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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화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혁신은 사람과 시스템의 행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파괴적입니다. 특히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와 전반적인 공유 경제에 대해 소비자, 지역 

사회, 사업체(경쟁업체 및 공급업체), 정부는 지난 10년간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것들의 급속한 성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의 긍정적인 점은 명확합니다. 소비자는 전례 없는 규모, 물량, 
경제성으로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정보에 대한 액세스는 스마트폰에서 스와이프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시간과 자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규모 
기업가가 되기를 열망할 수 있습니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서 보았듯이, 
거주지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 꼭 상업적인 건물/공간의 소유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재정적으로 자급자족하려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진입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집안에 여유 공간이 있는 빈 농장 
집에서부터 두 번째 부동산에 투자한 젊은 전문직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호스트는 신뢰의 철학에 기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낯선 사람들에게 
집 공간을 임대합니다.

공유 경제의 핵심은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채우기 때문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물론 항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도전과 의구심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나쁘지 않은 현상이며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협력적 경제 분석가이자 공유 경제 전문 저자인 Martijn Arets는 “오늘날의 
의구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것이며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 
시장에 관한 것이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공유 경제에 적응하는 데 
대한 긴박감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2

첫 두 장(章)에서는 게스트와 호스트가 어떻게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업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이웃에 
관해 다룬 제3장에서는 이 새로운 숙박 사업부문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떨까요? 정부 역시 이웃, 과세, 
허가 관련 법률,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대안적인 여행 방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 정책 입안자의 
관점에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평가합니다.

 “사람들을 위한 법률이 있고 사업을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스트는 새로운 유형, 제 3의 유형, 
사람이 비즈니스인 유형입니다 …. 호스트는 소규모 
기업가이며, 소규모 기업가를 위해 문서화된 법률은 
없습니다.”
—Airbnb CEO, Brian Chesk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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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발맞추는 정책 유지

전 세계의 지방 정부는 계속해서 공유 경제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Chicago 

Policy Review는 위험과 규제에 관해 다룬 기사에서 “
사람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 경제를 규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의 
법률에 부합하느냐이다.”3 라고 언급했습니다. 2013
년에 Wired 매거진은 규제 환경이 공유 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그 이후로도 상황은 그리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규제 중 상당수는 그 
규제의 시대에 적합한 것이었으며, 지난 시대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새롭게 
떠오르는 디지털 기관들은 이미 이것들을 구식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4

규제 당국의 핵심적인 어려움은 현지 호스트 숙소 
임대업의 성공 속도에 있습니다. 이 업계는 새롭고, 
성장 중이며, 매우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도시/주/
국가가 이를 계속 관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해 규제 당국이 법적 정책적 전례를 개발하기에는 
이 업계가 너무 새롭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사회에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합법 또는 불법으로 분명하게 
분류할 수 없지만, 그 사이의 “법 제정 전”이라는 중간 
영역에 속합니다.

거시적 수준에서 규제로 명확하게 대상을 집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이미 살펴 보았습니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 대한 평가는 이해관계자마다 다 
다릅니다. 정부는 어느 한 관계자만 다른 관계자보다 
우선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지만, 공공의 안전과 소비자 
이익과, 독점 방지를 위해 개입 여부와 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애틀(Seattle) 시의원 
Rob Johnson은 2017년 12월(2년간의 심의 이후) 
새로운 규제 접근을 발표한 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우리는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매우 다양한 목표를 
충족시켰다.”5

이와 유사하게,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시의원 
Mitchell Englander는 혼란에 빠진 정책 입안자들이 매우 
복잡한 “미지의 영역”6 에 직면해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2015년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이 프로세스는 이 글이 쓰이고 있는 시점까지 아직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Englander 는 LA Weekly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5편의 
연구를 읽어보면, 6개의 답이 나옵니다.”7

많은 지역 
사회에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규제를 
위한 새로운 
체계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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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의 목표는 규제 당국이 이러한 복잡함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우선,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공유 
경제라는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보고 그 후에 각 이해관계자
(투숙객, 호스트, 지역 사회, 사업체)와 관련된 이점과 특정 
문제들을 검토합니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은 실재합니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집 소유주에게 수익을 주고, 관광 수요와 공급을 
늘리는 한편, 여기에 부가되는 산업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본 장에서 전 세계 각지의 모든 개발 목표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이웃의 불만에서부터 보안, 지역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차별 및 경쟁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를 제시합니다.

본 장은 보호주의가 너무 과할 때의 위험과 임대 기간 
제한, 허가 요건 및 과세 등 호응을 얻는 정책을 평가하며 
끝을 맺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합목적적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안내 
원칙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권장 사항도 제공합니다. 
모든 시장에 맞는 하나의 정책은 없지만 공통되는 주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는 유닛은 
개인 주택 소유자가 운영하는 단일 임대 유닛과 다른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 대한 규제는 지나치게 제한적이지 않고 적응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본 장에서는 규제가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호스피탈리티와 전자 상거래 산업이 결합된 고유한 
비즈니스 부문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과 논의될 점 중 한 가지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전통적인 호텔 숙박 시설과 경쟁하기보다는 
이들을 보완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지역 경제 활동의 상승으로 일어난 
부를 확산시킵니다.

효과적인 규제는 각 구성원의 고유한 니즈 간 균형을 
맞추면서 이러한 이점을 최적화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규제 접근 방식은 변화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변화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최신 동향에 대해 최신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한 규제는 없지만,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잘 관리하여 혜택을 얻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가 서로 배우고 모범 사례를 채택하며 배운 교훈을 
공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규제를 간단하고 준수 가능하며 
일관성 있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복잡한 규제는 오히려 규제 준수를 어렵게 합니다.

규제가 변화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이를 포용할 때 
모든 이해관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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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당국이 공유 경제 및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현 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공유 경제로 알려져 있는 더 
큰 전 세계적 현상의 일부라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 
‘공유 경제’라는 용어는 광범위하며, 이 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관련 활동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규제 당국은 이 부문이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술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물과 경험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즐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공유 경제는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교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Uber, Didi Chuxing 
(택시), Ofo/Mobike(자전거), Go-Jek(동남아의 
오토바이, 자동차, 트럭 등) 등의 회사는 사용자의 
이동을 더욱 쉽고 저렴하게 만들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운영되는 지역 사회 내 
통근을 개선시킵니다. 숙박은 공유 경제의 그 다음 
가장 중요하고 가시성이 높은 부문이지만, 파트타임 
업무(예: 미국의 TaskRabbit), 사무실 공유(WeWork), 
P2P 대출, 패션 등과 같은 많은 분야에서도 공유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는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시장(보통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며 구매자와 판매자는 자신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장에 참여합니다. 
기업가이자 작가인 Alex Stephany는 그의 저서 
‘The Business of Sharing: Making It in the New 
Sharing Economy’에서 “상호성은 가장 성공적이고 
확장성이 뛰어난 동료 시장(peer marketplaces)
의 핵심이다. 한쪽이 돈을 절약하면, 다른 한쪽은 
돈을 벌어들인다.”8 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양쪽 
모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얻지 못했을 경험과 
기회로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유 경제 기업과 서비스가 문제에 직면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켰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 분야에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서비스 제공회사는 허가가 없는 운영, 이웃이 
입는 피해, 현지 주택 시장이 입는 피해, 호스트와 

 “상호성은 가장 
성공적이고 
확장성이 뛰어난 
동료 시장(peer 
marketplaces)
의 핵심이다.”

—‘The Business of 
Sharing: Making it in the 

New Sharing Economy’ 
저자, Alex Steph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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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모두 다 겪을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 등을 
일으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풀려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과도하게 다루어지는 
이유의 일부는 이 분야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손된 호텔 객실이 뉴스에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파손된 현지 호스트 임대 아파트는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또한 꼭 
다뤄져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뒷부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유 경제는 항상 존재해왔던 문제를 
파악해왔고9,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을 도와왔습니다. (2) 이 새로운 해결책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커질 것입니다. New York Times는 다음과 
같이 상기시켰습니다.

P2P (Peer-to-peer) 기술은 파괴적일 수 있으며, 그 
효과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만든다는 기업가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강화하므로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는 새로운 
혜택을 발견하고 생산하는 힘을 사람들에게 부여해 
막을 수 없는 추세에 있다.10

개요에서 언급했듯이, PwC는 2025년까지 전체적인 
글로벌 공유 경제의 규모가US$3,3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ift는 2018년에 단기 임대 숙소 
시장만으로 그 규모가 US$1,6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11 기술 시장 리서치 회사 Technavio는 2021
년까지 단기 임대 숙소 시장의 규모가 US$1,94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12 이러한 수치는 
단기 임대 숙소야말로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현지 지역 수준에서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려면 Mastercard의 2016년 전 세계 인기 여행지에 
대한 보고서에서 국제 여행객에 대한 데이터와13 세계 
최대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집계업체인 Tripping.com
의 보고서를 통해 이 업계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인 
잠재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 27 참조) 몇몇 
주요 아시아 및 서구 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말까지 전 
세계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시장의 
총 가치는 US$ 
1,940억 달러에 
이를 것 이다. 

—Technav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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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런던 파리 싱가포르

관광 산업 지표a

세계 순위 1 2 3 6

외국인 여행객
총 인원

2,147 
만 명

1,988 
만 명

1,803 
만 명

1,211 
만 명

외국인 여행객 
총 지출 규모

(단위: US$ 10억 달러)
$14.8 $19.8 $12.9 $12.5 

지출 대비 숙박비  
비율(%)

26% 30% 45% 29%

총 숙박비 규모 (단위: 
US$ 10억 달러)

$3.85 $5.96 $5.80 $3.63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시장b

Tripping.com 의 
평균 요금

 (단위: US$)

보고 자료 
없음 $234 $263 $134

Tripping.com의 
총 숙소 수 

9,174 26,499 16,717 2,630

그림 27
아시아 및 서구 4대 주요 시장에 대한 관광  
산업 및 현지 호스트 임대 숙박 지표 

데이터 출처：  Mastercard; Tripping.com
a 2016년 Mastercard 데이터 기준 (참고: 4위 두바이, 5위 뉴욕)
b Tripping.com 데이터에는 Airbnb 등록 숙소가 제외됨(다수의 사이트에 등록된 숙소 예외) . 

Tripping.com 데이터는 2017년 이후입니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의 규모와 경제적 영향을 자세히 
보여주는 몇 가지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프랑스 경제산업디지털부(Ministry for Economy, Industry, 
and Digital Affairs)는 2015년에 프랑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 참고: 용어는 출처마다 일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용어에는 “공유 
숙박”, “단기 임대 (숙소)”, “휴가용 임대 (숙소)” 등이 포함됩니다. 전체 부문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숙소 임대”가 사용되지만, 통계는 
출처마다 일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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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용 침대가 880만 개이고, 그 중 380만 개를 공유형 
숙박시설로 추정했습니다.14

3개월 미만의 임대를 금지하는 규제가 있는 
싱가포르에서조차, 약 26만 명의 관광객이 이미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이용했으며, 2017년 6월 현재 약 100
만 명(전체 인구의 약 20%)의 싱가포르인은 해외에서 
Airbnb 숙박시설에 머무른 경험이 있습니다.15

뉴욕(New York) 에서 Airbnb는 규제가 엄격해지기 
전인 2015년에 US$6억2천3백만 달러의 경제활동을 
창출하였으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관광 산업의 혜택을 
받지 않는 지역 사회에서 직접 소비한 비용 US$1억5백만 
달러도 포함됩니다.”16

심지어 미국 켄터키(Kentucky) 주의 파두카
(Paducah) 같은 작은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25,145명에 불과한 이 작은 마을은 2016년에 10
만 명의 Airbnb 게스트를 수용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사실은, 파두카의 호스트들이 연평균 US$3,800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는 것입니다.17

Airbnb 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한 컨설팅 회사는 2016
년에 Airbnb가 전 세계 200개 도시에서 약 730,000개의 
일자리와 US$6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생산을 지원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시아에서의 US$90억 달러와 
170,000개의 일자리가 포함됩니다.18

측정하기는 더 어렵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즐기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여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머무를 
곳(그리고 부엌, 세탁기, 건조기, 인접한 방이 있는 집이 
주는 혜택)을 찾고 있는 부모, 현지 문화 및 지역 사회를 
깊숙이 경험하고 싶은 모험가, 저렴하게 머물 곳을 찾는 
배낭 여행자, 다른 옵션을 찾는 출장객,19 똑같은 호텔 
객실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장기 체류 관광객 등 많은 
여행자들이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제공하는 기회에 
열광합니다.

플로리다(Florida) 출신의 한 Airbnb 호스트는 Orlando 
Sentinel에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상항이며, [현지 호스트] 
숙소 임대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으며, “이것이 
현재 선호되는 숙박 방법입니다.”20

2016년에 Airbnb
는 전 세계 200개 
도시에서 730,000
개의 일자리와 
US$6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생산을 
지원했으며, 그 
중에는 아시아에서 
US$90억 달러의 
경제 생산과 170,000
개의 일자리가 
포함된다.

—NERA Economic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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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와 지속 가능한 관광

이 와 동시에, 우리는 정부에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서비스 제공업체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할 것을 권장합니다. 2015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광의 역할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부문 의사 결정자와 국제 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21 2017년을 ‘개발을 위한 지속 
가능한 관광의 해’로 선언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노력하여 관광을 긍정적인 변화의 촉매제로 만들 
것”22 이라고 했습니다.

단기 임대 숙소와 지속가능성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Small Business Institute 
Journal은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전통적인 숙박시설”(
호텔 등)보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성과를 내는 데 더 
적합한”23 여섯 개의 영역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더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더 적은 물을 
소비하며 호텔보다 더 적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한편 ”
소비자의 경제적 복지 향상”과 ”사용자 간의 사회적 유대 
형성’”을 강화시킬 가능성 역시 더 높다24 고 설명합니다. 
제3장과 본 장의 많은 부분은 경제적 및 사회적 혜택을 
평가하며 , 그 중 상당수는 규제 당국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규제 당국이 4가지 지속가능성 
원칙에 초점을 맞춰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 대한 정책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추천합니다.

• 첫째,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활용률이 낮은 
자원으로부터 가치를 창출 한다는 점을 인식하십시오. 
규제 관점에서 이는 정부에서 새로운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할 필요 없이 기존 부동산 공급을 활용하여 
개발 목표를 추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둘째,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의 환경 영향은 (특히 
공유형 숙박시설의 경우) 호텔의 환경 영향보다 훨씬 
작을 수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 셋째, 정부는 태양광 패널 및 신기술을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는 등, 현지 및 국가 환경 
계획과 관련해 (호텔 체인과 하는 것과 동일하게) 
호스트 및 서비스 제공 업체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력은 
지속가능성의 
핵심 비즈니스 
동인이다.” 

—세계관광기구
(UNWTO) & 
유엔개발계획

(UN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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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세계관광기구(UNWTO)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말처럼, “경쟁력은 지속가능성의 핵심 비즈니스 동인입니다.”25 
장기적인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장의 
뒷부분에서 이 주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의 이점

개 요에서 언급됐듯이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전통적인 숙박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 사이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호텔을 짓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이나, 
정부가 문화 및 환경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업 개발을 억제하려는 
경우,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여행자 및 지역 사회에 기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합니다.

분명히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의 급격한 팽창에 대한 반대가 있긴 
하지만, 이 분야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많은 지지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현지 호스트 경제의 모든 이면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 부문의 참여자들이 이미 어떻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와 이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게스트에게 좋은 점
앞서 가족 여행객(여행객의 주요 인구통계 단위 중 하나)이 왜 
더욱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선호하는지의 가장 중요한 이유 
몇 가지가 언급되었습니다. 호텔은 어린이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 
특히 장기간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를 돌보고 싶을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가 필요할 때는 
침실 문을 닫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은 불편하고 비싸며 호텔 세탁 서비스는 
신뢰할 만한 세탁기와 건조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Tripping.com 조사에 따르면, 단기 임대 숙소를 
이용하기로 선택한 사람들 중 90%가 가족과 함께 여행했으며, 36%
는 어린이를 동반했습니다.26

새로운 경험을 찾는 것은 모든 유형의 여행자에게 점점 더 매력을 
어필하며, 새로운 경험은 일반적으로 호텔보다 주택 임대가 더 쉽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이나 아파트에서 생활하면 여행자가 
보기 힘든 지역 사회로 들어갈 수 있으며 한 구절로 말하자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현지인처럼 사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Harris Group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밀레니엄 세대 
중 72%는 사물보다는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27 
한편 American Express에서 1,500명 이상의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81%가 다른 여행 활동보다 “개인화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73%는 “독특한 현지 체험”을 위해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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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의 장점은 여행자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사실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투숙객은 호텔보다 훨씬 더 저렴한 요금으로 다양한 옵션, 편의 시설, 
현지 경험을 즐길 수 있으며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아니었다면 
많은 비용이 들었을 다양한 새로운 여행지와 여행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가격 면에서 전통적인 숙박 시설과 
대비해 경쟁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추가 편의 시설(더 많은 공간, 주방 또는 세탁실, 체육관 또는 수영장, 
주차 공간)을 가치에 포함시킬 때 더욱 그렇습니다. Priceonomics 
블로그에 따르면, 미국의 65개 도시 중 어느 곳이든 아파트 전체에서의 
1박 숙박 비용이 호텔 숙박 비용보다 20% 이상 저렴했으며, 다른 
사람의 아파트 객실 한 개에 숙박하는 비용은 호텔의 객실 한 개 숙박 
비용의 약 절반에 불과했습니다.29

가격 우위는 여행을 더 저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큰 기회를 
열어줍니다. 2014년 바르셀로나(Barcelona)의 Airbnb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일반 관광객보다 Airbnb 게스트가 2.4배 
더 오래 머물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30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를 방문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37%의 
게스트가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 숙박할 수 없었다면 장기 여행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31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이용하는 
여행자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숙박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더 
멀리 여행하고 더 오래 머무르며 방문하는 장소 및 사람들과 더 깊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폭:
전 세계 수백만  
개 숙소
가장 규모가 큰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사이트인 Tripping.
com의 경우 1,200
만 개의 숙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험:
현지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체험
여행객의 72%는 
물건보다는 체험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가족 친화적:
집과 같은 편안함
90%의 게스트는 
가족 여행객이며, 
36%는 자녀를 
동반하는 
여행객입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
저렴한 요금으로 더 
길게 투숙
게스트는 호텔보다 
20% 더 저렴한 
비용으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서 더 
많은 편의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여행 기간을 1.5
배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림 28 
게스트가 누릴 수 있는 핵심 혜택

데이터 출처: CNBC; Priceonomics; Tripp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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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경제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기존 여행보다 더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32 더 넓은 선택 범위는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들이 그들의 요구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연방통상위원회
(U.S.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도 P2P(peer-to-
peer) 애플리케이션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원의 더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서비스에 대해 충족되지 않은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그러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지불하는 데 
있어 소비자의 거래 비용을 줄여준다”고 말했습니다.33 
더 크고 다양해진 시장에서,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신이 
찾는 것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알맞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에게 더 많은 혜택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서의 숙박으로 혜택을 얻게 되는 
당사자는 게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며, 호스트도 이익을 
얻습니다. 호스트는 다른 국가의 방문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 세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호스팅 경험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방법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스팅은 노인을 위한 
매우 성공적인 두 번째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호스트 그룹과 별 5개의 
리뷰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호스트는 60세 이상이며, 
64%는 여성입니다.34

게스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스팅의 가장 큰 동기 
중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주거 비용은 비싸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담보대출 납입 또는 임대료는 가장 
큰 월 정기 지출입니다) 공간 공유는 이러한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Stephany는 런던(London)
에서 임대료는 소득의 59%까지 차지할 수 있으며 뉴욕
(New York)에서는 이 수치가 65%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35

이러한 주거 비용을 감안할 때, Airbnb의 조사가 일관되게 
호스트의 다수가 집을 잃지 않기 위해 임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밴쿠버(Vancouver)의 호스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은 수입을 임대료 또는 담보대출에 직접 
사용했으며36 시카고(Chicago) 소재 호스트의 14%는 “
자신의 집을 공유하여 얻은 수입 덕분에 차압이나 퇴거를 
피했습니다.”37

54% 의 호스트는 
임대 수입이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한다. 

—Airb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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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의 
성장이 주택 시장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으며 다른 지역 
사회에서는 이미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터전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2017년 5월 Airbnb는 
호스트가 얻는 소득의 49%가 기본적인 가정의 생활필수 
항목에 사용된다고 보고했으며 호스트의 54%는 이러한 
임대 수입이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돕는다고 
주장합니다.38 이로 미루어 보아, 집을 공유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호스트가 자신의 지역 사회에 계속 머물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사회가 얻는 혜택
현지 호스트 임대업은 지역 사회에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호스트가 자신의 집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광 수입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일반적으로 주요 관광지, 교통 
밀집 지역, 호텔, 공연/엔터테인먼트 등 익숙한 곳을 
찾습니다. 뉴욕의 극장가, 싱가포르의 오차드로드, 
방콕의 수쿰빗, 도쿄의 긴자와 롯폰기를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나 관광객이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 머물게 되면 
거주자가 살고 있는 동네를 방문하고 그 곳에서 여행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행객은 여행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상 교통, 식사, 엔터테인먼트, 쇼핑 등 숙박시설 
이외의 것들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39 이러한 
자금이 주요 관광 지역과 그곳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슈퍼마켓, 레스토랑, 술집, 택시, 
상점으로 유입되는 것은 지역 사회에 큰 이점입니다.40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다른 관심사, 다양한 사회적 
프로필, 다양한 예산으로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도시와 국가의 다양한 
곳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규제 당국은 단기 임대 숙소가 기존의 여행 숙박 
시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히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관광 산업의 크기를 키웁니다. 텍사스(Texas) 주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의 영향에 대한 2014년 보스턴 대학교
(Boston University) Stephany 연구에 따르면, Airbnb
의 숙소 수가 1% 증가할 때 호텔 수익은 단 0.05%만 
감소한다고 하며. Airbnb가 “호텔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새로운 방문객을 그 지역으로 불러들인다.”
고 합니다.41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와 

단기 임대 숙소는 
현지 비즈니스 
수익을 늘린다.

—싱가포르 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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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비즈니스 스쿨(Harvard Business School)의 교수진이 
2011~2014년 사이 미국의 50개 대도시의 Airbnb와 호텔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로도 뒷받침됩니다. 해당 연구진은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호텔에 투숙하는 여행객의 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더 많은 여행객이 도시에 머물게 한다”42 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8년에 발행된 연구에서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수요가 
많은 지역의 호텔의 객실 수용률이 이미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인
(예: 뉴욕의 새해 전날 밤) “수요 집약(compressed demand)”과 
같은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만 호텔 수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irbnb는 호텔이 수용 인원에 제한을 받는 도시에서 
호텔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수량보다는 가격에 
더 집중됩니다.”43 실제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호텔의 수익을 
미미하게 감소시키긴 하지만, 전체 예약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에 민감한 게스트는 저렴한 
옵션을 찾고, 높은 가격의 객실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게스트는 
여전히 그 상품을 예약합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피크 타임에 “Airbnb
가 없었다면 호텔 수익이 1.5% 높았을 것”44 이지만 Airbnb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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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더라도 “Airbnb에서 예약된 42~63%의 숙박이 
호텔 예약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45 이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여행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는 공유 경제가 전체적으로 관광의 규모를 확대시킨다고 
언급했습니다.46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유연하고 필요 시 여행지의 관광객 수용 
용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시즌 변동에 따라, 또는 브라질, 한국, 일본의 동계 및 
하계 올림픽과 같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관광 
이벤트로 인한 대규모 변동 시장 수요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47 일회성 수요 피크를 수용하기 위해 호텔을 
짓는 것은 경제적으로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현지 
호스트는 특별 이벤트에 참가하러 온 여행자를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과 MIT가 2016년 
12월에 Airbnb의 2016년 리오 하계 올림픽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 리오는 48,000개의 (대부분 올림픽을 
위해 특별히 오픈한) Airbnb 등록 숙소에 투숙했던 85,000
명의 게스트를 수용하기 위해257개의 새로운 호텔을 
지어야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48 분명히,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올림픽이 끝난 후 계속 공실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호텔을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이었습니다. 특별 이벤트 외에도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런던, 뉴욕, 도쿄와 같은 물가가 높은 
여행지에서 적당한 가격의 숙박 시설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경제 사다리의 수준별로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합니다.49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또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관광 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지역 경제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렴한 가격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며, 여행자가 숙박 이외의 
것에 비용을 더 지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의 경우 단기 임대 
숙소의 게스트는 호텔 투숙객보다 50% 이상 더 길게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irbnb데이터, 5.5일 대 3.5
일)50 몬트리올(Montréal)에서 이 기간은 더 길었습니다. 

일본은 2020
년까지 관광객 
수를 2,400만 
명에서 4,000만 명 
으로 늘릴 목표를 
갖고 있으며,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이를 도울 
수 있다.

—Nikkei Asia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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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nb데이터, 5박 대 2.7박)51 HomeAway는 2017년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 대한 추세 보고서에서 미국인 
여행객의 체류 기간이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전반적으로 
27%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52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기반 여행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단지 호스트와 지역 상인뿐만이 아닙니다. 비교적 초기인 
지금도,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 대한 과세는 지역 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수는 가용 
주택(시카고 및 로스앤젤레스), 예술(샌프란시스코), 목적지 
마케팅(프랑스 및 플로리다)과 같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특정 요인에 집중 투입될 수 있습니다.53 아래에서 
세금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할 것입니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관광 전망을 상승시키는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작성 시점에, 일본은 이미 연간 2,400만 명의 여행객을 
수용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여행과 관광의 GDP 

2016년 리오 
하계 올림픽에서 
Airbnb호스트는 
80,000 명의 
게스트를 맞이하여 
지역 경제에 
US$1억 달러를 
기여했다.

—Airb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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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2배로 증가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의 4,000만 
명의 수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800만 
호의 집이 비어 있으며, 이 주택들은 곧 직면하게 될 
숙박시설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잘 발달된 현지 
호스트 경제는 이러한 모든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54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피크 이벤트 기간 동안 공급을 
늘려 지자체가 관광산업의 급증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원을 지역 경제에 투입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Airbnb는 2016년 리오 
하계 올림픽 기간 중 숙박 파트너인 호스트들이 80,000 
명의 게스트를 수용하였으며, US$1억 달러의 경제 
활동을 창출했다고 보고했습니다.55 Airbnb는 또한 
2018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의 강원도 숙박시설 제공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관련 고용의 전체 생태계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
여행지에 새로운 관광객이 30명 늘어날 때마다 새로운 
일자리가 하나씩 생겨납니다.”56 많은 기업이 이 성장하는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호스트에 대한 장에서 언급했듯이, Urban 
Bellhop과 Guesty는 숙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rbnb는 호스트의 임대 숙소 사진 촬영을 위해 많은 
전문 사진 작가를 모집합니다.

청소 서비스 역시 이 업계가 가진 또 다른 간단하고 
분명한 수요입니다. 호텔과는 달리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는 자체 청소 서비스 제공 직원이 없어 고용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청소 및 유지 관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에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기로 결정한 법안이 2016년 10
월에 통과되고 2017년 1월에 발효되었을 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Fortune지는 뉴욕의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 대한 법안이 변경되기 전까지 
빈곤에서 벗어나고 있던 한 가정 청소부의 경험을 다룬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소득과 공공 
지원으로 단단한 기반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2016년 11월에 그녀는 1주에 단 25~30 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7년 1월이 되자 그 시간은 
8시간으로 줄어들었다”57 지자체가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게스트, 호스트, 
노동자, 현지 비즈니스, 지역 사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 새로운 
관광객이 30명 
늘어날 때마다 
１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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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에 대처하기

언 급한 바와 같이, 매일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 
대한 뉴스가 쏟아집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상당 분량은 이 새로운 부문에 의해 야기된 스트레스와 
혼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단순히 새로운 것이고, 새로운 것은 
혼란스럽습니다.

규제 당국은 이 분야에 기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뚜렷한 
물리적 존재, 역사, 친숙한 관리 및 재무 구조를 지닌 
호텔과는 달리,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주택 시장 
부문에 융합됩니다. 소유주는 보통 평범한 시민이며 
숙소는 일반 거주지처럼 보이고 대부분 일반 거주지로 
활용됩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점은,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상황에 따라 생겼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일반적인 특성이 부족하므로, 규제는 
고사하고 모니터링조차 어렵습니다. 현지 호스트는 
기업가로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좋지만, 많은 호스트가 비즈니스를 처음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규칙을 알지 못하거나 
규칙이 있더라도 무시하기를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다루기 어렵습니다.

현지 호스트 숙소 임대업은 의심의 여지없이, 규제하기 
까다로운 산업 부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인터넷과 공유 경제는 
종종 기존의 전통적 비즈니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허락보다는 용서를 구하라(ask for forgiveness, 
not permission)”라는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며 규제 당국은 이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확립된 경제는 게스트, 호스트, 규제 당국에 의한 행동과 
기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새롭고 때로는 비공식적인 공유 경제에서 
관계는 신뢰의 좋은 부분에 기반하며, 이는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호텔보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선호하는 
게스트는 경험의 다양성(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움)과 호스트-게스트 간의 개인적인 관계 및 
교류 모두를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58

언뜻 보기에는 이러한 태도가 혼돈으로 통하는 문을 연 
것처럼 보이며,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 대한 자극적인 
뉴스는 신뢰 훼손에 그 초점을 맞춥니다(예: 극히 드문 

평판 메커니즘은 
고객을 보호하고 
신뢰를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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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 악의적인 주인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그러나 
공유 경제와 그 플랫폼인 인터넷은 낯선 사람(특히 자신의 집에 
게스트를 맞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집에 숙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핵심은 “평판 메커니즘(reputation 
mechanisms)”입니다.

평판 메커니즘이란 무엇일까요? 소셜 미디어를 좋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Facebook, Instagram, WeChat, LinkedIn과 
같은 플랫폼은 사람들을 그들의 사회적 관계망에 연결하여 
회원들에게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평가 시스템도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Amazon.com에서 소비자는 모르는 
브랜드 제품이라도 별 다섯 개짜리 리뷰가 수백 개 있으면 
그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당사자 간의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좋은 행동과 고품질 서비스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기가 왜곡되거나 
가짜일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면 정보 보안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규제 당국이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개발 및 중요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 방법은 인터넷 경제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스타우드(Starwood Hotels & 
Resorts Worldwide) 체인과 같이 매우 안정된 전통적인 호텔 
브랜드까지 자사 웹사이트에 자사 숙박시설에 대한 고객 리뷰를 
제공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59

온라인 여행사 및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플랫폼은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을 통해 문제를 계속 해결하기 
때문에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잠재 고객이 숙박시설과 
호스트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한편, 
그들의 기능, 시스템, 프로세스는 게스트와 호스트가 거래를 
하는 데 필요한 신뢰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60. 이 
과정에서 사용자 생성 브랜드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우리는 게스트와 호스트 모두가 온라인 프로필 작성, 리뷰 작성 
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완전한 확실성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확률의 대수의 법칙은 
리뷰의 개수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링크가 증가할수록 
그 결과가 공유 경제의 참여자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될 
것이라 제안합니다.61

즉, 리뷰 점수가 높은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예약하는 
경우, 의지할 만한 큰 호텔 브랜드는 없지만 모든 리뷰와 특징
(예: 호스트의 프로필 및 사진)이 정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짐작하는 것입니다. 호스트든 게스트든 
신뢰를 깨뜨리는 것은 참여자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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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any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신용에 기반한 경제에서 “
부정적인 평판”은 “나쁜 신용 등급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62

이것은 실제로 규제 당국이 익숙해져 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세계이며, 태도의 조정과 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와 공유 경제가 
나쁘다거나, 그들이 사라지도록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와 공유 경제는 새롭고 
다르며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이것들을 맞아들이고 포용하는 
곳은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 스마트폰으로 
소비자가 쉽고 즉각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어, 많은 다른 업체와의 
여행 관광 경쟁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높습니다.

공평한 경쟁의 장

온 라인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나뉩니다. 그러나 
범주를 분류하는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규모와 

범위입니다. 일부는 규모가 크고 국제적이며, 다른 일부는 
작고 지역적입니다. 모든 참여자를 위한 장소는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플랫폼은 현지 지식이 뛰어나고 특정 
도시 또는 시장 부문에 최고의 재고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습니다(예: 태국 또는 플로리다의 해변 공동체에 있는 
빌라). 다국적 플랫폼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마케팅, 고객에 대한 
글로벌 액세스, 고도로 안전한 결제 시스템과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대에 중요함)
과 같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자신의 니즈에 가장 
잘 맞는 플랫폼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는 글로벌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현지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글로벌 사업자들이 여행객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 세계의 
여행객으로부터 관광 수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평등한 경쟁에서 벗어나 한 회사를 보호할 때가 아니라 평등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유지할 때 번성합니다.

지역 사회의 우려사항

앞 서 언급했듯이,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지역 사회에 수많은 
우려사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웃의 불만, 안전, 주거에 

미치는 영향, 차별, 호텔과의 경쟁 등 주요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웃의 불만
단기 임대 숙소 또는 더 구체적으로는 단기 임대 숙소의 게스트에 
대한 공통적인 불만 중 하나는 이웃에 끼칠 수 있는 달갑지 않은 
소음과 지장을 주는 행동입니다. 그러한 우려사항은 근거가 
충분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신중하게 대처하고 조치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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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웃의 규범을 이해하고,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다루며,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하는 
데 있습니다.

일부 관할지에서는 규제 당국이 단독 주택(single-family use) 
구역 지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글의 작성 시점에, 
애틀랜타(Atlanta), 덴버(Denver), 오클라호마 시티(Oklahoma 
City), 마이애미 비치(Miami Beach) 및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는 단독 주택 지정구역(single-family zoned areas)에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제공하는 미국 도시입니다.63 구역 지정은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의 집중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Airbnb 등록 숙소에 대한 2017년 연구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리적 집중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64 그러나 
구역 지정법은 매우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한 관찰자는 구역 
지정을 “법률 용어의 복잡한 거미줄”65이라고 일컬었으며 이러한 
법률을 탐색하고 숙소가 불법 구역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은 전문가의 조언을 얻기에 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는 호스트에 
있습니다.66 따라서 규제 당국과 지역 사회가 먼저 시장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법적 지정 구역과 같은 보다 과감한 
움직임을 하기 전에 기존의 (지역 사회협의회부터 문화적 규범까지 
이르는)비공식적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대중 인식 캠페인을 시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셀프 규제를 위한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사회적 예절에 관해서 엄격한 기대를 
하는 응집된 사회로 유명합니다. 조용한 동네에 게스트가 있는 것은 
틀림없이 혼란을 야기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인터뷰한 
한 현지 호스트는 지역 사회에서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는지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는 이웃의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게스트에게 아주 자세한 안내와 서비스(예: 쓰레기 수거)
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그 지역 사회 협의체와의 관계를 
주의 깊게 증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 특정 호스트가 지역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 드문 예외 사례는 아닙니다. 이웃과 지자체는 게스트가 
정중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또 이웃에게는 우려와 갈등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지침, 정책,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확립함으로써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의 니즈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의적절하고 비대립적인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 인식 캠페인을 만들고, 알림판을 
만들고, 직통전화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대규모로 운영되는 경우 지역 사회는 공급자, 집계자, 관리 회사와 
협상하여 현지 직원을 고용하거나 가용 주택을 마련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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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앞서 언급했듯이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업계는 새로운 것이며, 
사건이 발생하면 불균형적인 관심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 공통으로 호텔에서 일어난 절도 및 기타 범죄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거의 끌지 못합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서 일어난 혼란스러운 행동은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물론 넓고 산재된 시장에서 게스트와 
호스트 모두의 안전을 규제하는 것은 상업용으로 설계된 호텔보다 
훨씬 복잡한 일입니다.

단기 임대 숙소가 엄밀히 호텔이나 개인 주택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숙박시설 
제공업체”를 위해 만들어진 건강 및 안전 조치에 이들이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68 그러나 분명히 규제 당국은 안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 일부 미국 관할지역에서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 기본 화재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타코마(Tacoma)의 호스트들은 필수 
연기 및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69 시카고
(Chicago)에서는 게스트에게 “각 휴가용 임대 숙소의 현관 입구”
에 대피로 표지판을 제공해야 하며70, 덴버(Denver)의 호스트는 
게스트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71 호스트가 자신의 임대용 
자산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뉴올리언스(New Orleans)에서는 
등록 요청서에 “모든 침실의 연기 감지기, 소화기, 출입구 위치를 
보여주는 평면도”를 포함해야 하며, US$50만 달러의 책임보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72

캐나다 토론토(Toronto)는 더 가벼운 규제를 취합니다. 토론토의 
호스트는 온타리오(Ontario)의 건물 및 화재 규제를 준수한다는 
자체 인증을 하지만 승인된 허가를 받기 위해 준수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73 당연하지만, 지진이나 쓰나미 등의 자연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있는 일본은 현재 게스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규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는 자동 화재경보 
장치, 작동하는 소화기, 비상 사태 시 탈출로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조명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74 모든 도시와 
국가가 자신의 요건에 가장 적합한 안전 규제를 결정해야 하지만, 
게스트의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호스트와 정부가 협력하여 이러한 유형의 숙박을 위해 
합리적인 표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게스트 및 호스트 모두의 안전과 보안은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게스트는 
신중하게 후기를 읽고 호스트의 평판을 조사해야 하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호스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집에 귀중품과 개인 문서를 내버려두는 것은 
자신의 재산과 신분 도용에 대한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격입니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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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서비스 제공회사는 개인과 회사 전체의 번영이 서비스에 달려 
있기 때문에 파트너와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신뢰를 남용하는 사람(숙소를 훼손하는 게스트, 
게스트를 몰래 감시하는 호스트,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찾아내어 서비스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신뢰는 공유 
경제의 통화이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위조 및 그 외 다른 심각한 
사기 유형들과 유사합니다.

규제 당국은 이 모든 것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시대에 나쁜 소식은 거의 즉각적으로 퍼지며, 여러 사고를 
경험하는 지역은 어디든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범죄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높은 대응력을 보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업체 및 호스트와 협력해야 합니다. 네트워크의 모든 부분은 
좋은 평판으로 이익을 얻습니다(나쁜 평판으로는 고통을 받습니다). 
또 환경이 안전할수록 여행자들이 유입될 확률은 높아집니다.

현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젠트리피케이션, “호텔라이제이션(hotelization)”, 주민 퇴거 
등은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현지 주택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실제로 우려되는 점들입니다. 장기 주거시설 재고를 
단기 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록 규제 당국의 충동적인 첫 
반응은 대부분의 경우 전면 금지 조치이지만, 이는 바람직하지도 
실용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로운 점을 늘리고 해로운 점을 줄이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며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가들은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주택 재고 및 가격 수준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하며 이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전에는 장기 주거에 사용되었던 부동산이 단기 임대 전용 
유닛으로 전환되므로 사실상 주택 시장에서 그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일은 미국 캘리포니아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 조슈아 트리(Joshua Tree)에서도 
일어났습니다. 2016년 Harvard Business Review 논문에 따르면, 
인구가 7,414명인 이 지역 사회에 200개 이상의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존재했으며, 이는 분명히 주민 대비 임대 숙소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입니다. 마을 주민인 Christine Pfranger는 
“현지 주민은 임대할 집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휴가용 
임대 숙소가 늘어남에 따라 현지 주민이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고 
있다”75 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임차인의 퇴거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때로 단기 임대 숙소의 성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76 단기 
임대 숙소의 비율이 높은 지역 사회는 공실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공실 임대가 장기 임대 시장에서 
벗어나 단기 숙박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77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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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 숙소는 홈쉐어의 형태가 아니며, 실제로는 
오로지 임대로만 사용되고, 집주인이 거주한 적이 
전혀 없는 건물/집입니다. 예를 들어, Inside Airbnb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Airbnb의 시드니 등록 숙소 
중 약 61%가 아파트 전체를 임대하는 형태였습니다.78 
그 전년도에 Airbnb의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매출 
중 89%는 “집에 호스트가 없는” “유닛 전체”의 임대에서 
나왔습니다.79

이러한 임대 형태는 실질적으로 전환이나 
호텔라이제이션을 진행시키며, 영향권에 있는 시장의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원은 2016
년 로스앤젤레스의 임대료가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의 
비중이 높은 동네에서 (비중이 낮은 동네보다) 33% 더 
빠르게 상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 한 예는 
인기가 많은 지역인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의 베니스 
비치(Venice Beach)로 이 지역의 임대 부동산 12.5%를 
Airbnb에서 이용할 수 있었으며,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입니다.80

이러한 예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젠트리피케이션 
논쟁의 사례 중 일부입니다. 한쪽에서는 지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변함이 없으며 기존 세입자에게 큰 권리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부동산 소유주의 
요구권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며, 부동산 소유주가 부동산을 
자신의 니즈에 맞추어 판매, 임대, 개조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쟁에서 절대적인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양측 모두 건전한 
논거를 가지고 있으며, 소유자/임차인, 장기 거주자/단기 
방문자 여부에 따라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임대 숙소의 증가는 여행자가 지역에 필요한 상거래와 
소득을 가져다 주는 지역이나 공실율이 높은 지역에는 
정말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좀 더 갈등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이러한 질문에 가장 잘 대처하려면 
영향권에 있는 각 구성원의 니즈에 민감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거나 압박 전술을 사용하는 
집주인에게는 중단 조치를 가해야 합니다. 반면 세입자도 
부동산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며 시장의 
힘이 지배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즉, 마을과 도시의 의사 결정권자는 자신의 권한으로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기가 많은 지역의 현지 호스트 숙소 
임대를 (런던, 암스테르담, 일본이 했던 것처럼) 연간 특정 
일수로 제한하거나 홈셰어링만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규제는 
현지 요구에 
맞추어야 합니다.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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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호텔라이제이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퇴거된 부동산의 현지 호스트 
임대에 대해 1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하면, (자산을 훼손하거나 
임대료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퇴거하는 것보다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짜인 퇴거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 설정에 대한 섹션에서 논의했듯이, 모든 규제가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용 주택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적용된 일부 수단들은 주택 공급 및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소유주, 임차인/세입자, 방문객의 상황에 잘 
맞지 않는 법률을 만들거나 금지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현지의 니즈에 부합하는(그러나 과도하게 복잡하지는 
않은) 규제를 선택하고 시행하는 데 있습니다.

차별
Airbnb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업체 중 가장 부각되는 
공급자로서, 불법 차별로 인한 세간의 큰 주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아시아계 미국인 로스쿨 학생은 2017년 2월 
빅베어(Big Bear)의 시골 휴양지에 있는 캐빈을 예약했었는데, 
예약은 도착하기 몇 분 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몇 시간 
동안 악천후를 뚫고 운전해서 도착한 직후였습니다. 지역 신문에 
따르면 호스트는 그녀에게 취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당신이 
지구상의 마지막 사람이라도 당신에게는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한 단어로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아시아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호스트는 또한 “나는 이 나라가 외국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듣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습니다.81

이 사건은 엄청난 주목을 받았으며, 호스트는 결과적으로 
US$ 5,000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으며 , 게스트에게 사과와 
인권단체에서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를 해야 했고 4년 동안 임대 
패턴을 모니터링 받아야 했습니다.82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 하에, Airbnb는 
2017년 8월 버지니아(Virginia) 주 샬롯츠빌(Charlottesville) 
사건 이후 플랫폼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가 게스트가 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83 그 이후로 Airbnb는 차별로 인해 방을 
예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객에게 24시간 연중무휴로 “
게스트에게 머물 곳을 반드시 찾아줄” 전문 직원과 연락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오픈 도어(Open Doors)” 정책을 
시행했습니다.84

차별은 인종과 민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일부 지역 사회 호스트는 결혼한 부부에게만 임대를 허용합니다. 
흥미롭게도 인도에는 미혼 커플에게 호텔 객실 임대를 금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압력과 현지 경찰의 무작위적인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정부가 알아야 할 사항

235

행동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조차도 기업가적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뉴델리에서 시작한 StayUncle이라는 회사는 커플에게 
8~10시간의 객실 임대를 제공하고, OYO Rooms라는 집계 사이트는 
특별히 미혼 커플이 투숙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85 StayUncle의 모토는 “커플은 판단이 아니라 방이 필요하다
(Couples need a room, not a judgement)”86 이며, 자신들을 “현지 
또는 다른 도시의 ID 증명이 있는 결혼한 커플 또는 미혼 커플이 
안전한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인도 최초 및 최고의 포털”이라고 
설명합니다.87

다른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나 다 통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원칙과 지역 규범 간의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
한편, 임차인은 단기 임대 숙소로 인해 주택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다른 한편, 호텔과 호텔 연합은 이 신종 산업과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항의합니다. 그들은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호텔 세금을 회피하고 공중 보건 규제를 
무시하며 앞서 언급된 Fortune지의 뉴욕의 청소부와 같은 
독립적인 청소 서비스를 사용하여 호텔 직원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호텔 협회들은 매우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한 
극단적인 경우, 뉴욕시 호텔협회(Hotel Association of New 
York City)는 영국 맨체스터(Manchester)에서 단기 임대 
숙소를 이용했던 테러리스트에 의해 테러가 발생한 후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테러리스트에게 거처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88 이 글의 작성 시점에, 미국 호텔숙박협회
(American Hotel and Lodging Association)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규제 예산을 “Airbnb 방해(thwart Airbnb)”89 계획에 
사용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과 협박 전술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쟁은 비즈니스의 일부이며,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영속하고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소비자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의 정부 및 규제 부문 선임부사장(senior 
vice president)인 Michael Petricone 은 “Airbnb를 통해 여분의 
침실을 렌트한 사람에게 힐튼 호텔에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는 도시가 있다면, 이는 분명히 부적절하며, 아마도 이는 
시가 의존하고 있는 일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90 
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넷협회(Internet Association)에서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호텔과 경쟁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해당 조사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체계적으로 호텔 시장을 
점유한다는 통계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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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결과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쫓겨나기보다는 자신의 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협회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반대쪽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증거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91

이와 더불어, WTTC는 자체 발간하는 Global Economic 
Impact and Issues 2017 보고서에서 표제글로 이 문제를 
다루면서, “호텔 투숙 객실 숙박 수는 늘 높다. 이는 이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모델이 새롭게 유도된 수요로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서술했습니다.92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전반적인 호텔 수요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글로벌 호텔 부문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보고서에서 밝힌 
더욱 중요한 사항은,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경쟁을 
한다면, 보통 그 상대는 낮은 계층의 호텔이라는 것이며, 
하지만 “그 수요의 상당 부분 대부분의 경우 30~50%는 
유도된 것으로, 이러한 방문객들은 대부분 저가 옵션의 
여행이 아니었다면 그 여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93 다르게 말하면,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아니었다면 여행하지 않았을 
관광객들을 여행지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지는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 여행지에 좋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NYU 스턴 비즈니스 스쿨
(NYU Stern School of Business) 교수 Arun Sundararajan
은 “만약 비즈니스가 소비자에게 비효율적인 소비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미 이를 합리화 시키기 위해 새로운 
공유 경제 존재할 것이다.”94 라고 서술했습니다. 혁신에 
반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일부 호텔 체인들은 이러한 역동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경쟁 방식을 찾고 있으며, 혁신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거대 체인인 메리어트 스타우드(Marriott-
Starwood)는 밀레니엄 세대를 겨냥해 환경친화적인 
Element 호텔의 새로운 Moxy 브랜드를 선보였으며, 
다수의 다른 브랜드에서는 서비스 아파트도 제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요구에 따라 
즉시 가능한 체크인 같은 호텔의 특색들을 도입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또한 
호텔 역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성공할 수 있었던 
몇몇 개인화 및 다양성 요소들을 제공하는 방법을 찾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세계가 앞으로 나아갈 
때,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현상 유지만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성공적인 공식입니다.

30% ~ 50% 
게스트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아니었다면 
여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 세계관광위원회 
WTTC

경쟁은 혁신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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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유 경제 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혼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법규를 회피하는 것으로도 비판받을 
때가 많습니다. 공유 경제의 패턴은 규제가 기반하는 
가정과 사례에 잘 맞지 않으며, 양측 모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의 목적은 기존 업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기보다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전 세계의 정책 
입안자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인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규제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주요 접근 방법을 
요약했습니다. 그 시작은 이 부문이 성숙해지고 보다 
전문화될 수록 규제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작은 회사를 위해 대형 회사와는 다른 인센티브와 
규제를 만드는 것처럼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정책도 규모에 따라 다양한 호스트 유형 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규제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정부뿐만 아니라, 
호스트와 호스트가 협력하는 회사)를 도울 수 있는3
가지 핵심 원칙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포용한 규제 당국은 업무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3가지 주요 규제 옵션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한, 2) 허가 및 등록, 3) 과세. 물론 규제 
당국은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결정해야 
하겠지만, 호스트와 기타 다른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제공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맥락을 조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규제에 대한 안내 원칙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 대한 규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책임 있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활동을 

장려합니다. 이러한 
장려 활동에는 호스트, 
여행자, 그리고 지역 

사회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활동의 경제적 비용과 

혜택에 균형을 맞춥니다.

사용자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해하기 쉽고, 

쉽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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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어떻게 일본 
여행을 바꾸고 있는가

여 행객은 일본을 좋아합니다.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2017년에 
2,87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함으로써 5년 연속 전년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95 이는 많은 수의 관광객이며 주목할 만한 
트렌드입니다. 그러나 더욱 야심찬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일본은 
2020년까지 연평균 4,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96 혹자는 이러한 수치가 실제 보다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본이 해외에서의 인기 유지를 위해 힘쓰고 2019년 럭비 
월드컵과 2020년 하계 올림픽으로 정점을 찍을 관광 시즌을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무거운 질문 하나가 드리워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서 투숙하게 될까요?
이미 도쿄에서 호텔 객실 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은 해결방법으로 (“

민파쿠”라 부르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최근 1만5천 명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단 17%만이 허가를 취득했으며 31%는 허가 없이 
숙소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나머지는 확인할 수 없음).97 허가를 
취득한 소유자의 경우,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특별 지정된 구역에 
위치해야 하며 투숙 기간과 같은 요구 사항에 대한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구역에서 Agoda, Airbnb, Booking.com 같은 회사들은 
이미 탄탄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rbnb는 2016년에만 370만 명의 방문자를 다뤘다고 
하며98음식이나 명소 같은 것들을 포함한 사용자 전체 소비 지출을 
기반으로 9,200억 엔(약 US$84억 달러)을 일본 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99. 2017년 6월 기준 HomeAway에는 일본에 1만 개 미만의 
숙소가 등록되어 있으며100 2018년 1월 기준 Airbnb에는 6만 개의 
숙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101 선도적인 아시아 호텔 예약 사이트인 
Agoda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이지만, 
이 영역에 진출한 2017년을 기준으로 일본에 수천 개의 등록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과 기타 플랫폼들은 2018년 6월에 발효된 
새로운 법률에 따라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102 이 법에 따라 개인 및 기업 소유자는 당국에 
등록하면 연간 최대 180일 동안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공급자로서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률은 명확성을 
제공하지만 특정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우려를 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는 최대 180일의 기간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호스트는 180일의 제한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법률 비준수에 대한 벌금 위험 때문에 호스팅이 점차 매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103 또 다른 사람들은 180일 제한이 일본 인기 
지역의 심각한 숙박 부족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을 



At Home Around the World

240

제기합니다.104Nikkei Asian Review 및 Japan Times는 Airbnb가 6
월 15일이 마감일인 이 법률의 준수를 위해 Airbnb의 전체 호스트 
임대 숙소 중 80%를 제거했으며, 이에 따라 Airbnb 사이트의 총 숙소 
수가 몇 주 만에 13,000개로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105 물론 모든 
법은 완벽하지 않으며, 일본 정부는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업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106

Agoda 일본 지역 매니저로 회사의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Takashi Kawamoto는 “
새로운 규제는 호스트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
고 하며. “대부분의 숙소는 에이전시/집계회사 및 부동산 회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회사들은 허가를 받을 것이지만 개인 
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시장에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
고 말합니다.107

더불어 많은 지역 정부에서는 위치를 제한하거나 180일 제한을 더 
줄이는 등의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 대한 추가 제한 조치를 시행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108 예를 들어, 효고현 정부는 유치원, 초중고 
학교를 기준으로 100m 거리 이내에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금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109

즉,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 관리 회사는 180일의 임대 
한도를 처리할 수 있는 자본과 물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는 호스트는 집주인이나 건물 허가 및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여전히 적어도 일 년 중 그 절반은 공실 
가능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본 신경제 학회(Japan Association 
of New Economy)의 보고에 따르면, 그러한 호스트의 약 90%는 
실제로는 새 규제로 인해 자신들의 비즈니스가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110

그러나, 이 새로운 ‘민파쿠(minpaku)’ 법이 기존의 법률을 명확하게 
하고 간소화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법률은 기존의 업계와 신규 
진출자 모두에게 일본 시장을 극도로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본에서 가장 큰 계약직 직원 공급업체였던 Recruit 
Holdings는 2018년 1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자사의 유명한 주택 사이트인 수우모(Suumo)에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Airbnb와 협력하고 있습니다.111 
일본 현지 스타트업 회사인 Hyakusenrenma는 일본 최대의 여행 
예약 사이트인 JTB Corp.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JTB의 다국어 제공 
여행 예약 사이트인 Japanican을 통해 Hyakusenrenma에 등록된 800
개의 숙소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Rakuten Inc.는 Tujia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관광객의 일본 유입(2016년 일본 방문객의 25%가 
중국인)과 중국에 설립한 자사 브랜드의 이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12. 베이징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회사인 Tujia는 2025년까지 일본에 
20만 개의 현지 호스트 숙소를 보유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113 
또한, Rakuten Inc.는 HomeAway와 Booking.com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114 가장 흥미로운 새로운 참가자 중 하나는 Terahuku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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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슈쿠보(shukubo)”라 부르는 숙박을 제공하며, 이는 불교 
사찰에서 투숙하고 채식식사를 하는 숙박 유형입니다. Terahuku는 
현지 순례자뿐만 아니라 영어를 구사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Airbnb 및 Booking.com과 이미 제휴를 맺었습니다.115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Airbnb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 임대 이외에도, Airbnb는 “여행 스타트업과의 제휴를 
통한 부티크 료칸과 호텔”을 포함한 다양한 숙박 시설을 제공합니다.116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Airbnb는 Evolable Asia와 협력하여 전문 
웹사이트에서 “독창적인 건축 및 서비스 기능”을 자랑하는 고급 일본 
여관과 호텔을 제공합니다.117 2016년 초에 Airbnb는 Airbnb의 숙소를 
Travel.jp 플랫폼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Expedia, Ctrip, Zizaike 및 Agoda
를 포함한 다른 온라인 여행사에 통합하기 위해 Venture Republic
과 제휴를 맺었습니다118

한편, 2018년 6월에 발효된 ‘민파쿠’ 법을 예상하고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7-11 Japan은 일본 여행사인 JTB 와 협력하여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의 체크인 절차를 손쉽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 있는 기계에서 사진을 통해 게스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게스트의 신원이 확인되면, 게스트는 열쇠를 픽업할 
수 있고, 다시 열쇠를 매장에서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119 이 체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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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는 호스트, 특히 현장에 거주하지 않는 호스트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법률상 “부재자 주택주”120 는 피계약인에게 
숙소 관리(열쇠 처리, 게스트 신원 확인, 게스트 장부 유지 관리 
등)를 아웃소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체크인 서비스 
기계는 도쿄의 신주쿠 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7-11 Japan은 
유명한 관광 명소에 2020년까지 이 기계를 갖춘 1,000개의 상점을 
준비해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할 2020년 
도쿄 올림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121 2018년 6월에 시작된 이 “
컨비니언스 프론트 데스크 24”라는 서비스는 새로운 ‘민파쿠’ 법에 
맞추어 런칭되었습니다.122

일본 정부는 또한 ‘민파쿠’ 법이 일본 전역에 관광을 보다 균등하게 
배분하고, 인구가 급감하는 농촌 지역과 소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환영할 만한 것입니다. 2016
년 McKinsey의 연구에 따르면 총 관광객 투숙 중 약 절반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3개 도시(도쿄, 오사카, 교토)에 집중되어 있었고, 
관광객 지출의 60%를 차지했습니다.123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의 성장은 호스트, 게스트, 지역 사회 경제에 막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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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트랙: 모든 호스트가 동일한 것은 아님
앞서 보았듯이, 임대 숙소 시장은 매우 다양합니다. 공실율이 
낮은 매우 밀집된 시장에서는 자택의 방을 임대하는 주택 
소유자와 임대하는 부동산의 단위가 단일 유닛이든 
상업적으로 관리하는 여러 유닛의 그룹이든 전임으로 
숙소/부동산을 임대하는 상업적 운영자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124

전자는 일반적으로 “1차” 임대라고 하며 후자는 “2
차” 임대라고 합니다.125 이러한 비즈니스 간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이 비즈니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이따금씩 
주말에 집의 방 한 개를 임대하는 소유주가 있으며, 다른 
한쪽 끝에는 여러 곳에서 수천 개의 임대 숙소를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원과 수익이 
다르듯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규제 당국이 정책을 입안할 때 다음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정책이 어떤 유형의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는가?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산호세(San Jose)와 같은 미국 
도시와 유럽의 일부 도시에서는 1차 임대와 2차 임대를 
구분하는 2-트랙 규제 구조를 도입했습니다.126 대규모 또는 
소규모 상업적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자택을 공유하는 사람과 전체 아파트/주택을 
순전히 비즈니스로서 임대하는 사람에게 다른 규제 및 
세칙을 적용합니다.

과다 적용하지 말 것
때로 규제 당국은 모든 것에 대해 규칙을 세우고 
시도해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올리언스(New Orleans) 한 시의회 의원은 홈 
셰어링에 대해 “우리는 이것을 통제도 하고, 제한도 하고, 
또 이것으로 수익도 창출해야 했다.”127 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2004
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된 호텔법에 따라 단기 임대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시행되었으며, 
최대 2만 바트(US$600 달러)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및 비준수 기간에 대해 1일당 최대 1만 바트(US$3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128 이 글의 작성 시점에, 
대만에서는 허가가 없는 단기 임대 숙소 운영자들에게 
여전히 큰 처벌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벌금은 30,000 
대만달러 (US$ 1,000 달러)에서 300,000 대만달러
(US$ 10,000 달러)까지로, 불법으로 간주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100,000 대만달러(US$ 3,300 달러) 및 500,000 
대만달러($16,700)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129 

규제는 시장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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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베를린(Berlin)에서는 불법 임대 숙소에100,000 
유로(US$ 118,000 달러)라는 믿기 힘든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며130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일부 현지 호스트에게 
60,000 싱가포르 달러 (US$ 4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131

이러한 심각한 처벌은 사회적 영향에 비해 불균형적입니다. 
규제 당국은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숙소가 임대되고 있음과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려고 
하는 것은 무익하며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부 호스트는 실제로 임대 소득이 절실히 필요하며,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제공하는 가격과 경험을 찾는 
여행자는 그냥 간단하게 다른 여행지로 이동해 이를 찾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대신, 연구자들이 “비즈니스 운영자의 건물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호텔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수는 법적 요건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호텔 비즈니스 
운영을 계속할 수도 있다”132 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단기 
임대 숙소는 계속 몰래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규제를 
받지 않는 숙박시설은 점검을 할 수 없고,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세할 수 없어 과도한 규제는 상당히 높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The Business of Sharing: Making it in the New 
Sharing Economy’에서, Alex Stephany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느라 혁신이 방해를 받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들을 인용했습니다. 
18세기 캘커타(Calcutta)에서 인쇄 면직물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프랑스는 이 제품의 수입, 제조,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려는 기업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70년 이상의 금지 기간의 결과는 
치명적인 폭동이었으며, 국가 경제 또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의 한 연구원은 “이러한 캘리코 금지가 없었더라면 
프랑스는 유럽 최고의 면직물 선도 국가가 되었을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133

요컨대, 후진적인 보호주의는 미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한 설정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옵션 중 하나는 호스팅에 대한 시간 제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 런던(London)은 호스트가 허가 없이 
최대 90일 동안 (허가가 있는 경우엔 더 길게) 숙소를 
임대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사회

주의: 부담이 
크거나 가혹한 
규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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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n Francisco Board of Supervisors)는 2016년 
단기 임대 숙소에 연간 60일의 상한을 설정했으며, Airbnb
는 암스테르담(Amsterdam)의 현지 호스트 숙소 임대를 
2019년부터 연간 30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134 2017
년 일본은 완화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단기 임대 기간을 
연간 최대 180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135 그러나 
협조적인 자동 추적 기능이 없는 관계로 호스트가 한 
플랫폼에서 시간 제한을 다 소진한 후 다른 플랫폼에서 
다시 숙소를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제한하려는 다른 시도는 
독창적일 수 있지만,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는 호스트에게 허가 신청을 요구하거나(이 접근법은 
뉴올리언스(New Orleans)에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136 평방킬로미터 또는 평방마일당 임대 
숙소 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가격 범위의 건물에 대한 임대 
숙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부동산 구매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주인이 호스트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과 같은 냉각 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tephany는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허용할 지에 대해 규칙과 조건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를 가끔씩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는 [건물]에 거주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137

여러 유럽 도시에서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와 다른 
이웃의 이익에 대한 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에 파리(Paris)의 경우, 호스트가 동등한 장기 임대 
거처를 준비하면 숙소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Amsterdam)은 호스트의 기본 임대료가 한 달에 699
유로(US$850달러)를 초과하고 소유주가 동의한 경우 
단기 임대를 허용하며, 집 주인은 당국에 등록하고 지역 
및 국가 관광세를 납부하고 연간 최대 30일 동안 최대 
4명의 게스트를 수용할 경우 집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Berlin)은 공공과 개인의 이익 간의 균형을 
이뤄야 하는 개별 지구에 해당 결정권을 부여하였으며, 
호스트에게 장기 거주 공간의 손실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138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규제하는 데 보편적으로 
유효한 단일 접근 방식은 없습니다. 규제 당국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하고 때로는 경쟁적인 관심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지역에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규제 당국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가 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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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에 가장 적합한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허가 및 등록
보편적이고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 요건이 허가와 
등록이며 이 둘은 각기 다른 규제 목적을 위해 
필요합니다. 등록은 정부가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하기 위해 임대 유닛, 호스트, 게스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허가는 호스트가 정해진 
규제(예: 화재 안전 규제)를 준수하는지와 허가 취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데 이용됩니다. 이 둘은 서로 겹칠 때가 많습니다. 두 
수단 모두 호스트에게 정부가 재분배를 할 수도 있는 
수수료를 지불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은 또한 
호스트가 현지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방도가 될 
수 있습니다(최신 데이터는 비준수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됨).

호텔과 마찬가지로, 허가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요건이며, 이는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좋은 이유(아마도 가장 중요한)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서는 몇몇의 
상해 그리고 심지어는 사망 사건이 있었으며139 이는 
정기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호텔과도 같습니다.140 
화재와 가스 누출이 가장 일반적인 위험이지만, 적절한 
규칙과 시기 적절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하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웃의 우려 
사항과 세금 징수는 규제에 대한 또 다른 공통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동시에, 허가 요건은 반드시 상황에 잘 맞아야 합니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도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허가 요건이 길고 복잡하며 
준수하기 어려울 때, 개별 호스트가 그 모든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로 인해 의도치 않은 
결과로 불법 운영이나 비즈니스의 완전 중단이 야기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허가가 있는 호텔의 경쟁을 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행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여행자(그리고 호스트)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면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혜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업적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않는 
개인 현지 호스트에게 등록 요건이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의 경우 이 글을 

규제가 적용하거나 
준수하기에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규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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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할 당시 법률에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관광 호텔 기업”
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만에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운영하려면 호스트는 먼저 
현지 행정 기관에 등록 증명을 신청하고 취득해야 하며, 5,000 
대만달러($ 170)의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보험 증서 사본(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책임보험), 건물 사용 허가증, 건물 사진 
등을 포함하여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4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록되지 않은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운영하는 벌금은 
상당합니다. 게다가 허가를 취득한 후 호스트는 게스트 등록부 
유지, 지방 당국에 객실 요금(및 변경 사항) 보고, 건물의 안전 및 
청결 유지, 게스트의 소지품, 건강, 안전을 위한 주의 관리 등의 
수많은 운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규제는 여행자 보호와 건전한 비즈니스 관행을 촉진하려는 
자발적인 의도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너무 복잡하거나 
다루기 힘들다면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되고, 실제로도 이익보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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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아무도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미국 건국자인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이다(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라고 
말했습니다.142 규제와 마찬가지로, 세금은 신중하게 
설계되고 공정하게 시행된다면 좋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세금을 부과할 때 현지 호스트 
비즈니스와 이 비즈니스가 가져오는 혜택, 특히 지방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이익이 파괴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세하지 
않아야 합니다.143 즉,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 당국이 이렇게 중요한 책임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곳에서, 소유된 부동산은 이미 과세되고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설계된 대부분의 부동산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원칙들을 뒤집을 
것을 권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입니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비즈니스의 세수 잠재성은 
확실합니다. Airbnb가 지적한 것처럼 뉴욕(New York)
이 단기 임대를 30일 미만으로 제한하는 결정 대신 다르게 
규제했다면, 시 당국은 2014년에만 US$ 1억1천만 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장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그후로도 몇 년 동안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144 규제 당국은 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금지하는 비용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세수는 시민과 
기업에 대한 기존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이는 모두 정부에서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목표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탬파(Tampa)는 공유 경제에 

호의적인 방침을 내렸습니다. 한 지역 신문 기사는 탬파 
시장의 “Airbnb, Uber, Lyft 모두 혁신적인 기술로 우리의 
비즈니스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탬파는 이런 신기술들을 
환영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인용했습니다.145 
이렇게 개방적인 자세는 탬파가 있는 카운티가 2017년에 
최소 US$25만 달러의 세금을 징수했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146 호스트가 임대로부터 이익을 얻고 더 

정부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의 세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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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여행자가 와서 소비하면, 지역은 수익을 얻습니다. 
이것이 나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뉴올리언스(New Orleans)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U.S. Virgin Islands)를 포함한 기타 미국 관할지역은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도 호텔 세금 및 수수료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147 워싱턴 DC(Washington, DC)는 2015
년부터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으며, 
세수를 다른 기타 서비스 중에서도 현지 소방 및 경찰 
부서 자금 공급에 사용했습니다.148 단기 임대 숙소로부터 
얻는 세수가 현지의 많은 수요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많은 가용 주택 신설, 통합 
증진 또는 저소득층의 주민이 높은 수준의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통해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돕는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149

한편,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서비스 제공업체는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세금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의견 교류가 지역 사회에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까지 Airbnb는 전 세계 
세금 당국과 275건의 제휴를 맺었으며 여기에는 멕시코
(타 중남미 국가의 모델), 중국 5개 도시 (청두, 상하이, 
충칭, 광저우, 선전), 벨기에, 호주, 인도,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캐나다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150 2017년 5월, Airbnb는 전 세계에서 호텔 
및 관광 세금으로 US$2억4천만 달러 이상을 징수하여 
납부했다고 보고했습니다.151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주민세 비율은 
대게 상업세보다 훨씬 낮으며, 일본에서 빈 주택은 빈 
토지보다 세금을 60% 적게 납부합니다.152 지자체들은 
부동산이 거주와 상업적 목적 모두를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세금 비율을 이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서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가용 주택 자금을 증대 하려고 
했지만 정책 목표들을 충족할 만한 자금을 모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153 하지만 이는 세부적인 사항과 실행의 
문제였을 뿐, 컨셉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적절하게 과세가 된다면(세금이 과도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인식되면, 사람들은 세금을 회피할 방법을 찾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자금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할 사항: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로 
거주용 부동산도 
상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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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 대한 효과적인 
4가지 정책 권장 사항

위 에서 다루었던 이슈와 정부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니즈에 대해 
균형을 유지하며 만드는 절충안을 고려하여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 대해 공공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4
가지 권장 사항을 제안합니다.

정책 추천 1:  
금지가 아닌 유연한 제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책은 다양한 유형의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비즈니스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는 보편적인 규제 수단인 제한 (예: 
구역 제한, 연간 임대일 수 제한)에 적용됩니다. 제한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는 이 수단의 목적과 
이용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소유자가 공간을 임대할 수도 
있는 연간 일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혜택(예: 투자자가 한 
지역의 가능한 모든 유닛 구입 및 주거용을 상업용으로 
변경하는 것 방지)을 얻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예: 
은퇴자가 자신의 아파트 방 하나를 임대함으로써 연금 
수입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해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중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금지가 아닌 유연한 규제 적용  

허가 및 등록 요건 간소화   

단순하고 공정한 세제 적용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서비스 공급업체와 파트너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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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은 정책 입안자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제한 수단입니다. 입안자는 모든 도시/주에 다 적용되는 
단일 규칙을 만들기보다는 지역 마다 차이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애틀(Seattle)은 호스트 1명당 유닛을 
2개로 제한하지만, 임대 숙소가 시내(다운타운) 외부에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154 이와 비슷하게 오리건
(Oregon) 주 포틀랜드(Portland)는 포틀랜드의 섬들이 
“전통적으로 휴가용 임대 숙소 시장”이었음을 인식하고, 
도시 내 다른 곳에 적용되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규제를 
섬에서 면제했습니다.155

수수료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미치는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포틀랜드는 
호스트가 첫 번째 유닛을 등록할 때 US$ 100달러의 비용을 
부과하지만, 동일한 호스트가 추가 유닛을 등록할 때에는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합니다.156 이와 비슷하게, 밀라노
(Milan)와 비엔나(Vienna)에서는 호스트가 첫 번째 
유닛은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추가 유닛에 대해서는 
등록이 필요합니다.157 유연한 제한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철저한 금지 없이도 
정부에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의 성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는 (
그러나 전면 금지는 아닌) 지역은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Tasmania)와, 시카고(Chicago)입니다.158 이 도시에서 
등록 비용은 높지 않습니다. 시카고의 경우엔 완전 무료
(심지어 등록 갱신 시에도)이며, 태즈메이니아에서는 5
개 이상의 침실이 있는 거주 시설에 대해서만 일회성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동시에, 두 도시 모두 연간 임대 
가능 일 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호스트 1명당 허용되는 
임대 숙소 수도 제한하지 않습니다.159

정책 추천 2 : 허가 및 등록 요건은 간소화되어야 하고, 
사용하기 쉽고, 비용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등록 및 허가 요건은 쉽고, 따를 수 있으며, 관리가 쉬워야 
합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호스트가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는 원하는 것과는 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몰래 운영될 수도 있어 정부에서 
적절한 안전 관리 및 과세를 통해 공공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규제 당국에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호텔처럼 
운영되는 것이 아니며, 호텔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호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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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준수 절차와 적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전문 지식, 
또는 자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복잡한 허가 
요건은 정부가 관리하고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등록 
및 허가 도구는 적절하게 고안된다면 모든 당사자에게 
효과적이고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
(Colorado) 주 덴버(Denver)는 사용하기 쉽고 비용이 
저렴한(US$75 달러)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
그] 호스트 지역 사회의 높은 준수율”을 달성했으며,160 
2016년에는 Airbnb에서 등록 절차가 완전히 온라인으로 
완료되는 첫 번째 도시가 되었습니다.

정책 추천 3: 간단하고 공정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과세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사업 운영을 막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수는 지역 계획의 지원으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과세의 열쇠는 공정성과 단순성입니다. 과중한 
세금은 사업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합니다.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더 세금 친화적인 관할 지역으로 이동하면, 이들이 
떠나는 지역 사회는 이 사업 유형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잃게 됩니다.161 궁극적으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에 대한 
합리적인 세율은 맥락(현지 환경 및 호스트의 비즈니스의 
유형 및 규모 모두)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등록 및 허가 
프로세스가 사용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이라면 사업체에서 
이를 준수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책 추천 4: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및 업계 관계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특히,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 서비스 제공업체와 기타 업계 
참여자와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VRMA는 2016
년에 미국에 대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162 Airbnb는 
정기적으로 정책 도구 키트를 업데이트합니다. 또한 단기 
임대 지지 센터(Short Term Rental Advocacy Center)
와 같은 정책 지지 단체는 지자체의 개발 정보를 얻기에 
좋은 곳입니다.163 22018년 말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도 업계 
협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협회는 지자체의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규제를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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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호스트 지역 사회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소비자 선택 수익 창출 현지 이슈에 대한 의견 
제시

현지 지역 사회 경험 관광 산업 수요 충족과 
혁신를 위한 자격 지역 사회에 투자

공정한 요금 지역 사회의 동의 안전과 보안

안전

규제 
우선순위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함

합법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자유

현지 문화에 맞는 현지 
호스트 숙소 임대 지침

차별 금지 정책 개인 소유주를 위한 
명확하고 투명한 법규

지역 사회 의견 수렴을 
위한 명확한 프로세스

안전 및 소비자 보호 준수하기 쉬운 등록, 세금, 
허가 규정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의 
세금을 공공 서비스와 
가용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위해 
사용하도록 책정

공정한 경쟁

이점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음

관광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를 지역 
사회의 동의와 함께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지역 이슈에 대해 의견을 
계속 제시하면서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음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균형있게 조정하는 규제는  
모두에게 이익(win-win)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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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 지 호스트 임대 숙소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거나 이러한 
파도에 맞서서 “여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이 변화의 영향을 지연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구성원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잠재적으로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공유 경제와 마찬가지로,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도 비즈니스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 당국이 보조를 
맞추려 노력하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법률 및 규제 개발이 
매일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을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장에서 검토한 원칙 및 
사례는 효과가 있는 것(그리고 피해야 할 것)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규제 당국은 관할 지역 여행지의 고유한 
문제를 면밀하고 분명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규제 당국은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의 성장을 막지 않으면서 번영할 수 있도록 
여행자, 호스트, 지역 사회에 장기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실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설계해야 합니다. 제대로 지원될 때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비어 있거나 활용률이 낮은 주택을 
채우거나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간 이해를 
높이며 호스팅을 하는 지역의 현지 비즈니스를 위한 의미 있는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해 
효과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규제는 지역 사회를 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명한 규제 당국은 모든 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변화를 수용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 사회는 성장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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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하려 하지 말기: 공유 경제를 
무시하려고만 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공유 
경제 시장은 거대하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근본적인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에 발전하며 번성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올바른 관리를 통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사실 
인지하기: 호스트, 게스트, 이웃 주민, 
지역 경제, 넓은 지역 사회, 나아가 경쟁 
여행지까지 포함하는 모든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변화를 
기회로 포용합니다.

이점과 혜택에 초점 맞추기: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여행객들이 지역 사회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며 호스트에게는 수익 
창출을 통해 거주 유지 또는 경제적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줍니다. 지역 상인들은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관련 비즈니스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지역 사회가 
여행객들을 환대함으로써 상호 문화 이해 
또한 발전합니다.

큰 그림 이해하기: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의 경쟁 대상은 호텔이 아닙니다. 
호텔과 현지 호스트 임대 숙소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관광 산업의 
규모를 확대시킵니다.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낮은 비용으로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여행객들이 더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지역 사회의 장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실질적이면서 유연한 규정에 초점 
맞추기:  기술과 공유 경제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인터넷 기업은 상황에 
맞는 제품 개발로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 또한 이와 같이 발 
빠르게 움직여 정책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변화하는 현황에 적응해야 
합니다.

현명한 책임 행사:   규제 기관의 역할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 
서비스에 세금을 투자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간단하고 공정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정책이 복잡하고 
제한적이면 선의를 가진 사람이라도 
정책을 준수하기가 어려워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적대성 배제하고 화합시키기: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분열이 아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진취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협력적인 정책은 지역 
사회에 대한 대중의 시선을 호의적으로 
만들어주며 전 세계의 많은 여행객을 
불러모을 수 있습니다.

4장 내용 요약: 
규제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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