월 기준 420개) 활용도 제고 

[창업공간 공유]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경감 

- 청년 창업공간으로 이용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대부료 감경 허용(2019 년 6 월 시행,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자료: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서비스산업 혁신 Ⅱ), 관계부처 합동,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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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도표 35] 과세체계 정비 방안  
 

구분 내용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간편 과세기준 마련 

- 다수의 공급자가 소액의 소득을 창출하는 점을 감안해 납세편의와 행정비용 등을 감안한 간편 과세기준 마련 

- 500 만원 이하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현재는 소액의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자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사업소득인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신고 의무까지 부담)함으로써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 

- 간편 과세방식을 통해 ①소득분류 불확실성 완화, ②납세편의 제고 등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 기대 

공유경제 납세 
가이드라인 마련 

- 납세순응 제고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자를 위한 공유경제 분야의 납세 가이드라인 제시 

- 해외사례 : 미국, 호주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유경제 관련 별도 세션을 두고 세법규정에 따른 의무와 
소득계산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 

자료: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서비스산업 혁신 Ⅱ), 관계부처 합동, 2019년 1월 

[도표 36] 공급자∙소비자 보호 방안  
 

구분 내용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2021년까지 방문, 돌봄서비스, IT 업종 프리랜서 등 다양한 플랫폼 기반 노동력 공급자를 포함(현행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 → 확대 방문서비스 종사자, A/S 기사(~2020 년), 돌봄서비스 종사자, IT 업종 
프리랜서(~2021년))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한 범위도 질병∙육아 등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서 허용 (현재는 종사자가 
임의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을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다양한 종사형태가 포함된 '피보험자' 개념으로 확대 

플랫폼 노동에 적합한 
산재보험 부과∙징수 체계 
마련 

- 주로 고용관계가 모호하고 고정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①플랫폼업체가 업무를 배분하고 소비자가 
직접 보수 제공, ②여러 플랫폼 업체에 중복 종사, ③단시간∙유동적 노동 등으로 평균보수 산출 곤란)을 감안, 
거래건별 산재보험 부과∙징수체계 마련 
- (기존) 평균 보수액에 기반한 단체보험으로서 고용주가 납부 → (개선)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착수하고,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건별요율 체계 마련 

O2O 서비스 공급자의 
신고의무 부담 완화 

- 카셰어링 등 O2O 서비스 공급자가 별도 신고 없이 전자상거래 가능하도록 신고의무 부담 완화 추진 

- (기존)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 
의무(전자상거래법 제 12조) → (개선) 관계법상 인∙허가, 사업자등록 완료시 통신판매업 신고 제외 

-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공급자의 환불∙손해배상, 플랫폼 업체의 정보제공 의무 등은 존치 

자료: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서비스산업 혁신 Ⅱ), 관계부처 합동, 2019년 1월 

[도표 37]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지원 방안  
 

구분 내용 

공유경제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유망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약공제 대상 
확대(법인세∙소득세 중소기업 30~40%, 대∙중견 20~30%) 
- 데이터∙보안 등 ICT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법인세∙소득세 중소 25%, 중견 8%, 
대기업 최대 2%) 
- 세액공제 대상 블록체인 등 16개 신기술 발굴∙추가(조특법 시행령 개정), 데이터∙보안 등 ICT 관련분야 추가(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기업이 공유∙활용 가능한 
데이터 확대 

- 정부가 보유한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을 확대(2022 년까지 128 종)하고, 기업이 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맵(공공데이터 소재 및 연관관계를 시각화한 자료) 공개(2019년) 
- 빅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전문센터 구축(100 개) 및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분석∙유통(빅데이터 전문센터로부터 
수집한 빅데이터 활용)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 지능형 서비스로 활용도가 높은 분야의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2017 년 법률, 특허 등 4 종 → 2018 년 관광∙문화, 
농업, 헬스케어, 음성 등 7종 → 2019년 사물∙시설 이미지, 도로∙안전∙동작 영상 등 총 10여종 구축 예정 

공유경제 조사∙분석기반 
구축 

-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 현황파악을 통한 정책수립을 위해 O2O 시장동향∙이용실태 조사(분야별 인력, 
매출, 수익모델 등 시장현황, O2O 서비스 이용계층, 인지도 등) 

- 이를 바탕으로 O2O 서비스 산업분류체계(안) 마련(2019년) 

자료: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서비스산업 혁신 Ⅱ), 관계부처 합동,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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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공유경제이자 혁신자본 역할의 크라우드펀딩 

소규모 혁신자본의 필요성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홍보해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군중 또는 다수

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이다.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

자중개업자)의 온라인(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로 말한다. 최근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있어서 신생초기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금융 

및 투자 공유의 핵심적인 방안으로 크라우드펀딩이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표 38] 크라우드펀딩 구조 
 

 
 

자료: 크라우드넷,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크라우드펀딩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 인데 1) 신생초기기업의 자금조달 문제 극복과, 2) 자금

조달 과정이 일반공모에 비해 쉽다는 점이다. 신생기업의 경우 높은 성장잠재력과 혁신적인 사

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특성상 외부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데, 이에 대안으로 최근 

각국 정부로부터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은 일반 

공모에 비해 증권신고서 작성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생·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

하게 지원한다.  

[도표 39]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공백(funding gap) 완화 
 

 
 

자료: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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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40]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의 장점: 기존대비 수월한 자금조달 과정 
 

 
 

자료: 크라우드넷,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크라우드펀딩 유형은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1) 문화예술활동이나 공익사업을 후원하는 

후원·기부형, 2)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익을 받는 대출형, 3) 실현된 사업의 지분을 보상으로 

받는 지분형(증권형, 투자형) 등이 있다.  

[도표 41]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분류 (단위: 십억원) 
 

유형 자금조달방식 보상형태 투자동기 

후원·기부형 
기부, 

사전구매 
비가시적 혜택(기부에 따른 만족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기념품, 음반, 시사회 티켓 등) 

사회적, 비금전적 동기 

대출형 대부 
원리금 및 이자수취가 주요 목적(사회적 
목적이 동반된 경우 이자를 받지 않기도 함) 

금전적 이익창출이 주요펀딩 참여 
동기 

증권형 지분투자 
사업성공에 따른 투자수익 배분,  
비가시적 혜택 

기업가에 대한 순수한 지원, 창업 
활성화 및 투자를 통한 이익창출 

자료: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9년 1월,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42] 기타 모험자본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비교  
 

분류 투자대상 
투자자 특성 

투자방식 
투자 
적극성 

경영지원/가치제고 
전문성 투자동기 

인큐베이터 
창업, 아이디어 
단계 

고 
대부분 비영리, 
사회적 목적 

- 높음 
창업에 필요한 지적, 물적 
지원 

엑셀러레이터 
창업, 아이디어 
단계 

고 
금전적 수익창출, 
사회적 목적 

개인, 네트워크를 통한 직접 
지분투자 

높음 
창업에 필요한 지적, 물적 
지원(사무실 제공, 멘토링 등) 

엔젤투자자 창업 및 초기 고 금전적 수익창출 
개인 또는 다른 엔젤과 폐쇄적 
네트워크를 통한 직접 투자 

높음 경영자문, 네트워크 제공 

마이크로 VC, 
슈퍼엔젤 

창업 및 초기 고 금전적 수익창출 
개인 또는 VC, 엔젤 등과 
네트워크를 통한 직접 투자 

높음 경영자문, 네트워크 제공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창업 및 초기 저 
금전적 수익창출, 
사회적 목적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다수 
개인들이 공동 지분투자 

낮음 
분산된 지분구조, 낮은 
전문성으로 사후관리 미흡 

기업벤처캐피털(CVC) 
창업, 
초기~후기 

고 
수익창출, 
기술혁신, 전략적 
목적 

대기업이 직접 지분투자 높음 경영관리, 기술개발 지원 

정부벤처캐피털(GVC) 
창업, 
초기~후기 

중 
금전적 수익창출, 
정책적 목적 

공공자금 직접투자 또는 
민간VC에 간접 출자 

보통 이사회 참여, 전략적 지원 

자료: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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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43] 크라우드펀딩 운영구조 
 

 
 

자료: 크라우드넷,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16~18년) 총 417개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

해 755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펀딩 성공기업의 평균 업력은 3년 4개월이고, 건당 평균 조달

금액은 1.6억원으로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9

년 1분기 기준으로는 총 43개의 창업·벤처기업이 114억원 크라우딩펀딩을 발행했고, 평균 

조달금액이 증가했는데, 최근 연간모집한도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도표 44] 국내 크라우드펀딩 성공건수 및 성공기업 개수  [도표 45] 국내 크라우드펀딩 성공금액 
   

 

 

 

   

자료: 금융위원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금융위원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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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6] 국내 크라우드펀딩 업력별 성공건수  [도표 47] 모집규모별 성공건수 
   

 

 

 

   

자료: 금융위원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금융위원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전체 투자자는 39,152명에서 일반투자자 비중이 93.8%이고, 일반투자자 투자금액 비중도 

52.5%로 전체적으로 일반투자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건당 평균 

투자자수는 81명이며, 평균 투자금액은 193만원 수준이다. 

[도표 48] 국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수  [도표 49] 국내 크라우드펀딩 인당 투자금액 
   

 

 

 

   

자료: 금융위원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금융위원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크라우드펀딩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2016년 시작) 지난 3년간 성과를 살펴본다면, 1)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 원활한 후속투자를 유치한 점과, 2) 신규 고용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 92개 기업은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583억원의 후속 투자금과 

164억원의 정책자금을 유치했고,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197개사가 `2018년에 535명을 

신규 고용(고용증가율 26.8%) 했고, 이 중 2018년에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경우 

2018년에 신규 고용을 380명이나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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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0] 국내 크라우드펀딩 성공사 중 후속투자 유치 실적  [도표 51] 국내 크라우드펀딩 성공사의 일자리 창출 
   

 

 

 

   

자료: 금융위원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금융위원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 국내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들의 채무증권을 살펴보더라도 2018년 

12월말 기준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 88건 중 55건은 투자이익이 발생하였고, 27건은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원금(127.3억원) 대비 투자손실액(18.9억원)이 크지 않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도표52] 만기가 지난 크라우드펀딩 자금회수 현황(‘18.12월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583

164

0

200

400

600

800

후속투자 유지 정부 정책자금

(억원)

1,999 

2,534 

1,000

2,000

3,000

'17년말 '18년말

(명)

26.8%

(535명)

71.9
77.9

49.6

17.7 18.9

5.8 5.8

0

20

40

60

80

100

발행액 상환액 발행액 상환액 원금 전액손실 발행액 상환액

투자이익

발생 채권

투자손실

발생 채권

원금만 상환된

채권

(억원)
수익률 8.3% 손실률 64.3% 손실률 0%



 
 

Special Report 

공유경제와 투자의 기회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중개업자 현황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참여자로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제공업체가 있는데, 실제 이러한 온라

인중개업자는 단순히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펀딩 이전 프로젝트의 수익

성, 성장성,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펀딩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검증, 

발행회사와 투자자들에게 크라우드펀딩 관련 정보 제공, 프로젝트 홍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한다.  

[도표53]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 
 

 
 

자료: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9년 1월,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54]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현황  
 

 
서비스 개시일 

모집액 
투자자 수(명) 캠페인 수 

금액(억원) 비중(%) 

와디즈 2016.01.25 301.4 49.8  26,060  251 

오픈트레이드 2016.01.25 66 10.9  1,477  91 

IBK투자증권 2016.03.17 61.4 10.2  1,756  39 

크라우디 2016.06.15 44.6 7.4  1,102  24 

KTB투자증권 2016.07.07 26.5 4.4  512  14 

코리아에셋투자증권 2016.03.17 22.4 3.7  596  48 

오마이컴퍼니 2016.03.17 16.4 2.7  597  46 

이안로드 2016.12.20 15.9 2.6  276  7 

유진투자증권 2016.06.15 15.4 2.5  184  18 

키움증권 2016.06.15 11.4 1.9  189  8 

유캔스타트 2016.01.25 7.9 1.3  22  8 

인크 2016.01.25 7.7 1.3  310  24 

펀딩포유 2016.07.28 4.2 0.7  182  14 

신화웰스펀딩 2016.02.04 1.9 0.3  67  4 

우리종합금융 2016.09.29 1.7 0.3  204  6 

합계 
 

604.8 
 

33,534  602 

자료: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9년 1월   주: 2016년 1월~2018년 3월 

 

기업 플랫폼 투자자
①프로젝트 제안서 제출 ③프로젝트 개시 및 홍보

④중개수수료

⑤투자금 지급

②제안서 심사

⑥보상 및 투자 수익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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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55] 국내 주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업체별 특성 비교  
 

  
와디즈 오마이컴퍼니 크라우디 오픈트레이드 IBK투자증권 

펀딩유형 
투자형(주식, 채권), 
리워드형 

투자형(주식, 채권), 리워드형 
투자형(주식, 채권), 
리워드형 

투자형(주식, 
채권), 
리워드형 

투자형 

자금 
모집 
방식 

투자형 

목표 금액의 80% 이상 
모집 시 펀딩 성공, 
청약순서에 따라 선착순 
배정 

상동 상동 상동 상동 

후원형 AON 방식 AON 또는 KIA 방식 AON 또는 KIA 방식 KIA 방식 -  

수수료 
체계 

투자형 

기본수수료 6%, 
카드결제대행수수료 
2.4% 및 펀딩 성공시 
성공수수료 추가 

펀딩 성공 시 
성공수수료(비공개), 펀딩 개시 
전 사실확인 수수료, 
온라인등록비 선납 

펀딩 성공 시 
성공수수료(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후원형 

기본수수료 6%, 
카드결제대행수수료 
2.4% (단, 펀딩 실패 시 
수수료 발생하지 않음) 

AON 방식인 경우 모집금액의 
5%, KIA 방식인 경우 모집금액의 
7%, 결제수수료(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약 3.2%) 

AON 방식인 경우 
모집금액의 5%, KIA 
방식인 경우 모집금액의 
10%, 
결제수수료(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약 3.3%) 

주요 성공사례 

모헤닉케라지스(교통/차
량), 아이언미트(푸드), 
씨플래닛(생활가전), 
다이닝코드(라이프스타일
), 핀텔(데이터/솔루션), 
인진(환경/에너지), 
세븐비어(푸드), 
오쎄인(의료/바이오) 등 

두리함께(여행, 사회적기업), 
맘이랜서(사회이슈), 
세진플러스(지역재생), 
녹색친구들(공간/리빙), 
경기도 SIB 해봄프로젝트(사회이
슈) 등 

제주맥주(식품), 
로보프런트(기술), 
펫프렌즈(제조), 
페인트팜(제조), 
테일러콘텐츠(영상기술), 
삼십구도씨(어플리케이
션) 등 

 

에스와이제이(유통), 
원더풀플랫폼(첨단기술, 
빅데이터), 
아보네(조명기기), 
에이치앤써지컬(의료기
기) 등 

부가서비스 

오픈예정 
서비스(부가서비스 
수수료 3% 납부), 
프로젝트 진행상황 분석 
서비스인 '데이터 
플러스'(수수료 2% 납부), 
발행기업과 투자자 연결 
서비스인 '와디즈 커넥터' 
제공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 특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지원(2018년 상반기) 

프로젝트 사전 공개 
서비스, 펀딩 성공 
기업에게 R&D 및 
엔젤매칭 지원, 
모의펀딩 대회 개최,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전용관 운용 

펀딩 성공 
기업들의 
타임라인 
게재, 
크라우드펀딩 
콘테스트 
개최, 
온라인멘토링, 
신티케이트 
그룹개설 및 
가입 지원 

증권업 관련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게 VC 연계 
추가투자, M&A, 
채권발행, 상장 등 성장 
단계별 지원 

웹 주소 www.wadiz.kr www.ohmycompany.com www.ycrowdy.com www.otrade.co www.crowd.ibks.com 

자료: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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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한국 정부는 공유경제와 혁신자본의 일환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

로 1) 크라우드펀딩 발행채권 정보 공개(채권의 상환, 금액, 부도율 등 통계를 예탁원이 매분

기 집계해 공개, 2019년 3분기 중), 2)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창업/벤처기업→중

소기업, 중개업자에 금산법 적용 면제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2019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추진/현재 법제처 심사중), 3)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펀딩

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2019년 내 추진(현재 입법예고 중)할 전망이다. 

[도표 56] 최근('19.1.15)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내용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개선 

① 1년 모집 가능 금액 7억원→15억원 확대 

② 투자경험 多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  
연간 투자한도 확대(기업당 5백만원, 총 1천만원→기업당 1천만원, 총 2천만원) 

③ 모든 업종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 허용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 제외)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① 투자 적합성테스트 도입,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 허용 

② 최소 청약기간(10일) 도입 

③ 투자 관련 중요사항 변경시 투자자에게 통지 및 청약의사 재확인 의무화 

④ 발행가액 산정방법,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 게재 의무화 

자료: 금융위원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7] 크라우드펀딩 관련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내용  
 

  현행 개선안 

①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창업·벤처기업으로 제한 중소기업으로 확대 

② 중개업자에 금산법상 비금융자회사 소유 제한,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의무 등 적용 여부 

적용 면제 

③ 중개업자 임직원에 상장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의무 적용 여부 

적용 면제 

④ 중개업자의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가능 여부 금지 허용 

⑤ 코넥스 상장기업의 크라우드펀딩 가능 여부 금지 상장 후 3년간 허용 

⑥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상환 현황 공개 여부 
공개하지 않음 

(예탁원에 발행사실 등록 후 기업이 
자체 관리) 

공개 
(채권 관련 통계를 예탁원이 매분기 

집계 후 공계) 

자료: 금융위원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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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의 위험과 잠재력 

ICO는 최초코인공개로 암호화폐(Crypto Currency)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자금을 모

집하며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토큰발행자(자금모집주체)는 주로 스타트업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행되는 각자가 발행

하는 코인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달러 등이 될 수도 있음) 등을 교환해 이루어진

다. 토큰매입자(투자자)로 받은 암호화폐는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며, 토큰매

입자들이 발행자로부터 받은 토큰은 프로젝트 이용에 활용 또는 거래소에서 매도할 수 있다.  

[도표 58] ICO의 구조 
 

 
 

자료: ICO 현황과 규제방안 –자본시장법 중심으로- 금융연구원, 2018년 11월 

ICO는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일종의 기부이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

금을 모집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아직 토큰의 법

적 정의 및 규제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불법자금 유통 및 투기나 사기의 위험성은 크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그 이하의 성장자본 형성의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요구된다. 

[도표 59] ICO 모집 건수 및 금액  [도표 60] 블록체인 프로젝트 펀딩, ICO와 VC 
   

 

 

 

   

자료: Initial Coin Offerings (ICOs) for SME(Small, Middle Enterprise) Financing, OECD,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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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61] ICO와 IPO 프로세스 비교 
 

 
 

자료: Initial Coin Offerings (ICOs) for SME(Small, Middle Enterprise) Financing, OECD, 2019년 1월 

[도표 62] IPO와 ICO 비교 
 

 
 

자료: Initial Coin Offerings (ICOs) for SME(Small, Middle Enterprise) Financing, OECD,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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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63] 주요 국가의 ICO에 대한 정책 및 규제 비교  
 

국가 개방수준 관할기관/관련 규정∙지침 주요 이슈 

미국 
가능 
/제한적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2015년 CFTC는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인정 

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 SEC 는 2017 년 7 월 일부 ICO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연방증권법 
적용하는 방침을 발표 

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 Howey Test를 통해 거래가 투자계약일 경우 증권으로 인정 

기존법 적용 :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 2017년 10월 가상통화 거래에 거래세 부과 

EU 
가능 
/제한적 

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 2017년 11월 ICO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 

기존법 적용 : MiFID, AIFMD,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 투자자들에게 ICO 리스크에 대해 경고, ICO 의 자금모집자가 MiFID 및 
AIFMD 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 AML/KYC 원칙 준수 의무화 및 
관련규제 강화 움직임 

영국 
가능 
/제한적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2017년 4월 11월,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보고서' 발표 

기존법 적용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SMA 

 * ICO 가 사실상 IPO 또는 사채매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금융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SMA) 적용 가능성 명시, 
투자자 보호/세금/AML 및 KYC 절차 등 관련 규제와 관련해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 명시 

규제 샌드박스 도입 

2017년 9월 ICO의 리스크 요인 발표 

 * 규제 부재, 투자자보호 불가, 사기에 취약, 구조적 난해함, 높은 변동성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 ICO 특성상 IPO 및 크라우드펀딩에 해당될 경우 
규제준수 의무 명시 

스위스 
가능 
/우호적 

FINMA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 2017년 9월 ICO 규제지침 발표 

ICO Guidence 04/2017 - 2018년 2월 ICO 관련 해석원칙 발표 

기존법 적용 :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ct, Stock Exchange Act, Banking Act,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ct, Anti-
Money Laundering Act 

 * ICO 의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지급형, 유틸리티형, 자산형으로 구분하고, 
이중 자산형의 경우 금융규제를 적용 

일본 
가능 
/우호적 

FSA (Financial Services Agency) 
- 2014 년부터 가상통화 관련 규제도입 검토, 2017 년 4 월 가상통화법 제정 
및 시행, 가상통화 발행 및 거래관련 15개 회사에 라이선스 부여 

자금결제법 내 가상통화법 제정(2017 년 
4월) : Virtual Currency Act 

- ICO 합법화 진행 중, 2017년 10월 ICO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건 발표 

기존법 적용 : Payment Services Act,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변동성과 사기 가능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적, 
자금모집 주체에는 ICO 특성에 따라 금융상품으로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사례는 아직 없음) 

- AML/KYC 관련규제 강화 중 

싱가 
포르 

가능 
/우호적 

MSA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 MAS는 2017년 8월 보도자료 발표 

ICO Guidence 
 * 토큰의 기능(미래 수익에 대한 권리, 주주권, 뮤추얼자산에 대한 소유권 
등)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 또는 채무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음 

기본법 적용 : Securities and Futures Act, 
Financial Advisers Act 

- 2017년 11월 ICO 관련 가이드라인 보고서 발표 

규제 샌드박스 도입  * ICO 기능에 따라 6개로 분류하며 각 분류에 따른 관련법 적용방침 명시 

홍콩 
가능 
/우호적 

SFC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of 
Hong Kong) 

- SFC는 2017년 9월 ICO 관련 규제를 담은 지침을 발표 

기존법 적용 : Security law of hongkong 

 * 증권선물법 조례에 따라 증권으로 인정될 경우 홍콩 증권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감독당국의 인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 
- 홍콩은 중국 본토의 ICO 금지로 인해 주요 ICO 거점으로 부상했으나 최근 
규제 및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 홍콩은 가상화폐 등 블록체인 산업에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법인설립의 용이함으로 ICO 거점으로 부상, 그러나 2018 년 3 월 SFC 의 
블랙셀 ICO 중지조치, 6월 연례보고서에서 ICO 감독강화 조치 입장 표명 등 
규제 감독이 강화' 

중국 전면 금지 

인민중앙은행, 은행규제위원회, 
증권규제위원회, 상공회의소 - 2017년 9월 ICO 및 가상통화 거래 전면 금지 발표 
규제방안 마련 중 

자료: Initial Coin Offerings (ICOs) for SME(Small, Middle Enterprise) Financing, OECD,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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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치평가 

전통적 수익모델과 네트워크 가치 

플랫폼 비즈니스의 수익모델은 1) 중개 수수료, 2) 광고, 3) 구독료, 4) 라이센싱, 5) 아이템 

판매 등으로 구분된다. 

중개 수수료 모델은 애플 앱스토어, 우버,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등이 채택하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올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검토 및 입점을 승인하고 유료판매 시 수수료 30%를 

부과한다. 우버는 드라이버가 올린 매출,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와 게스트의 숙박거래, 알리바바

는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가장 흔한 수익모델이 된다. 

광고는 구글과 페이스북에서 선택하고 있는 수익모델이다. 웹사이트 소유자는 구글의 애드센

스, 광고주는 애드워즈에 가입해 지불하는 광고수익을 구글과 나누어 갖게 된다. 페이스북은 

가입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켓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페이스북을 광

고수입 모델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2001~2008년 구글에서 일한 셰릴 샌드버그였다. 

구독료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채용 플랫폼 서비스인 링크드인

은 기본적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프리미엄 구독료는 월과금을 채택하고 있다. 넷플릭

스 역시 월 구독료를 통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라이센싱은 계약된 조건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기업들에게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운데, 플랫폼을 통해 기업 

사용자를 확보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한 것으로 기존 IT 기업들이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

를 시도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 판매이다. 플랫폼 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을 판매하는 것으로 캐릭터, 기프티콘 등 컨텐츠를 판매하는 것이다. 

[도표 64] 플랫폼 기업들의 대표적인 수익 모델  
 
구분 기업 및 서비스 방식 

중개 수수료 

애플 앱스토어 유료 어플 판매 시 금액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식 

우버 드라이버가 올린 매출의 20~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식 

에어비앤비 호스트와 게스트로부터 일정 부분의 중개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 

알리바바 상품 판매시 중개 수수료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 

광고 
페이스북 페이스북 가입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켓 광고를 통해 수익 창출 

구글 광고 프로그램 애드센스, 애드워즈 등을 통해 수익 창출 

구독료 링크드인 기본 서비스는 무료, 프리미엄 구독료는 월 $22.99~99.95까지 과금 

라이센싱 아마존 웹 서비스 IT 서비스를 사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아이템 판매 카카오, 라인 사용자 집단에 게임과 캐릭터 아이템 등을 판매해 수익 창출 

자료: 세상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가치-플랫폼 비즈니스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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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플랫폼 업체들의 목표는 오로지 수익모델이 아니다. 「플랫폼 레볼루션」의 저자인 마

셜 밴 앨스타인은 WEF 「Platform and Ecosystem: Enabling the Digital Economy」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성과 측면 요인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의 성과는 수익창출 뿐만 아니라, 사용자 및 거래빈도 확보, 시장점유율, 활동적

인 사용자, 고객 적응률, 참여율, 사용자 경험, 킬러 애플리케이션, 멤버십, 매칭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측정된다. 이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들의 생태계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하게 

되며 밸류에이션 또한 현금흐름의 합계, 혹은 수익의 멀티플 적용이 아닌 네트워크 가치를 반

영하게 되어 기존 가치평가와는 다른 방식이 나타나게 된다. 

[도표 65]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성과 측정 요인 
 

 
 

자료: Platforms and Ecosystems: Enable the Digital Economy, W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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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칼프의 법칙 

플랫폼 기업들이 오로지 수익만이 아닌 사용자 증가를 위한 다양한 목표를 잡는 이유는 네트

워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앞서 살펴본 성공한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 PER은 높

게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넷플릭스, 아마존, 알리바바, 텐센트의 PER은 각각 

81.8배, 49.1배, 34.0배, 33.5배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성장성 내지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

가가 반영되기도 하지만 플랫폼의 본질적 가치는 오히려 네트워크 확장성에 의해 좌우된다. 

[도표 66] 플랫폼 기업들의 PER는 높게 형성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네트워크 효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Metcalf’s Law가 있다. 이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위한 안정된 프로토콜인 이더넷(Ethernet)이라는 근거리 네트워킹 기술을 발명한 밥 메칼프

의 주장한 이론이다. 네트워크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주장인데, 수익체증의 

경제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는 IT 기술과 사용자 간 가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네트워

크 효과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에서 최근 플랫폼 기업의 높은 가치평가를 설명한다. 

[도표 67] 메칼프의 법칙,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자의 제곱에 비례, 수익체증의 경제효과 발생 
 

 
 

자료: 위키백과,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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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g-Zhou Zhang, Jing-Jie Liu, Zhi-Wei Xu는 2005년 「Tencent and Facebook Data 

Validate Metcalfe’s Law」논문에서 메칼프의 법칙을 비롯한 다양한 네트워크 가치평가 이론

을 토대로 텐센트와 페이스북의 가치추정을 시도한 바 있다. 

V는 네트워크 가치로 텐센트와 페이스북의 매출, C는 네트워크 비용으로 매출에서 순이익을 

뺀 비용, n은 네트워크의 사용자 수, netoid는 n의 성장추세를 사용하여 텐센트와 페이스북의 

네트워크 가치를 추정한 결과, 실제 사용자 수와 텐센트 및 페이스북의 매출은 메칼프의 법칙

에 부합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향후 플랫폼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부상에 따라 생태계 

조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가치평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될 전망이다. 

[도표 68] 변수의 정의  [도표 69] 네트워크 가치평가 모델 
   

 

 

 

   

자료: Zhang XZ, Liu JJ, Xu ZW. Tencent and Facebook Data Validate Metcalfe’s Law, JOURNAL OF COMPUTER SCIENCE AND TECHNOLOGY 30(2): 246-251 Mar. 2015 

[도표 70]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텐센트 가치평가  [도표 71]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페이스북 가치평가 
   

 

 

 

   

자료: Zhang XZ, Liu JJ, Xu ZW. Tencent and Facebook Data Validate Metcalfe’s Law, JOURNAL OF COMPUTER SCIENCE AND TECHNOLOGY 30(2): 246-251 Mar. 2015 

“알리바바의 임무는 비즈니스를 쉽게 하는 것이다.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우리의 플랫폼 

모델로, 우리는 전세계에, 그리고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매자와 판매자

를 데려오고 있다. 우리의 플랫폼 안에 있는 거의 7억 명의 사용자들이 우리의 동업자이다.” – 

Terry von Bibra, General Manager, Europe, Alibaba Group,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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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G 사례 : 할인률과 영구성장률   

현재 2018년 10월 전까지 거대 기술 기업(FANG, BAT)들의 주가는 몇 년 동안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러한 거대 기술 기업들은 웹 1.0세대, IT 버블 시절인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에 창업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가는 쉬지 않고 달려왔다. 2018년 10월 큰 

폭의 하락 이후 당사는 2019년 1월에 ‘안 좋을 때일수록 바닥에 대한 고민이 필요’라는 제목

의 리포트를 통해 기존 거대 기술 기업들의 현재 Valuation과 바닥 여부에 대해 분석했다. 잉

여현금흐름이 적자인 Netflix를 제외하고 Google, Amazon, Facebook을 DCF(Discounted 

Cash Flow) 모델을 활용해 당시 시가총액에 부합하는 영구성장률에 주목했다. Google, 

Amazon, Facebook 당시 시가총액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구성장률이 +5% 이상이었

다는 점을 근거로 당사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Multiple Valuation(P/E, EV/EBITDA) 저점 

수준에 있지만, 주가는 바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분기별 실적 이슈와 매크로 변수(미

중 무역분쟁, 금리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관점은 위 의견을 유지한다. 이번 리포트는 현재 Google, 

Amazon, Facebook의 DCF Valuation과 영구성장률에 대한 내용을 넘어 금융위기 이후, 

Google, Amazon, Facebook이 전세계 시가총액 Top 10안에 포함된 2015년 1월에 시가총액

을 설명하는 영구성장률을 DCF 모델을 통해 산출했다. 2015년 시가총액을 설명하는 영구성

장률과, 현재 시가총액을 설명하는 영구성장률 비교를 하여 Google, Amazon, Facebook이 과

거와 같이 성장기에 있는 구간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분석했다.  

나아가 웹 1.0 시대에 창업한 Google, Amazon, Facebook을 이어 웹 2.0 시대,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창업한 Uber, Lyft, Airbnb(공유경제 플랫폼 보유)와 같은 기업들의 IPO 이후 주

가 흐름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제시할 예정이다.  

[도표 72] Alphabet, Amazon 금융위기 이후 주가  [도표 73] Facebook, Alphabet, Amazon 2012년 이후 주가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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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4] 2019년 1월 발간, ‘안 좋을 때일수록 바닥에 대한 고민이 필요’ 리포트 당시 Alphabet(GOOGL) DCF Valuation  
 

(백만달러) '18E '19E '20E '21E '22E 

당기순이익 30,035 32,751 36,193 39,627 
 

감가상각비 8,855 9,298 9,224 9,257 
 

운전자본에 변화 7,872 9,888 8,897 12,066 
 

CAPEX 투자 (23,340) (26,258) (27,131) (28,050) 
 

이자 비용(세후) -66.9 -82.6 -84.3 -86.0 
 

Free Cash Flow to the Firm 23,355 25,596 27,100 32,813 
 

① 영구 가치의 현재가치 (영구성장률+4%) 
    

462,876 

② 영구 가치의 현재 가치 (영구성장률+5%) 
    

568,919 

③ 영구 가치의 현재 가치 (영구성장률+6%) 
    

1,025,721 

        

FCFF의 현재가치 
 

23,354 22,560 27,317 
 

① 기업가치(영구성장률 +4%) 559,462 
    

② 기업가치(영구성장률 +5%) 665,505 
    

③ 기업가치(영구성장률 +6%) 830,461 
    

       

시가 총액(2019년 1월 22일 당시) 769,070 
    

① 기업가치, 시가총액 괴리율 -27.3% 
    

① 기업가치, 시가총액 괴리율 -13.5% 
    

① 기업가치, 시가총액 괴리율 +8.0% 
    

        

S&P 500 기대수익률(90년 평균) 9.0%         

미국 10년 국고채 금리(1년 평균) 3.0%         

조정베타 1.1         

부채(차입금)/부채+자본 2.0%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0.6%         

S&P 500 기대수익률(90년 평균) 9.0%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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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5] 2019년 1월 발간, ‘안 좋을 때일수록 바닥에 대한 고민이 필요’ 리포트 당시 Facebook(FB) DCF Valuation  
 

  (백만달러) '18E '19E '20E '21E '22E 

당기순이익 20,676 21,686 24,661 24,661 
 

감가상각비 4,390 5,546 6,493 7,142 
 

운전자본에 변화 (571) (766) (285) (688) 
 

CAPEX 투자 (12,957) (13,733) (13,109) (13,253) 
 

이자 비용(세후) 0.0 0.0 0.0 0.0 
 

Free Cash Flow to the Firm 11,538 12,734 17,759 17,863 
 

① 영구 가치의 현재가치 (영구성장률+4%) 
    

258,473 

② 영구 가치의 현재 가치 (영구성장률+5%) 
    

320,266 

③ 영구 가치의 현재 가치 (영구성장률+6%) 
    

418,410 

        

FCFF의 현재가치 
 

11,640 14,839 14,925 
 

① 기업가치(영구성장률 +4%) 311,414 
    

② 기업가치(영구성장률 +5%) 373,208 
    

③ 기업가치(영구성장률 +6%) 471,351 
    

       

현재 시가 총액(2019년 1월22일 당시) 431,180 
    

① 기업가치, 시가총액 괴리율 -27.8% 
    

① 기업가치, 시가총액 괴리율 -13.4% 
    

① 기업가치, 시가총액 괴리율 +9.3% 
    

        

미국 10년 국고채 금리(1년 평균) 3.0%         

조정베타 1.1         

부채(차입금)/부채+자본 0.0%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9.4%         

S&P 500 기대수익률 9.0%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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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6] 2019년 1월 발간, ‘안 좋을 때일수록 바닥에 대한 고민이 필요’ 리포트 당시 Amazon(AMZN) DCF Valuation  
 

(백만달러) '18E '19E '20E '21E '22E 

당기순이익 9,939 13,468 17,866 22,880 
 

 감가상각비  15,046 19,473 21,902 22,997 
 

 운전자본에 변화  (801) (797) (437) (354) 
 

 CAPEX 투자  (10,856) (11,783) (13,189) (14,320) 
 

이자 비용(세후) 12,327.9 19,272.0 24,715.5 29,747.8 
 

Free Cash Flow to the Firm 12,328 19,272 24,716 29,748 
 

① 영구 가치의 현재가치 (영구성장률+4%) 
    

581,511 

② 영구 가치의 현재 가치 (영구성장률+5%) 
    

770,572 

③ 영구 가치의 현재 가치 (영구성장률+6%) 
    

1,131,506 

        

FCFF의 현재가치 
 

17,811 21,111 25,410 
 

① 기업가치(영구성장률 +4%) 658,171 
    

② 기업가치(영구성장률 +5%) 847,232 
    

③ 기업가치(영구성장률 +6%) 1,208,167 
    

       

현재 시가 총액 829,390 
    

① 기업가치, 시가총액 괴리율 -20.6% 
    

① 기업가치, 시가총액 괴리율 +2.2% 
    

① 기업가치, 시가총액 괴리율 +45.7% 
    

        

미국 10년 국고채 금리(1년 평균) 3.0%         

조정베타 1.2         

부채(차입금)/부채+자본 50.0%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8.2%         

S&P 500 기대수익률 9.0%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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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Amazon, Facebook의 당사 실적 추정치와 잉여현금흐름을 적용한 DCF 모델에 따르

면, 영구성장률은 +4% 이상 작용해야 현재 세 기업의 시가총액을 산출 할 수 있다.  Google, 

Amazon, Facebook의 2015년(세 기업 모두 전세계 시가총액 Top 10 진입) 잉여현금흐름 

컨센서스 4년치를 적용하여 DCF 모델을 구축 후 당시 시가총액을 산출할 수 있는 영구성장률

을 비교했다.  

[도표 77] Google 2015년 1월 기준 컨센서스 잉여현금흐름 적용한 DCF Valuation  
 

(백만 달러) '15 '16 '17 '18   

FCFF 17,562.4 21,852.1 21,023.7 32,045.8   

FCFF PV ① 2,965 4,770 8,388 11,638   

계속기업가치         521,681 

계속기업가치 PV ②         326,025 

①+② 353,785         

              

'15년 1월 52주 베타 1.13         

'15년 1월 미국채 10년 금리 1.64%         

자본/차입+자본 비율 98.00%         

WACC 9.9%         

'15년 1월 시가총액 357,092         

시가총액 부합하는 영구성장률 3.5%         

'15년 1월~'16년 1월 주가 수익률 44.6%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8] Amazon 2015년 1월 기준 컨센서스 잉여현금흐름 적용한 DCF Valuation  
 

(백만 달러) '15 '16 '17 '18   

FCFF 2,964.7 4,770.3 8,387.5 11,637.5   

FCFF PV ① 2,712 3,661 5,639 6,854   

계속기업가치         192,438 

계속기업가치 PV ②         123,168 

①+② 142,032         

              

'15년 1월 52주 베타 1.35         

'15년 1월 미국채 10년 금리 1.64%         

자본/차입+자본 비율 51.00%         

WACC 9.3%         

'15년 1월 시가총액 142,847         

시가총액 부합하는 영구성장률 3.1%         

'15년 1월~'16년 1월 주가 수익률 109.0%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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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9] Facebook 2015년 1월 기준 컨센서스 잉여현금흐름 적용한 DCF Valuation  
 

(백만 달러) '15 '16 '17 '18   

FCFF 4,681.4 5,833.4 6,505.4 10,093.3   

FCFF PV ① 4,101 4,477 4,373 5,944   

계속기업가치         355,364 

계속기업가치 PV ②         183,334 

①+② 218,467         

              

'15년 1월 52주 베타 1.70         

'15년 1월 미국채 10년 금리 1.64%         

자본/차입+자본 비율 100.00%         

WACC 14.2%         

'15년 1월 시가총액 218,619         

시가총액 부합하는 영구성장률 11.3%         

'15년 1월~'16년 1월 주가 수익률 32.2%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Google, Amazon, Facebook 2015년에 향후 4년치 컨센서스 잉여현금흐름을 기준으로 DCF 

모델을 구축 후 당시 시가총액에 부합하는 영구성장률을 산출한 결과 Google, Amazon이 

+3~4% 사이, Facebook이 +11% 수준이다. 또한 1년 후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면 Google 

+44%, Amazon +109%, Facebook +32%이다. Google, Amazon은 현재도 2015년과 비슷

한 영구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Facebook의 경우 2015년 영구성장률 +11%에서 낮은 수

준으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① Facebook과 같이 웹 1.0세대 창업하여 높은 영구성장률 또는 Multiple Valuation 

받고 있는 기업들은 점차 낮은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② 현재보다 더 높

은 영구성장률 또는 Multiple Valuation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ex. Goolge 클라우드 

게이밍, Amazon 온오프라인 옴니채널, Facebook의 Instagram 이커머스 플랫폼 역할 등) 가

시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 글로벌 인터넷 기술들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

하자는 결론이며, 2019년 IPO 데뷔 예정인 웹 2.0 세대에 창업한 Uber, Lyft, Airbnb(공유경

제 플랫폼 보유)와 같은 기업들의 향후 주가 흐름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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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ft와 Uber 사례 : 다모다란의 가치평가 관점 

웹 2.0세대, 금융위기 이후 창업한 기업들의 IPO가 2019년에 예정 중이다. 금융위기 이후 공

유경제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Uber, Airbnb와 같은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4년, 2015년 두 해 동안 공유경제 산업에 투자된 금액은 기존의 5배 이상이다. Uber와 

Airbnb의 경우 가장 최근 펀딩 당시 평가 받은 Valuation은 각각 760억달러, 350억달러이다. 

Uber의 경우 현재 Facebook 시가총액보다 높은 수준의 Valuation을 부여 받고 있다.       

[도표 80] Uber, Lyft 펀딩&Valuation 연혁  [도표 81] Airbnb 펀딩&Valuation 연혁 
   

 

 

 
   

자료: 언론 취합,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언론 취합,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공유경제 플랫폼을 보유한 거대 기업들이 상장 예정인 가운데, IPO 시장에 첫 타자로 나선 기

업은 차량 공유 사업자인 Lyft이다. ‘Ridesharing(차량 공유)’가 Lyft의 주요 사업이다. 2018

년 매출액 22억달러(운송 수수료 순매출로 인식), 순손실 9억달러를 기록했다. 2018년 운송 

관련 총 거래대금이 81억달러라는 점과 총 운송 거래대금의 27%가 2018년 매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차량 공유 중계 역할 후 Lyft에게 돌아가는 수수료율은 27% 수준이다. 상장 

전 예상 시가총액은 200~250억달러 수준이었으며, 이는 2018년 매출액 대비 PSR 10배 수

준이다. 상장 당일 주가는 +9% 가까이 상승하여 시가총액 220억달러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현재 시가총액은 165억달러로 상장 당일 이후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도표 82] Lyft 연간 실적 추이  
   

(십억 달러)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0.20 0.34 1.06 2.16 

YoY   71.7% 208.7% 103.5% 

영업이익 -0.36 -0.69 -0.71 -0.98 

순이익 -0.41 -0.68 -0.69 -0.91 

 자료: Lyft,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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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3] Lyft 상장 후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Lyft 주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Valuation(‘18년 매출액 대비 PSR 10배)

이다. 나아가 PSR 10배가 적용 가능해도 합리적인 기업들의 공통점(폭발적인 탑라인 성장률, 

네트워크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Lyft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Multiple Valuation 외에도 현

금흐름 모형을 바탕으로 산출한 Lyft의 가치 또한 높은 수준이다(가치평가 분야의 석학 ‘어스

워스 다모다란(Aswath Damodaran)’의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참고). 당사는 다모다란의 현금

흐름할인모형을 통해 산출된 Lyft와 Uber의 가치를 살펴보았다. 

[도표 84] Lyft, 다모다란 교수 현금흐름할인모형에 들어간 가정  
 

주요 가정 내용 

[산업 가정] 

① Lyft의 투자설명서에 ‘US Transportation(미국 수송)’ 시장은 12조달러로 추정 

② 다모다란 교수는 ‘US Transportation Service(미국 수송 서비스)’ 시장으로 다시 재분류하고 1,200억달러로 추정  

③ 10년후에 ‘US Transportation Service 시장은 10배 넘게 커질 것으로 전망  

④ Lyft는 US Transportation Service 시장에서 점유율이 10년후에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가정 

[Lyft 실적 추정] 

① ‘18년 Lyft의 Net Revenue(순매출) 22억달러, Gross Revenue(총매출) 대비 27% 

② 산업 내 경쟁심화로 Lyft의 Net Revenue/Gross Revenue 비율이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가정 

③ 현재 Lyft 소속 운송 인력은 없음 

④ 범죄 발생 시 책임 이슈 등으로 Lyft 소속 전문 운송 인력 채용할 것으로 가정(영업이익률 하락 요인) 

[할인율, CAPEX, 실패 확률에 
대한 디스카운트] 

① 할인율: ‘19년 미국 기업들의 75백분위수인 9.97% 적용, 시간이 지날수록 중앙값인 8.24% 회귀한다고 가정 

② CAPEX: 매출 2.50달러당 1달러 CAPEX 투자가 들어간다고 가정 

③ 실패에 대한 디스카운트: 수익성 악화로 기업이 지속 가능하지 못한다고 가정(10% 확률) 

[결론] 
- 다모다란 교수의 Valuation에 따르면, Lyft 첫날 시가총액 220억달러는 고평가인 상태 

- 다모다란 교수는 Lyft의 차량공유 사업만 가치 산출(향후 파생되는 비즈니스는 반영 안 함) 

자료: Damodaran Blo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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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5] Lyft 다모다란 교수 현금흐름할인모형 (단위: 백만 달러) 
 

The Assumptions 

 
Base year Years 1-5 Years 6-10 After year 10 Story link 

Total Market 120,000 Grow 10.39% a year Grows 2.75% a year US car service 

Gross Market Share 6.71% 6.71%>40% 40% Network benefits winner 

Revenue Share 26.77% 26.77% -> 20% 20.00% Market dominance keeps billing share high. 

Operating Margin -42.25% -42.25% ->20% 15.00% Legal & regulatory changes 

Reinvestment NA Sales to capital ratio of 3.00 Reinvestment rate = 7.5% Low capital investment model 

Cost of capital NA 9.97% 10%->8.00% 8.24% At 75th percentile of US firms 

Risk of failure 10% chance of failure, if pricing meltdown leads to capital being cut off Cash on hand + Capital access 

The Cash Flows 

 
Total Market Market Share Revenues EBIT (1-t) Reinvestment FCFF 

1 132,468 10.04% 3,470 (887) 526 (1,413) 

2 146,231 13.37% 4,969 (965) 599 (1,564) 

3 161,425 16.70% 6,668 (886) 680 (1,566) 

4 178,197 20.03% 8,587 (614) 767 (1,382) 

5 196,712 23.36% 10,744 (109) 863 (972) 

6 217,150 26.68% 13,158 673 966 (293) 

7 239,712 30.01% 15,850 1,783 1,077 706 

8 264,618 33.34% 18,840 2,120 1,196 923 

9 292,112 36.67% 22,149 2,492 1,324 1,168 

10 322,462 40.00% 25,797 2,902 1,459 1,443 

Terminal year 331,330 40.00% 26,506 2,982 410 2,572 

The Value 

Terminal value 46,848 
 

PV(Terminal value) 18,992 
 

PV (CF over next 10 years) (3,567) 
 

Value of operating assets = 15,425 
 

Probability of failure 10% 
 

Value in case of failure 0 
 

Adjusted Value for operating assets 13,883 
 

+ Cash on hand 518 
 

+ IPO Proceeds 2,000 
 

Value of equity 16,401 
 

Value per share 
  

59 
 

자료: Damodaran Blo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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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ft 현재 주가는 PSR10배보다 낮은 PSR Multiple Valuation과 다모다란의 현금흐름할인 모

형에서 산출된 주가 수준이다. 즉, 실적 추정치와 재무적인 관점에서 펀더멘탈 외 공유경제 플

랫폼으로서 추가 Value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다모다란의 현금흐름

할인모형을 통해 산출된 Uber의 가치를 살펴보겠다. 나아가 현금흐름할인 모형 외 ‘Rider(승

차객)’ 한 명당 가치를 구하여 산출한 ‘Rider-Based Valuation’도 살펴보겠다.    

[도표 86] Uber, 다모다란 교수 현금흐름할인모형에 들어간 가정  
 

주요 가정 내용 

[산업 가정] 

① Uber는 Lyft와는 다르게 차량 공유 외 배달(Uber Eats), 화물(Uber Freight) 사업 글로벌하게 영위 

② 차량, 배달, 화물을 'Global Logistics' 시장으로 분류, 현재 4,000억달러 시장으로 추정, Uber 점유율 12.5% 

③ 10년후에 Global Logistics 시장 1조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 

④ Uber는 Global Logistics 시장에서 점유율이 10년후에 30%까지 높아질 것으로 가정 

[Lyft 실적 추정] 

① ‘18년 Uber의 Net Revenue(순매출) 10.0억달러, Gross Revenue(총매출) 대비 20% 

② Net Revenue/Gross Revenue 비율이 20% 유지 가정 

③ 'Operating Expenses for Existing Rides(기존 고객 유지 비용)' 매출액 대비 비중 감소하는 추세 반영 

④ 향후 5년 후 세전이익 흑자전환 가정  

[할인율, CAPEX, 실패 확률에 
대한 디스카운트] 

① 할인율: ‘19년 미국 기업들의 75백분위수인 9.97% 적용, 시간이 지날수록 중앙값인 8.24% 회귀한다고 가정 

② CAPEX: Sales to Capital Ratio 4.00 가정 

③ 실패에 대한 디스카운트: 수익성 악화로 기업이 지속 가능하지 못한다고 가정(5% 확률) 

[결론] - 다모다란 교수의 Valuation에 따르면, Uber 마지막 펀딩 당시 산출 가치 760억달러 고평가인 상태 

자료: Damodaran Blo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7] Uber, 다모다란 교수 ‘Rider-Based Valuation’  
 

 
 

자료: Damodaran Blo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Net Revenue/User = 110.16$      Cost of acquiring user = 113.71$      Corporate Expenses 2,812.72$     

Operating Expense/User= 65.12$        Value of new user = 373.54$      CAGR - Next 10 years 7.00%

Operating Profit/User = 45.05$        Growth rate in net users (1-5) 12.00% Discount Rate = 8.24%

CAGR in Revenue/User 12.00% Growth rate in net users (6-10) 6.00%     

Annual Renewal Rate = 95.00% Discount Rate 9.97%

User Life = 15

Discount Rate = 8.24%

Value/User = 487.25$      # Users in year 10 = 214.62

# Existing Users = 91.00 # Net New Users (10 years) 123.62

Value of Existing Users = 44,339.77$ + Value of New Users = 60,253.08$ - PV of Corporate Expenses (63,216.48)$ = Value of Operating Assets 41,376.37$        

 + Cash 15,407.00$        

 + Cross Holdings 8,700.00$          

 - Debt 6,869.00$          

Value of equity 58,614.37$       

# Shares 1158.30

Value/Share 50.60$             

Existing Users

Inputs

Output

New Users Corporate Expenses

Inputs

Output

Existing users will stick with Uber and

increase how much they spend on its

services, the longer they stay. Operating

expenses are mostly variable, but there

will be mild econmies of scale.

Uber will continue to add new users, but at a

decreasing pace, with a cost of acquiring a

new user staying stable (with the current cost

incrteasing at the inflation rate). The new user

spending profile will mirror existing users.

Uber's corporate expenses will continue to

grow, notwithstanding economies of scale, as

the company increases spending moderately

on autonomous cars.

Output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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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8] Uber, 다모다란 교수 현금흐름할인모형 (단위: 백만 달러) 
 

The Assumptions 

  Base year Years 1-5 Years 6-10 After year 10 Story link 

Total Market $400,000  Grow 10.39% a year Grows 2.75% a year Global logistics 

Gross Market Share 12.45% 6.71%>30% 30% Global Network benefits 

Revenue Share 20.13% Unchanged 20.13% Market dominance keeps billing share high. 

Operating Margin -24.39% -24.39% ->20% 15.00% Full employee & more regulations 

Reinvestment NA Sales to capital ratio of 4.00 Reinvestment rate = 7.5% Low capital investment model 

Cost of capital NA 9.97% 9,97%->8.24% 8.24% At 75th percentile of US firms 

Risk of failure 5% chance of failure, if pricing meltdown leads to capital being cut off Cash on hand + Capital access 

The Cash Flows 

  Total Market Market Share Revenues EBIT (1-t) Reinvestment FCFF 

1 441,560 14.20% 12,627 -2,369 650 -3,019 

2 487,438 15.96% 15,661 -2,057 759 -2,816 

3 538,083 17.71% 19,189 -1,441 882 -2,323 

4 593,990 19.47% 23,281 -438 1,023 -1,461 

5 655,705 21.22% 28,017 1,050 1,184 -134 

6 723,833 22.98% 33,485 3,139 1,367 1,771 

7 799,039 24.73% 39,787 5,292 1,576 3,716 

8 882,059 26.49% 47,037 5,292 1,813 3,479 

9 973,705 28.24% 55,365 6,229 2,082 4,147 

10 1,074,873 30.00% 64,915 7,303 2,387 4,915 

Terminal year 1,101,745 30.00% 66,537 7,485 936 6,550 

The Value 

Terminal value 114,108   

PV(Terminal value) 46,258   

PV (CF over next 10 years) 501   

Value of operating assets = 46,759   

Probability of failure 5%   

Value in case of failure 0   

Adjusted Value for operating assets 44,421   

+ Cash on hand 6,406   

+ Cross holdings 8,700   

+ IPO Proceeds 9,000   

- Debt 6,869   

Value of equity 61,658   

Value per share 54   

자료: Damodaran Blo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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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수익모델과 더불어 네트워크 확장성 평가 

앞서 웹 1.0세대에 창업한 Google, Amazon, Facebook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의 성장 스

토리와 Valuation 변화를 살펴봤다. 이러한 거대 기술 기업들은 단순 실적과 재무적 관점에서 

펀더멘탈 측면을 넘어 네트워크 확정성과 잠재력이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 웹 2.0세대에 창업한 Uber, Airbnb, Lyft와 같은 기업들이 2019년 상장을 앞두고 있고, 

첫 타자로 나선 Lyft의 현재 주가는 부진하다. Lyft는 실적과 재무적 관점에서 펀더멘탈 측면

만 현재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공유 경제가 가져다 주는 후생적 변화(공급자, 소비자

의 후생 증가, 전반적인 사회 후생에 기여 등)은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향후 Lyft의 주가가 계속 부진하고 Uber, Airbnb 같은 기업들이 IPO 이후 Lyft와 마찬가지로 

실적 추정치만 고려한 주가 수준을 보여줄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웹 1.0

세대에 탄생한 기업들의 전성기(2015~2017년) 때 만큼 현재 시장에서 인터넷 기업 또는 플

랫폼 가치와 잠재력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이러한 

개별 기업들의 플랫폼 가치와 잠재력에 대해 시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2015~2017년과 현재 매크로 환경 차이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장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향후 웹 2.0세대에 탄생한 기업들의 IPO, 이후 주가 흐름은 

우리가 시장 심리(고성장 기업들에 대한 더 높은 Valuation 부여 여부)를 파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라고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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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한국 경제는 최근 반세기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다. 현재 한국은 전세계 경제규모로는 

11위의 대국이며, 1인당 GDP 3만 불 이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다. 한국은 한국 이상

의 선진국에게나 한국 이하의 신흥국에게나 모범적인 경제성장의 사례로 비유되곤 한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을 잘 견디어 냈다. 미국과 유럽

의 재정위기, 일본의 디플레이션, 신흥국의 수 없는 위기가 거의 매년 반복된 시기였다. 전세계 

반복된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서 한국 경제는 꾸준히 도약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어느 때보다 크다. 미국 등 선진국과 경제성장률

이 역전되기도 하고,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문제는 악화되고 소비와 투자의 활력 등 그 동안 

한국 경제의 강점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혹자는 한국 경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

한 성과이며 우리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지는 말자고도 한다. 우리 역시 이에 동의한다. 한국의 

지금까지의 성과는 전세계 그 어느 국가도 해 내지 못한 결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서기는 아깝다. 한국의 정부는 여전히 건재하고, 한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저력이 있으며, 한국의 국민들은 여전히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 그 어떤 국가, 기업, 국

민을 비교하더라도 한국 경제는 더 잘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 

필자들은 최근 20년, 10년의 도전과 위기, 그리고 극복을 거듭한 한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오히려 역동성을 잃고 있는 현실은 오히려 지난 과거에 너무 잘한 결과에 대

한 반작용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왔기에 변화의 필요와 요구에 

둔감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전세계의 변화에 민감해져야 할 시기이다. 

전세계는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2009년 이후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빠르다.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폰이 나온지 10년이 조금 넘어서

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새로운 지배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경제성장은 급속히 하락하는 가운데, 공유경제는 새로운 시대로의 진

입을 예고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핀터레스트, 에어비앤비, 우버와 리프트는 지금까지의 전통 

모두를 경쟁상대로 삼고 있는 듯 하다. 이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전세계 소비자들이 공

감하는 상황은 기존의 플레이어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한국은 공유경제로의 새로운 변화에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 IT 기술과 모바일 인터넷 네트워크

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경제는 구조변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실함

도 이제 느끼고 있다. 한국 경제가 공유경제라는 거대한 흐름을 기회로 맞게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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