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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부쳐

제4차 산업혁명, 제2의 기계시대 등 새로운 용어들로 지칭되는 기술 변
화가 노동세계를 비롯한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모습을 크게 바꾸게 될 것
이라는 전망이 널리 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일자리가 인공지능
과 자동화된 기계에 의해 대부분 대체되면서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될 것
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산성은 크게 늘
어나는데 쏟아지는 생산물을 소비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기 때
문에 기본소득이 새로운 대안이라는 주장도 등장한다.
기술변화가 우리 사회에 초래할 변화가 어디에까지 이를지는 아직 모
르지만 누구도 단정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은 분명하
다.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면
서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때마다 기계에 의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러다이트 운동이 잘 알려진 사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현실화된 적은 없다. 기계가 대체
한 일자리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다른 분야에서 생겨나기도
했고, 산업혁명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노동시간도 꾸준히 줄어들었기 때
문이다. 이는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기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제도와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 합
리적이다. 다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세심히
분석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꾸준히 탐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이 노동세계에 미치는 효과 가운데 고용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업에 전일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
는 식의 표준적인 고용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임시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
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의
해 중개되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임금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며 임금노동을 전제로 운영되
는 사회보험으로부터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우버(Uber)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사례이지만, 우리에게 가까운 대리운전 서비스나 앱을 통한 음
식배달서비스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모델에 해당된다. 이들을 디지털 특
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손쉽게 간주할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해
결하지 못하고 있는 오래된 과제에 새로운 짐을 더 얹는 것에 불과하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쟁점으로 부
각되고 있다. 따라서 실태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우리나
라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과 국제노동기구 본부
와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졌다. 연구책임을 맡은 본원의 황덕순 선임연구
위원과 국제노동기구의 Senior Economist인 Janine Berg가 전체 연구를
기획하였고, 본원의 박찬임 선임연구위원과 박제성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다수의 해외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해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다. Janine Berg(ILO),
Valerio De Stefano(ILO), Irene Mandl(Eurofound), Jeremias Prassl
(University of Oxford), Miriam Cherry(St. Louis University), Ursula
Huws, Neil Spencer와 Simon Joyce(University of Hertfordshire), Debra
Howcroft(University of Manchester)와 Birgitta Bergvall-Kåreborn(Luleå
University of Technology). 국내외에서 다수의 연구진이 참여하였기 때
문에 영문을 번역하여 국문 보고서로 만드는 과정에서 국제협력실의 노
고가 컸다. 국제협력실의 김민정․박수향 전문위원 및 홍보협력팀의 이
차희 연구원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보고서를 편집, 교정, 출판하는 과정에
서 수고해 준 정철 학술출판팀장을 비롯한 학술출판팀, 그리고 정해웅 연

구조교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본 연구가 디지털 기술이 노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기술결정론을 넘어서 기술과 사회제도, 주체의 선택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고용관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정책과 우리 사회의 대안
적인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각 개인의 의
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2016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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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변
화와 혁신을 포착하는 용어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
unication Technology : ICT)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디지
털 기술(digital technology)이라는 용어가 최근 진행되는 변화의 핵
심적인 요소를 포착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화에 따
라 정보재생산의 한계비용은 제로가 되며,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빠르게 처리되면서 센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로
봇공학 및 인공지능, 3D프린팅 및 새로운 기술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노동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 깊고 폭넓은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적으로는 고용의 총량, 일자리의 배
분 및 근로시간, 일 자체의 성격(종속성 및 근로와 여가의 구분 포
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노동권
및 사회보장제도 등 노동․사회정책 관련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노동에 미치는 여러 효과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을 통해서 노동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가 조직되는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 아래서의 고용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새로운 고용관계에서 비롯되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보호
와 관련해 그 대안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서론에서는 본 보고서의 전체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배경이 되는 기술변화가 노동에 미치는

ⅱ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전반적인 효과 및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플랫폼
노동의 유형과 플랫폼 노동이 제기하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 관련 논
점들을 개관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는 플랫폼 노동의 유형론을 포함해서 새롭게 등장
하는 수많은 개념들이 사용된다. 공통의 번역 기준을 적용하고, 필자
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서 주요한 개념들의 번역어 및 영문
표현과 간단한 의미를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 크라우드워크(crowdwork) :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되어 온라
인으로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노동을
의미한다. 아마존 미캐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 이
하 AMT)와 크라우드플라워(Crowdflower) 등이 대표적이다.
이 유형에 종사하는 노동자(crowdworker)들은 크라우드 노동
자라고 옮긴다.
․ 주문형 앱노동(on-demand work via app) :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되지만 오프라인에서 대면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을
의미한다. 대리운전 서비스나 우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글에
따라서는 주문형 앱노동을 간단히 앱노동으로 줄여서 표현하기
도 한다. 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간략히 앱노동자로 표현한다.
․ 플랫폼 노동(platform work) :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해서 중개되
어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앞의 유형분류에서 설명한 것처럼 크
라우드워크와 주문형 앱노동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플랫폼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은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라고 표현한다.
․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
개되는 경제활동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요구되고, 곧
바로 중개되어 실행되기 때문에 주문형 경제라고 옮긴다. 이 경
제활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은 주문형 노동(자), 혹은 플랫폼 노
동(자)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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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긱 경제(gig economy) : 플랫폼 노동은 안정적인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파편화된 불안정 노동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활동을 긱 경제라고 부른다. 플랫폼 경제, 주문형
경제, 긱 경제는 동일한 경제활동의 다른 측면을 포착해서 사용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는 우리나
라를 포함해서 국제적인 관점에서 플랫폼 노동(크라우드워크)의 확
산 실태를 살펴보는 부분이다. 제2부에서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
회적 보호와 관련된 논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노동기
구와 공동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
활발하게 최신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및 각 나라의 연
구자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제1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주도자
와 보수 결정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플랫폼 노동의 유형을 분류하는
대안적인 유형론을 살펴본다(Debra Howcroft, Manchester Business
School; Birgitta Bergvall-Kåreborn, Luleå University of Technology).
제3장에서는 음식배달 노동자와 대리기사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플랫폼 노동의 현실과 이로부터 제기되는 사회적 보호와 관련된 논
점들을 살펴본다(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제4장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인 AMT(Amazon Mechanical
Turk)와 크라우드플라워(Crowdflower)를 대상으로 ILO가 수행한
조사 결과가 소개되었다(Janine Berg, ILO; Abigail Adams, University
of Oxford). 제5장에는 주문형 경제에 대한 새로운 측정방법에 기초
해서 영국과 유럽에서의 On-demand 경제의 확산실태와 규모를 추
정한 연구결과가 담겨 있다(Ursula Huws, Neil H. Spencer and Simon
Joyce, University of Hertfordshire). 제6장에서는 플랫폼 노동을 포
함해서 유럽에서의 다양한 불안정 고용형태의 확산을 다룬 연구를 소
개한다. 플랫폼 노동을 더 폭넓은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관련지어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Irene Mandl, Eurofound).

ⅳ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제2부에 실린 연구들은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및 사
회복지제도를 통한 보호와 관련된 논점들을 다룬다. 제7장은 새로운
고용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노동법의 역할과 원칙을 제시한다(박제
성, 한국노동연구원). 제8장에서는 고용계약의 법적․경제적 기능이
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주문형 경제에서의 근로자 보호와 관련
된 방향을 제시한다(Valerio De Stefano, ILO). 제9장에는 노동이 아
니라 접근방식을 바꾸어 사용자의 책임과 사용자의 법적인 개념을
둘러싼 논점들을 통해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가능성
을 제시하는 연구를 담았다(Jeremias Prassl, University of Oxford).
제10장은 주문형 경제에서의 사용자 오분류와 관련한 미국에서의 소
송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쟁점이 되어온 부분
과 대안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한다(Miriam Cherry, St. Louis
University). 제11장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관계에 대응하
기 위한 사회적 보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산재보험을 중심으
로 탐색하였다(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마지막으로 제12장에서는
디지털 특고로 볼 수 있는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적인
사회복지제도 설계의 방향 및 그와 관련된 논점들을 정리한다(황덕
순, 한국노동연구원).

2.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의 유형론
본 논문은 크라우드워크의 포괄적이고도 ‘이상적인 유형’을 식별
할 수 있게 해줄 유형론을 만드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크
라우드워크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보여줌으로써, 노동과 고용에 관련
된 함의를 보다 더 일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크라우드워크 관련 핵심 주제를 소개할 것이다. 이는 유형
론 도입을 위한 틀이 될 일반 특성(플랫폼, 노동, 디지털 평가)에 대
한 개략적 설명과 함께 이루어진 다음에, 4가지 이념형적 유형을 개
관하고 일과 고용에 대한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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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은, 대다수가 디지털 작업에 집중하지만, 디
지털인 동시에 물리적인 서비스와 과업을 중개하는 시장으로 작동한
다. 플랫폼은 숙련 여부, 임금 지급 여부, 가상 혹은 실제 여부에 상
관없이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한다.
첫째, 크라우드워크에 대해 주의 깊은 검토를 하려면 플랫폼 개념
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용어는 최종 사용자(또는 요청자)와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제3자 공급자를 연결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가리킨다. 플랫폼은 확장성을 용이하게 해주고,
작업을 전 세계적으로 분배하며, 효과적으로 반복될 수 있게 해주는
표준화된 기술 인프라에 투자한다.
두 번째로, 크라우드워크는 여러 이종의 작업이지만, 흔히 그 행위
의 본질은 미미하고 단조로우며 엄격하게 통제되는 단순작업이다.
요청자의 관점에서 보면, 방대한 크라우드 노동자는 대량의 데이터
를 정교한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저비용으로 처리하고 생성할 수 있
다. 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작업이라
도 플랫폼 기반 작업을 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수를 지불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알고리즘이 노동 과정의 질을 결정하는 데 적
용되기 때문에 업무 공정에 대한 디지털 기반 평가는 탁월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은 소프트웨어가 계약, 결제, 지불 및 세금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아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그렇
지만 평판 시스템은 감정 노동자에게 ‘미소 짓는 서비스’를 강제하는
징계 메카니즘으로 작동하게 됨으로써, 노동자는 부정적 평가가 불
러올 결과를 두려워하게 된다. 따라서, 통제는 더 구조적이 되고, 노
동자가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상대적 자율성’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
는 감소하게 된다.
우리는 지불 유형(유급 또는 무급)과 주도자(작업자 또는 요청자)
에 따라,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의 4가지 이념형적 유형을 생성한다.
유급의 지불 유형 내에서 플랫폼은 과업에 대한 지불 수준을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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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업이 종료되면 작업자는 합의된 수수료를 받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투기적 또는 무급의 지불 유형에서, 작업자가 제공하는 기
여는 미래 어느 시점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주도자 측면에서는, 요청자가 온라인에 과업을 게시하거나 작업자가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제공하면서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 이 구
별은 통제와 자율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 과업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은 특정 과업(요청자를 만족시키
기 위한)에 유급 작업을 제시하는데, 이때 주도자는 요청자이다. 이 유
형이 수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가장 큰 범주를 대표한다. 과업은
그 범위가 단순 작업에서부터 더 복잡한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모듈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테일러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AMT(Amazon Mechanical Turk)가 마이크로 워크 플랫폼의 전형적
사례이지만, 업워크(UpWork)와 인클라우드카운셀(InCloudCounsel)처
럼 더 일반적이고 더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온라인 과업 작업의 다른
유형들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비록 예외는 있지만) 모든 작
업자에게 개방되어 있고, 등록은 매우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진다. 온
라인 과업 완료는 대부분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집단 작업의 기회는
매우 적지만, 개인이 팀의 일부가 되어 작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중개회사는 대기업의 정체를 모호하게 만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
임과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의 정규적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
는 잠재적 문제를 모면하게 해주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한다. 많은 대
기업은 러시아 인형처럼 다수의 은폐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들
의 고용 관행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자 한다.
‘플레이버(Playbor : play와 labor의 합성어)’ 크라우드워크 플랫폼
은 투기적 또는 무급 작업에 기반하며, 요청자가 주도권을 가진다.
‘플레이버’는 쾌락, 창조성 및 자율성을 노동과 연계시키는 자본의
이데올로기 전략이다. 노동이 재미와 결합된다면, 노동자는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더 기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일과 여가 사이의 경계
는 교차되어 모호해질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오락과 쾌락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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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될 수도 있는 노동의 측면은 자본과 노동 착취의 영역에 포함되어,
첨단 기술 회사를 위해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
는 데 이용되었다.
이 유형의 대중적 예로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온라인 갤러리에 티셔
츠 디자인을 업로드하고 점수를 매기는 쓰레드리스(Threadless.com)
와 상금을 받고자 하는 ‘해결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학적 문제
들을 널리 알리는 이노센티브(InnoCentive.com)의 초기 사례들이 있
다. 경쟁의 형태를 띤 크라우드워크도 대단히 눈에 띄는 분야인데,
이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 내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물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크라우드워크는 유급 작업(요청자를 만족
시키는)을 제안하고, 주도자는 작업자이다. 이 범주는 아파트 임대, 자동
차 같이 타기, 집안일하기 같은 ‘실생활 교환(real-world exchanges)’에
기반한 크라우드워크 공유경제 개념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활동은 오프라인으로 수행되며 보통 크라우드 소싱으로 분류되지
않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 작업으로서의 글로벌 확장성과
같은 유통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작업은 본질적으
로 시공간 의존적이라 작업자는 현지에서 작업해야 하는 명백한 지
리적 제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은 에어비앤비나 태스크래
빗(TaskRabbit) 같은 주요 기업의 괄목할 만한 확장에서 보듯이 확
장성을 용이하게 하고, 유급 노동의 제공과 공급의 조정 허브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문지식 기반 프리랜스 크라우드워크를 위한 플랫폼은 어떠한 선
금 지불도 하지 않으며, 주도자는 작업자이다. 이러한 크라우드워크
유형의 핵심은 작업자로 하여금 플랫폼에 자신의 기술, 서비스 또는
제품을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유형의 크라우드워크는 애플
과 구글 플랫폼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이나 아이스톡포토(iStockphoto)
를 위한 사진처럼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과 능력을 요구하는 전문가
중심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상적인 네 유형 중에서, 전문지식 기반 프리랜스 크라우드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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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통적인 자영자(독립적 계약자와 구분되는)의 노동형태와 더 유
사하다. 차이점은 플랫폼이 중앙집중식 유통 자원으로 작동하고, 소
비자에 대한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 서비스 및 제품의 글로벌
한 거래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 분야 미래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크라우
드워크의 유형론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자료
검토와 현장 경험에 기반하여,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의 다양성을 다루
고자 했다. 연구는 주 수입원인 동시에 보조 수입원으로서의 크라우
드워크의 이용을 지적하고, 내핍의 시기에 노동 지형의 변모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안적 형태의 보수를 찾도록 조장하고 있음을 발
견하였다. 부수적으로, 자본주의가 잉여가치를 추출하는 새로운 방
법을 계속 탐구함에 따라, 크라우드워크의 일부 주요 속성은 디지털
플랫폼을 넘어 더 멀리 나아간다. 크라우드워크에서 플랫폼이 하는
중대한 역할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는 디지털 기술의 미묘한 역할까
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변화의 속도에 직면하여, 기
술 혁신을 사회적으로 중립적인 과정으로 해석하며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기술은 특정 형태의 권력과 권위를 구현하고 인간
활동을 지배하는 특정 방식을 지시할 수 있다. 크라우드워크의 경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증명되었듯이, 플랫폼 소유자의 이익에 부합하
기 위해 규제를 재편함으로써 비용을 표면화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대부분의 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대부분 플랫폼
은 가치 활용, 이익 극대화, 노동력 착취에 기반한 특별한 작업 방식
을 조장한다. 그러나 유사한 장치가 상이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일이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법이다. 예
를 들어, 우버 같은 앱 기반 운송 서비스가 반드시 노동 착취 환경으
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권력과 권위의 특정 패턴을 설정하는 것은
플랫폼 소유자가 그것을 설계하고 구현하고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크라우드워크를 생산의 정치학이라는 측면에서 더 넓게 이해할 때,
우리는 자본주의의 이익과 이익 극대화를 초월하는 대안적 프레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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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개발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3. 한국의 플랫폼 노동 : 앱음식배달과 대리운전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앱을 통한 음식배달과 대리운전이라는 두 서비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고용관계의 변화에 미
치는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플랫폼 노동에서의 근로실태와 근로
조건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여러 유형 가운데 앱노동에 해당되
는 유형의 플랫폼 노동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인 것이 대리운전 서비
스 및 퀵서비스이고, 최근 들어서는 음식배달 서비스 분야에서 앱노
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리기사와 앱음식배달 종
사자를 사례로 하여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갖는 의미와 근로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비스 노동을 중개하는 방식은 P2P
(Peer to Peer), 혹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라고 불린다.
이 두 서비스를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다른 유형
의 플랫폼 노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유형
의 플랫폼 노동, 이를테면 De Stefano(2016) 및 Aloisi(2016)의 분류
에 의한 크라우드워크, 즉 범지구적 차원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상공
간에서 노동을 조직하는 유형은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언어
장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앱음식배달 종사자 및 대리기사의 경우 공
식 통계조사를 통해서는 정확한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 조사 및 설문지를 이용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실태조사 설문지는 크라우드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ILO에
서 개발한 설문지이다.
제3장의 분석으로부터 얻은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플랫폼
노동에 따라 임금노동이 플랫폼 노동으로 대체되거나 새로운 서비스
가 확대되고 있다.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대행업의 확산에 따라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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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임금노동자가 통념상 특고로 간주되는－과연 실제 고용상의 지
위를 특고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별개의 논의로 하고－노동도 증
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전환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대형 플랫폼이 아니라 지역단위에서 활동하는 배달대행업체와 배달
대행 중개프로그램의 영향이 더 크다. 한편, 대리운전업의 경우 역사
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플랫폼 노동이 임금노동을 대체해서
통념상 특고로 간주되는 노동이 늘어나는 데 더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휴대전화와 초보적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
하면서 시장이 확대될 때 특고가 늘어났고, 기술발전에 따라 본격적
인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통제 측면에서는 배달대행업체 및 대리운전업체의 앱노동자
에 대한 관리와 통제 능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능력이
행사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전속성이 강한 앱음식배달 종사자
에 대한 관리와 통제 수준은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에 비해 낮다고 보
기 어렵다. 대리기사의 경우 전속성이 약한 경우가 많고, 중개업체의
프로그램을 통한 통제능력은 커졌지만, 고객에게 늦게 도착하거나
콜을 취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행사되고 있다. 여러 플랫폼에서 고
객의 평가가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음식배달이나 대리운전에서는 이러한 기제가 아직 제한적으로만 사
용되고 있다.
한국의 앱노동(P2P, 혹은 O2O)의 경우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일
이 아니라 대부분 주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 앱노동은 아직
본 연구에서 다룬 음식배달이나 대리운전을 포함해서 퀵서비스 등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반 노동자들보다
장시간 동안 일하고 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사이에 대기시간이 있으나 이 시간은 자유시간이 아니라 해당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이는 이들의 고용상의 지위와 무관하게 이들이 적정한 사회
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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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특고로 간주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측면에
서 더 본질적인 질문은 ‘과연 앱음식배달 종사자와 대리기사는 특고
인가’이다. 앱음식배달 종사자의 경우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여러 지
표로 볼 때 이들을 모두 일률적으로 특고로 간주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앱음식배달 노동자에 비해
전속성이 약한 경우가 많고(약 절반 정도), 출퇴근 및 호출 응답에서
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들의 지위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
고, 내부에서도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업
체(연합)에 소속된 대리기사의 경우와 복수의 업체에 소속된 경우가
다르고, 카카오 대리에 전속된 대리기사의 경우에는 또 다르게 이해
될 수 있다.
이는 특고를 직종별로 접근해서 특정 직종에서 일하면 모두 특고
로 간주하는 것이 갖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특정 직종 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다른 집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모두 특고로 뭉뚱
그려서 이해하거나, 사회적 보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배민라이더스
와 같이 앱음식배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보호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우선 임금노동자가 특고로 분류
되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의 하나로 위장자영자 규제 강화를 통해 노동․사회보장법적 의무의
적용범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특고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서 기존 직종 중심의 접근이 갖는 장단점에 대한 평가를 기반
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9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들을 다른 직종보다 우선적으
로 보호해야 하는 상황을 손쉽게 정당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아가 기술변화에 따라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새롭
게 특고로 간주되는 직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직종별로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접근만으로는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
특고에 대한 보호가 산재보험의 예와 같이 ‘전속성’을 요건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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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여러 사용자와 관계를 맺는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하다. 대리기사의 경우 상당수가 하나의 업체(연
합)가 아니라 둘 이상의 업체(연합)에 소속되어 있다. 전속성을 요건
으로 하는 접근의 현실적합성이 점점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에서 대안적인 보호방안에 대한 탐색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
이다.

4. 주문형 경제의 소득 안정 : 크라우드 노동자 조사 결과 및
교훈
이 글에서는 주문형 경제의 근로에 대해 제기된 여러 가설들의 타
당성을 평가하고 근로자의 소득 안정성 개선을 위해 개진된 제안들
이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한지를 분석한다. 2015년 11
월과 12월에 ILO가 아마존 미캐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
이하 AMT) 및 크라우드플라워(Crowdflower, 이하 CF) 플랫폼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 조사는
크라우드 노동자들의 기초적인 인구학적 정보 및 소득 정보에 그치
지 않고 그들의 고용 패턴, 근무 경력 및 재정 안정성을 다루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크라우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크라우드 노동 과
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 전반적인 소득 안정성과 함께, 크라우드워
크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근로자의 비중 등 크라우드 노동자의 플
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이 조사의 주요 결과 내용을
제시한다.
AMT, CF와 같은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은 멀리 떨
어져 있는 근로자들이 완수할 수 있는 작은 업무들을 게시할 수 있
다.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은, 한 기업의 사내 업무에 활용될 수 있으
며 그 기업의 근로자들이 해당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내부적’이라 할 수 있고, 전 세계의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게시
한다는 점에서는 ‘외부적’이라 할 수 있다. AMT는 처음에 아마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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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을 위한 업무를 게시하는 내부 플랫폼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에 회사 측은 이 플랫폼을 아마존 외 근로자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외부’ 크라우드워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 부류의 당사자, 즉 크라우드소서(crowdsourcer, 즉 요청자 또는
고객에 해당), 중개자(intermediary, 즉 플랫폼), 근로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크라우드소서와 크라우드 노동자가 직접적인 관계로 연결될
수도 있다.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은 단시간에 끝나고 감독이나 지시가 크게 필
요하지 않은 ‘초소형 업무(micro task)’에 이상적이다. 초소형 업무 플
랫폼에 제시되는 업무는 크게 6가지로 분류된다. (1) 웹상 정보 검색
과 같은 정보 검색 업무, (2) 임의의 트위터가 실존 인물인지를 확인
하는 등의 확인 및 검증 업무, (3) 상품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작업
으로 구성된 해석 및 분석 업무, (4) 문서를 요약하거나 음성 녹음을
전사하는 등의 콘텐츠 제작 업무, (5) 상당수가 학문적 목적으로 실시
되는 여론 조사, (6) 주로 콘텐츠 소비를 위해 타 웹사이트에 접속하
는 콘텐츠 접속 등.
AMT 플랫폼에서는 콘텐츠 제작이 가장 많이 게시되는 업무이며,
특히, 음성 전사(audio transcription) 작업이 많다. 반면에, CF의 경우
에는 ‘해석 및 분석’과 ‘확인 및 검증’ 업무가 가장 흔하게 제공되는
업무이다. AMT 플랫폼에 게시된 업무들(일반적으로 ‘HIT(human
intelligence task, 인간 지능 업무)’로 불림) 중에서, 89%는 특정한
근로자 소재지를 요구하지 않았다. 특정한 소재지를 요구한 11%의
업무 중에서, 86%는 미국 거주 근로자로 한정되었다. 이 업무들은
주로 여론 조사이며, 따라서, 모든 여론 조사 업무가 미국 거주 근로
자로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게시된 HIT 중에서 조사 업
무가 최소 10%는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크라우드워크의 조직은 미국이나 기타 지역에 양질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크라우드 노동자들이 재택 근무
기회를 감사히 여기고 있기는 하지만, 보수 수준, 일의 불확실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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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와의 소통 부족, 플랫폼의 대응 미비 등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
다. 요청자들은 일련의 업무들이 일괄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점, 일
정치 못한 품질, 근로자와의 의사 소통 부족, 지속적으로 바뀌는 인
력 등의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현재, 근로자들은 독립 계약자로 채용되며,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일하고 자신의 수입을 전적으로 그 플랫폼에 의존하면서도 로그온/
오프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플랫폼에 대해 어떠한 통
제권도 갖지 못한다. 크라우드 노동자의 40%는 크라우드워크를 주
된 수입원으로 한다. 이 근로자들은 자신의 생계비를 충당하는 데 어
려움이 있으며, 저축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보장이 적용되지 않
을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정도의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기간을 거친 후
에 크라우드워크에 진입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크라우드워크와 기
타 일자리를 병행하는 크라우드 노동자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수입
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플랫폼은 크라우드워크 노동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플랫폼
은 분쟁에 개입하여 조정할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정보가 수집되
고 게재되는 방식, 참여자들이 상호 노출되는 방식과 정도, 누가 플
랫폼에서 일할 수 있고 어떠한 지위를 갖게 되는지 등을 결정한다.
즉, 규제되지 않는 시장이 아니라, ‘플랫폼에 의해 규제되는(platform
regulated)’ 시장이다. 따라서, 크라우드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노동 기준 이행을 강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부 개입이 플랫폼에 일자리를 게시하는 기업들에는 초기
조정 비용(initial adjustment costs)을 초래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더욱 생산적인 근로 조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근로자들을 심사하여, 훈련시키고, 전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용자들에게 고품질
의 작업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근로자가 직원으로 분류되면 고용
안정성이 향상되고 수입 면에서도 안정성이 높아진다. 누가 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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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든 간에, 일종의 휴대 가능한 보호 계정을 신설하더라도, 주문
형 경제 근로자들의 주된 문제가 혜택의 휴대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불안정한 근로와 연관된 수입의 불안정성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
정이 이들에게 충분한 소득 안정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근로의
재조직만이 이와 같이 점차 확대되는 중요한 신흥 경제 부문이 양질
의 바람직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이는 근로
자들에게도 이롭지만, 궁극적으로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에도 이익이
된다.

5. 영국과 유럽의 주문형 경제 규모 및 특성
주문형 경제의 규모와 특성을 평가하려는 시도에는 어려움이 따른
다. 이것은 경제 활동이 급속하게 확장되는 영역이 새로울 뿐만 아니
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새로움과 이질성의 조합은 연구자들에
게 개념적 본질의 문제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경험적 문제들과 방법
적 문제들을 노정시킨다. 특히 주문형 경제의 규정 방법에 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가 채택한 접근 방법은 크라우드워크라는 주문형 경제의
한 가지 특정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여기에서 크라우드워크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구성된 유료 작업으로 정의된다. 크라우드워
크는 온라인에서 구성되고 중개되지만, 크라우드 노동자의 가정이나
고객의 가정에서, 공장, 사무실, 창고, 또는 소매 판매점과 같은 근무
지에서, 또는 거리나 공원 같은 공공 장소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으로 수행될 수 있다. 크라우드워크는 온라인 기술, 또는 전통적인
공예기술을 요구할 수도 있고, 전혀 기술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
다. 크라우드 노동자는 피고용인일 수도 있고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또는 프리랜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통점은 그들이 수행하는 작업이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조직되고, 크라우드 노동자는 그 작업을 수행함
으로써 수입을 얻고자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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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유럽에서 크라우드워크의 규모를
평가하고자 했던 첫 번째 시도에서 얻은 결과를 제시한다.
크라우드워크 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설계할 때의 주된 어려움은
착수될 업무의 다양성과 일반적으로 허용된 정의 및 이미 논의된 용
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용어의 불확실성 때문에, ‘당신은 크라우드
노동자입니까?’와 같은 직접적인 질문을 하려는 모든 시도는 불확실
성과 응답자들의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훨씬 광
범위한 온라인 경제 활동을 포괄하는 조사가 설계되었고, 여기에는
물건이나 개인 소유물의 온라인 구매와 판매, 숙소 임대, 온라인 직
업 검색, 시간이나 수행된 작업을 기록하기 위한 고용인들의 전문 앱
사용과 같이 크라우드워크와 혼동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된다. 비 크
라우드워크 활동을 걸러내기 위해 추가적인 질문들이 제시되었다.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오프라인 조사가 불가능했다. 따
라서 일반 인구를 대표하는 기존의 통합 조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
사를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조사가 영국에서 실시되었고, 이후 스웨
덴, 독일, 호주, 네덜란드에서 실행되었다.
이 연구는 이전의 양적 연구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던 크라우
드워크의 많은 특징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특성 중 가장 명백한
것은 크라우드워크의 다양성이었다. 우리의 샘플이 모든 특정 플랫
폼과는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크라우드 노동자가 참여한 작업 유형의
다양성이 결과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모든 조사 대상 국가의 크라우
드 노동자들은 소득을 얻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노동을 수행해왔고,
그것들은 모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었다고 말했다. 가장 빈
번하게 참여하는 크라우드 노동자들이 가장 다양한 종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크라우드 노동자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을 수행하
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노동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다.
특정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었던 이전 연구들은 이러한 다양성을 과
소평가했다.
전체적으로 크라우드워크 참여에서의 성별 차이는 예상보다 적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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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결과는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북아메리카 AMT 근로자
들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수행된 크라우드워크 유형
에서 성별 차이의 증거를 발견했다. 남성은 여성보다 더 다양한 종류
의 노동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인기 있는 노동의 다양성 측면
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적었다. 수행된 크라우드워크 유형
에서의 성별 차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여성의 가정 역할이 고용
형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우리 결과도 크라우드 노동자의 연령 프로파일이 조사 대상
인 각 국가의 평균 연령보다 현저히 젊다는 이전의 연구를 뒷받침했
다. 일부 젊은 크라우드 노동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노동을 선택할 수
도 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거의 선택권이 없었다. 하지만, 가능
한 출처가 무엇이든 그것으로 얻은 소득을 종합하는 방법 외에는 대
안이 없다. 크라우드 노동자 중 더 젊은 연령 그룹이 많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고령 노동자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성된 근로에
서 수입을 얻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 연구는 고령
자들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온라인 크라우드워크의 잠재성을 언급했
고, 우리 결과는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 연구에서의 더욱 놀라운 결과는 크라우드 노동자들의 학력에
관한 것이다. 이전 연구는 크라우드 노동자들의 학력이 평균보다 상
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크라우드 노동자와 전체 표
본 간의 교육 수준 차이가 전체적으로 훨씬 적음을 발견했다. 크라우
드워크 종사자들은 평균 이상의 교육 수준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대
단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과거 연구와의 차이에 대한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은 우리 조사에 오프라인에서 운전일을 수행
하는 크라우드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전 연
구는 온라인 크라우드 노동자에 집중한 경향이 있었다. 다른 연구가
보여주듯이 온라인 크라우드 노동자들은 ‘인터넷에 능한’ 경향이 있
고, 이러한 속성은 정규 교육을 받은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과 연계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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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부분의 크라우드 노동자들이 노력에 비해 낮은 소득
을 수령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의 조
사에서 크라우드 노동자는 최저 소득 그룹에서 발견되었다(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부분적으로 예외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은 크라
우드 노동자의 경우 크라우드워크는 그들 소득의 작은 부분에 기여
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는 크라우드워크가 종종 다른 출처에서 얻은
저소득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전 연구를 뒷받침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사는 적지 않은 크라우드 노동자의 경우 크
라우드워크가 그들 소득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조사 대상 국가에서 발견되
었다. 이 그룹이 향후 규모 면에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지는 두
고 볼 일이다.
추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크라우드워크 특
성에 대한－또는 주문형 경제에 대한－결정적인 결론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광범위한 크라우드 노동자의 특성 조사를 가능하게 하여,
온라인 인구의 규모를 파악하고 모든 플랫폼에서의 독립 크라우드
노동자의 식별 가능성을 입증했다. 하지만, 다른 모든 1회 조사에서
와 같이 상관관계 파악은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크라우드 노동자의 동기화뿐 아니라 그들의 근로조건의 세부사항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는 크라우드워크의 범위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나, 크라우드워크 인력
의 상세한 특징은 당분간 규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6. 크라우드워크와 기타 파편화된 일자리(Patchwork jobs)의
근로조건
사회, 기술, 경제적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노동시장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지, 또 변화를 마주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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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적다. 이같은 지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유로파운드는 2013/2014년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유럽연합 국가와 노르웨이에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그
중요도를 더해가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분석하고 그 특성과 영향
을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글은 개개인이 수행하는 작은 업무 단위로 근로의 파편화(fra
gmentation)를 가져온 크라우드워크와 기타 고용 형태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 과제의 몇 가지 주요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유로파운드의 ‘새로운 형태의 고용’에 관한 연구에서 그려낸 바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의 새로운 고용 유형이 등장
하고 있다. 이들 고용 형태 간의 상당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유연
성’은 그 모두에 내재된 핵심 특성이다. 새로운 고용 형태가 부상하
는 이유는 고용자나 근로자 측에서, 혹은 양쪽 모두, 한층 증대된 유
연성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각 고용 형태가 가지는 실제적 영향은 경우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나 현재까지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의
일반화된 결론을 유추해볼 수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성격 및 선
호, 그리고 그들 사이의 상호 합의에 따라서 아래에 편익이라 기술하
는 요소들이 각각의 경우에 불리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프리랜서나 자영자, 포트폴리오 근로 및 크라우드워크는 다양화를
통하여 업무 내용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로 제공
한다.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방식은
근로자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유연성과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인
영향(근로자의 선택에 의한다는 점에서)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심
한 경쟁과 더불어 가능한 한 어떤 업무이건 맡아야 한다는 압박 때
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동시에 이러한 고용 형태들은 고용
및 임금의 불안정성과 낮은 수준의 사회 보장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프리랜서나 자영자의 업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ⅹⅹ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볼 수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고용형태만의 특징은 아니다.
이와 유사하게 바우처 근로는 일부 부정적인 근로조건(주로 고용
불안정, 사회적․직업적 고립,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나 경력개발에
의 제한적 접근)을 나타낸다. 이 역시 고용 형태 자체보다는 어떤 유
형의 업무가 적용되었는가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반대로, 근로자
신분의 법제화(또 그에 따른 사회 보장과, 부분적으로 최저임금, 보
건안전 기준 등)와 같이 근로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특정 개념 역
시 고려되어야 한다.
논의된 새로운 형태의 고용 중 임시 근로는 근로조건 측면에서 가
장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유형이다. 고용 및 임금 안정성, 사회 보
장, 인적자원 관리에의 접근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 지루한 업
무라는 특징을 갖는다. 높은 유연성은 향상된 일․가정 양립으로 혜
택을 보는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더 많은 연
속성을 바라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너무 과한’ 경향이 있다.
교육 연수와 기술 개발에의 접근, 그리고 대표성과 더불어 관련 업
무를 하는 업무 환경/동료에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논의된 고
용 형태는 전통적인 모델들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스
트레스 수준 및 업무 강도가 증가할 위험이 있으며, 업무의 파편화는
개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자기 조직화, 자기 관리, 셀프 마케팅을 요
구하는 결과를 낳는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모든 새로운 유형의 근로는 특정 집단에 속하
는 근로자의 노동시장 통합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임시 근로나 바우처 근로의 경우 이들은 정규직을 원치 않는, 또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의
무가 있거나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혹은 건강이 좋지 못
한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임시 근로와 크라우드워크는 청년층에게
첫 경력을 쌓기 위해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고용 형태가 갖는 고용 창출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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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증명된 바로는 바우처 근로와 임시 근로가 어느 정도의 고용
창출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표준적인 고용을
대체할 가능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포트폴리오 근로와 크라우드 고용이 적은 경영상 위험을 가지고
비교적 보호된 환경에서 자영업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
공하는 반면, 임시 근로와 바우처 근로의 경우 낮은 임금 및 제한적
사회 보장과 연관된 파편화된 직업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동시장 파편화를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또는 노사 당사자로부터의 정책적 개
입이 필요한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포트폴리오 근로의 경우, 관련한
당면 과제(낮은 수준의 사회 보장과 고용 및 임금 불안정성 등)가 해
당 방식으로 일을 하는 데 따른 특징이라 볼 수 없고 프리랜서나 자
영자의 업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책과 다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의 증거는 규제의 기본 틀을 명확히 하고 촉진하는 가능성
을 강조한다.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안되어야 하
며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고용주에게 필요한 유연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고용주, 근
로자 및 그들의 대표와 컨설턴트가 이해하기 쉽도록 분명하고 간결
해야 한다. 잦은 법 개정이 표적 집단에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점도 분명하다.
임시 근로와 크라우드워크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는 새로 고안되거나 개선되어야 하는 모니터링 및 통제
장치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일화적 증거로부터 근로감독관(labor
inspectorates)이 인식 및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고용 형태에
특별히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
용 체계의 악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기구를 설립한 노동
조합의 대책 등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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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로운 고용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노동법의 역할과 원칙 :
디지털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통치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각각의 권력양식은 그 양식에 적합한 주체를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권력으로 작동될 수가 없다. 주권권력이 권력의 지시에 복종하는 개
인을 만들어냈다면, 규율권력은 지배를 내면화한 개인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곧 푸코가 ‘통치가능성’ 개념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이것을
노동관계에 응용할 수 있다. 산업노동관계의 권력양식이 복종하는
신체를 만들어냈다면, 디지털 노동관계의 권력양식은 반응하는 신체
를 만들어낸다.
산업노동관계는 동질적인 노동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생산에 협
력하는 하나의 노동공동체를 상정한다. 이 노동공동체는 집단적 척
도를 갖는다.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노동시간과 노동장소, 그리고 집
단적으로 결정되는 임금. 노동자들은 이렇게 집단적 척도에 의해서
구성된 노동공동체를 통하여 집단적 정체성을 공유한다. 산업노동관
계의 집단적 척도는 표준화(=규범화, 정상화) 기획을 통해서 표준화
된 신체를 만들어낸다. 이 표준화된 신체는 복종하는 신체이다. 이
노동자들의 노동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타율적 노동
이다. 지시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해진다. 사용자는 지시권과 징
계권을 통해서 노동의 과정을 관리한다.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시키
는 대로 일하기만 하면 된다.
디지털 노동관계는 노동공동체를 해체하고 각 노동자에게 개별적
정체성을 부여한다. 산업노동관계의 노동공동체를 구성했던 집단적
척도는 개별적 척도로 대체된다. 노동시간과 노동장소와 임금은 개
별화된다. 디지털 사회의 노동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
행하는 대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자율적으로 선택
한다. 다만 그 선택에 따라 만들어낸 성과에 대한 평가가 뒤따른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산업사회의 과정관리에서 결과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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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책임에 속하지만, 디지털 사회의 목표관리에서는 과정과 결과
모두 노동자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성과급이나 재계약 등 평가에 따
른 제재는 징계가 아니라 계약조건의 적용으로 이해된다. 노동자는
평가지표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지
매순간 체크하면서 최적의 자원 분배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사용
자는 굳이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최대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노
동자는 스스로 최적의 노동이행경로를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디
지털 노동관계의 노동자는 성과와 관련된 숫자, 성과지표에 민감하
게 반응한다. 사용자는 숫자를 통해서 경영담론을 노동자의 내면에
각인시킨다. 이처럼 디지털 노동관계가 만들어내는 주체는 사용자의
지시에 복종하는 신체가 아니라, 숫자가 보내오는 신호에 반응하는
신체이다.
반응하는 신체는 세 가지 속성을 갖는다. 항시대기, 실시간 경쟁,
접속이 그것이다. 노동의 조직양식이 과정관리에서 목표관리로 변모
하는 이면에는 자율적 통치에 대한 이상이 자리잡고 있는데, 피터 드
러커의 경영철학과 노버트 위너의 사이버네틱스는 그러한 이상을 공
유하는 철학의 두 가지 사례이다.
전통적으로 노동법상의 노동관계는 지시종속관계로 이해되어 왔
다. 이것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시권에 종속되어 노동하는 관계를
말한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노동의 이행을 지시하고, 그 이행 여부
를 감독하며, 불이행 시 징계를 가한다. 권력의 행사와 그에 상응하
는 책임의 이행이 직접적이고 가시적이다. 이처럼 지시권에 종속된
노동관계를 노동계약관계, 혹은 고용이라고 부를 수 있다.
반면에 현대의 노동관계는 이 지시권의 행사가 간접적이거나 계약
속에 유보되는 형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목표관
리 노동조직, 비임금노동, 하청노동 등의 확산과 함께 그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고용의 성립과 종료에 관한 주도권 및 노동조
건에 관한 결정권이 사업주에게 유보되어 있고 사업주는 노동의 성
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직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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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감독하지 않더라도 노동의 이행은 결국 사업주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종속적 노동관계는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사용자란 사업을 지배하는 자를 의미한다. 지배한다는 것은 관
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배권=관할권). 곧 사용자(=사업주)란 사
업을 관할하는 자를 말한다. 관할권이란 원래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재판을 한다는 것은 무
엇이 법인지 선언하는 것이다. 관할권을 영어로 jurisdict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법(juris)을 말한다(diction)는 뜻이다. 요컨대 지배권
이란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사업 내에서 무엇이 법인
지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자가 바로 사용자이다. 노동법은
사용자의 관할권을 제한하고 노동자에게도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
을 보장하려는 법이다. 그렇게 해서 지배자의 법과 피지배자의 법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상황을 고무하며, 그 갈등을 좀 더 정의로운 법이
생성되는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사용자의 지배권이 발현하는 양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직
접적 지배권과 유보적 지배권, 그리고 간접적 지배권이 그것이다. 직
접적 지배권은 전통적인 노동계약관계에서 발현되는 양식이다. 직접
적 지배권은 지시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유보적 지배권은 사용자
의 지배권이 평가나 계약 속에 유보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
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거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노
동자가 스스로 자신을 최대한 착취하게 만드는 것은 유보적 지배권
의 행사에 속한다. 간접적 지배권은 특히 하청노동에서 사용자의 지
배권이 발현하는 양식이다. 하청에 노무관리를 맡기고 성과가 만족
스럽지 않으면 하청을 교체함으로써 원청이 원하는 바를 하청이 스
스로 파악하여 실현하게 만드는 것, 나아가 사업주의 이익을 구현하
는 데 최적화된 사업구조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구조 안으로 들어
오는 자는 의지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복
무하도록 만드는 것 등이 모두 간접적 지배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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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권은 비가시적이다. 푸코의 판옵티콘 분석이 보여주듯이,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더욱 강력하다.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배권의 행사는 비가시적이지만, 지배권에의 종속은 가시적이다.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비대칭은 피지배자가 스스로 지배권의 전달자
가 되는 독특한 권력구조를 만들어낸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지
배하는 사용자의 권력을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은 안다. 그리고 자신의 노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용자는 언제
라도 그 권력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도 안다. 그것을 알
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신을 스스로 종속시킨다. 오늘날의 노동법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비가시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
와 그것에 종속되는 자 사이의 지배종속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계적 테일러리즘, 곧 산업노동관계의 과정관리 경영담론이 인간
의 노동을 구상노동과 실행노동으로 이분화했다면, 디지털 테일러리
즘, 곧 디지털 노동관계의 목표관리 경영담론에서는 과거 구상노동
으로 분류되었던 지식노동 자체가 다시 구상노동과 실행노동으로 이
분화된다. 표준화될 수 있는 모든 지식은 과학적 관리의 대상이 되
고, 그렇게 표준화된 지식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더 이상 진정한 지식
노동자가 아니라 실행 지식을 단순반복하는 단순노동자로 전락한다.
이 노동의 분리 과정에는 공통점이 있다. 언제나 누군가는 생각을 금
지당한다는 점이다. 과정관리 경영담론은 노동자에게 생각하지 말라
고 한다.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지시대로 일하라고 한다. 그렇다고
목표관리 경영담론이 노동자에게 생각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
다. 목표관리 경영담론 또한 노동자에게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생각
하지 말고,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에 적절한 방식으로 반
응하라고 한다.
착상(着想=conception)한다는 것은 자기를 세계에 잉태[着床=conception]
시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지 않는 노동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없다. 르루아－구랑에 의하면 인간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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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 가져다 주는 손의 해방은 송곳니를 퇴화시켰고, 해방된 손과 짧
아진 얼굴은 기술과 언어의 출현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준다. “이처럼
언어와 손의 관계는 유기적이다.” 그러므로 생각(언어)과 노동(손)을
분리시키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노동의 비인간화는 디지털
사회에서 더 심화된다.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시간 동안만 노동의 비
인간화가 진행되고, 노동시간을 벗어나면 집안일이든 마당일이든 동
네일이든 나랏일이든 어쨌든 인간적인 노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디
지털 사회에서는 노동시간과 비노동시간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면
서 노동자는 깨어 있는 내내 항시대기해야 하는 상태에 처하고 그
결과 노동의 비인간화는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비인간화된 노동, 상
품으로 전락한 노동의 재인간화를 추구하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 목
적이라면, 디지털 사회에서 노동법의 역할은 한층 더 엄중하다고 할
것이다.

8. 긱 경제의 노동 현안과 근로자 보호 : 법률적 관점
이 글에서는, 최근 뉴스, 신문 및 언론 논평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
고 있는 이른바 ‘긱 경제(gig economy, 임시직 경제)’의 노동에 대한
함의를 다룬다. 일반적으로 긱 경제는 ‘크라우드워크(crowdwork)’와
‘주문형 앱노동(work on demand via apps)’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노동이 주된 요소인 것으로 이해된다.
크라우드워크는 불특정 다수의 단체, 기업 및 개인이 인터넷으로
서로 접촉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전 세
계적으로 고객과 근로자를 연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크라우
드워크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
‘미세 작업(micro task)’, 즉 상당히 분절된 활동으로 때로는 하찮고
단조롭기도 하지만 인공지능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판단력을 요구하
는 작업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가령 사진 태그하기, 사이트나
텍스트의 감정 또는 적절함을 평가하기, 설문조사 완료하기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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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경우로, 로고 만들기, 사이트 개발 또는 마케팅 캠페인의 초기
프로젝트와 같이 상대적으로 더 규모가 크고 의미 있는 작업들이 크
라우드 소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주문형 앱노동’의 경우, 운송, 청
소, 심부름 등과 같은 전통적 작업 활동과 관련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사무직도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고 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앱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서비스의 최저 품질 기
준 설정, 인력 선정 및 관리 과정에 개입한다.
물론, 이 두 유형의 노동은 서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지닌다.
크라우드워크는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원칙적으로 세계 어디
에서든지 플랫폼, 고객 및 근로자의 활동을 허용하는 데 반해, 주문
형 앱노동은 업무의 수요와 공급을 온라인으로 연결만 시켜주고 그
업무는 이후에 지역별로 실행된다는 점이 대표적인 차이라 할 수 있
다. 결과적으로, 후자의 경우에 매칭은 크라우드워크에 비해 훨씬 더
지역적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유형의 노동은 공동으로 분석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길 만한 몇 가지 공통적 특성을 지닌다. 우선
적으로, 두 유형 모두 IT에 의해 가능한 방식이며, 인터넷을 활용하
여 초고속으로 작업 및 서비스의 수급을 매칭하고 있다. 이는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마찰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일자리 기회가
빠른 속도로 제공, 수락되고 근로자들이 플랫폼과 앱에 매우 쉽게 접
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하는 시점에 작업을 완료하거나 임
시직을 수행할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인력 풀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러한 인력 풀의 상당 부분은, 직장 출퇴근 시 자신의 차량으로 동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자신의 여가 시간에 특정 플랫폼이
나 앱을 활용하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이용
하려는 사람들일 수 있다. 그러나, 긱 경제의 기업 한 곳 이상으로부
터 받는 보상이 근로자의 주된 또는 유일한 수입원인 경우도 있다.
긱 경제가 유연성 측면에서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지니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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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긱 경제의 일자리 대부분이 탄력적 일정으로 주어지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이러한 장치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확신
할 수 없다. 근로자 간 경쟁이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 차원
으로 확대되기도 하면서, 보상 수준을 지나치게 끌어 내리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매우 오랜 시간 일하면서 유
연성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만 한다.
또한, 일거리가 주로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게시되거나 수행되도
록 요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근무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크게 제한된다. 특히, 크라우드워크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
처럼, 거래가 서로 다른 지역 및 표준시간대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
에 이루어지는 경우, 늦은 밤이나 일반적인 근무시간 외 시간에 일해
야만 할 수도 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소득 안정성은 긱 경제 근로
자의 대부분에게 여전히 신기루일 뿐이다.
건강보험, 연금제도 등의 기본적인 사회적 제도가 주로 사용자에
의해 정규 근로자에게만 제공되고 기타 노동력은 적용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하다. 실업급여와 같은 기
타 사회적 혜택을 고려하면 문제는 훨씬 더 확대된다. 즉, 이러한 혜
택이 이전 ‘피고용자(employee)’에만 한정되는 경우, 긱 경제에서 자
영업자로 취급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될 위
험이 있다.
결사의 자유에 있어, 특히 크라우드 노동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으
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결집 가능성이 낮아진다. IT 기
술에 의해 플랫폼과 앱에 상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기업이
조직화 활동을 감시하고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며, 이러한
현상은 이미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근로 유형이 지니는 높은 이동성도 강제 노동 및 아동 노
동과 관련하여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긱 경제는 차별과 관련하여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상, 가상 근로는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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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실제의’ 개인 접촉을 피하고 인터넷을 통해 익명으로 처리함
으로써 차별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크라우드워크 플랫
폼은 근로자가 온라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를 서비스
공급자가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국가, 지역 또는 공
동체 전체의 근로 접근이 차단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제한이 언어 등
과 같은 객관적 이유로만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차별
관행은 분명히 가상 근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주문형 앱노동의 경
우에도 유사한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근로 유형이 차별 근절
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와 관련한 차별 위
험성은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 고객들의 암묵적이고 명시적인 편견
이 특정 일자리에 대한 근로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무엇보다도,
업무 성과를 검토․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긱 경제에서 노동 보호 촉진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부
문의 일자리들이 근로로서 충분히 인정받도록 강력하게 지원하는 일
이다. 이는 긱 경제의 관행으로 인해 초래되는 심각한 상품화 위험을
저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조치다.
두 번째로, 긱 경제를 전체 경제 내에서 하나의 고립된 영역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현재와 미래의 노동시장에서 노동 관련 문제들
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임시직화
(casualization), 리스크의 탈상호화(demutualisation), 공식 경제의 비
공식화(informalisation)와 같은 노동시장 내 더 광범위한 동향과 긱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접근성은 어떤 근로자에게도 거
부될 수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조치들과 같이 기본적으로 요구되
는 기타 보호도 모든 근로자들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특히, 크라우드워크와 같이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근로 형태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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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상국에서 크라우드워크를 수반할 수 있는 개발 및 고용 기회들
이 제공되는 대가로 양질의 근로조건이 저해되지 않도록 규제기관과
노동시장 운영자들의 상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
서,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들의 역할과 사회적 대화가 근본적으로 요
구된다.
자기 조직화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들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를 높여준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통해 최대한 많은 수의 근로자들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지
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근로자 조직화에 참여하는 것 외
에도, 이미 설립된 노조 및 근로자 대표 기구들은 긱 경제의 근로와
관련하여 기존의 제도들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9. 크라우드워크에서 고용주는 누구인가 : 오래된 문제,
새로운 관점
본 논문은 주문형 노동을 기존의 법 체계 내에서 어떻게 고용법의
범위 내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주문형 경제의
일자리로 야기된 핵심적인 법적 문제, 즉 ‘주문형 노동자는 근로자인
가? 그렇다면 플랫폼이나 그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고용주에게 어떻
게 물을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다. 전 세
계 고용전문 법률가들은 이 문제가 법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음을
즉시 인식할 것이다. 실제로 주문형 플랫폼을 지탱하는 기술은 새로운
것이지만, 법적 문제들은 대개 그렇지 않다. 다음으로 크라우드워크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접근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근
로자나 독립적 계약자 지위에 관한 잘 준비된 토론을 살펴보는 대신,
다른 각도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서의 고용 관계를 분석해야 한
다. 즉, 어느 당사자가 책임 있는 고용주로 인식될 수 있는가의 문제
를 분석해야 한다. 필자는 고용주의 기능적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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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피하고 유연하지만 논리 정연한 방식으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주문형 경제의 일자리가 고용법의 범주 내에 있는지를 결정할 때,
소송 청구인은 두 가지 난관에 부딪힌다. 첫째는, 대부분의 운영자
계약 조건이 제시하는 바처럼, 플랫폼 근로자들이 자가 고용된 ‘자영
자’인가라는(흔히 계약으로 합의된) 가정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설령 근로자라고 적절하게 분류되어 법의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하
더라도, 근로시간과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일에서
부터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사회보험 분담금을 내는 일에 이르기
까지, 누가 고용주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주문형 노동에는 다수의 당사자(고객, 플랫폼, 때로는 노동자도 포
함)가 모여 있으며, 이들 모두가 크라우드워크의 조직과 실행에 관여
한다. 쌍무 고용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단일 고용주의 실체를 정의하
는 데 익숙한 (영국 관습법 같은) 법 체계의 경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적 의무가 단일 실체에 초점을 맞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단일 실체가 모든 고용주 기능을 실행하고, 노동
자를 핵심 보호법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 다중 고용 시나리오에 처하
게 만든다.
이 글의 논의는 크라우드워크 맥락에서의 운영을 설명하기 위한 근
거를 마련하고자, 고용주의 기능적 개념이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
필자의 최근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고용법 규범 적용의 적합성을 회
복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에 대한 정의가 보다 개방적 기능을 갖는 개
념으로 신중하게 재정립되어야 한다. 공간적 제한으로 인해 그 개념
개발을 폭넓게 시도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
한 두 단계가 강조될 수 있다. 첫째, 고용주에 대한 전통적인 일원적
분석에는 오랫동안 기능적 요인들이 수반되어 왔다는 것이다; 고용
법은, 최소한 간접적으로, 노동자 고용에서부터 그들의 급료 책정까
지 5가지 고용주 기능을 규정하고, 그 기능을 하나 또는 반차별법에
서부터 최저임금 조항까지 여러 영역으로 규제한다. 이 항은 이 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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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능의 실행에 대한 집중적 검토를 통해 자가 고용으로 잘못 분
류되는 문제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
고용주의 다섯 가지 주요 기능과 그 기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고용 관계의 시작과 해지 : 이 범주에는, ‘채용권’에서부터 해고
권까지, 근로자와의 관계 존속에 미치는 고용주의 모든 영향력
이 포함된다.
② 노동력과 그 결과물 수혜 : 노동과 그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지는 의무, 그리고 그에 부수되는 권리
③ 일자리와 급료 제공 : 임금 지불과 같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의 의무
④ 사내 시장(Enterprise-Internal Market) 통제 : 근로의 대상과
수행 방법을 요구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모든 생산 요소에 대
한 통제를 통한 조정
⑤ 회사 외 시장(Enterprise-External Market) 통제 : 잠재적 이익
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 활동 수행. 그로 인해 손실을 입을 가능
성도 있음.
본 연구는 우버와 태스크래빗의 두 사례를 통해 고용주의 기능적
개념을 적용하고 함의를 도출한다. 고용법이라는 전통적인(계약상
의) 관점을 통해 분석하면, 운송 플랫폼의 운영은, 특히 플랫폼이 노
동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동일하게 특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플랫폼이 노동자의
피고용 상태를 부인하고 그들의 위상을 단순 중개인으로 만들기 위
해 계약 조항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삽입하는지를 이미 살펴보았다.
분석의 초점을 우버의 고용주 기능 실행 여부에 맞추면, 이 플랫폼
이 일반적으로 운송 및 물류 서비스의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된
모든 고용주 기능을 사실상 실행하고 있음이 명확해진다.
현대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을 피고용인으로 분
류한다면 전통적인 일원적 고용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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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기능들이 실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 플랫폼은 그것이 운영되는
사법 지역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관련 법률에서부터 집단 협상
에 이르기까지, 고용권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다른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의 운영과 비교해 보면, 우버가 변형적
플랫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복수의
이해 당사자들(고객, 플랫폼, 그리고 때로는 노동자 자신까지)이 크
라우드워크의 조직과 실행에 개입된다. 따라서, 모든 고용주 기능을
실행하는 단일 실체만을 유일한 규제 대상 모델로 다루는 것은 불가
능하다.
태스크래빗의 운영은 그것이 플랫폼이든, 고객이든, 개별 노동자
이든 각기 다른 고용주 기능이 하나 이상의 실체에 의해 어떻게 실
행되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고용법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 개념은 현재의 경
직된 공식적 접근 방법에서 유연한 기능적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용주의 개념은 상관관계에 있는 고용 기능의 실행에 결정적인 역
할을 하는 실체 또는 실체의 조합이어야 하며, 고용법의 특정 영역에
서 그런 식으로 규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기능적 접근 방법의 장점
은 현재로서는 이런 개념화가 서로 다른 규제 영역에 걸쳐 유연성을
확보하게 해 주며, 이로 인해 고용주 기능의 실행을 분담하는 실체나
모델이 복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복잡성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각 기능별로 적절한 고용주를 제대로 판별
해야만, 고용법의 범위에 대한 일관성을 회복하고, 그런 맥락에서 근
로자(실제로는 고객) 지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크라우드워크의 출현으로 발생한 보다 넓은 법적 문
제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문형 플랫폼에서 일하는 개인이
자신에게도 고용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기존의
규범이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근
로시간이 그러한 예다. 특정 작업에 실제로 투입된 시간만 노동 시간
으로 산정하는 경우(승객을 기다리며 배회하는 시간이나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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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서 일을 찾는 시간은 감안하지 않고), 기존의 임금과 시간
보호는 별 의미가 없어진다. 주의깊은 법적 발전이 이런 문제들을 해
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들어온 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 주문형 일자리의 경우는 플랫폼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
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런 발전의 또 다른 예는 시애틀 같은 도시
의 지방법으로서, 이 법에서는, 주요 고용 조건을 집단적으로 협상하
기 위해, 다른 플랫폼 상에서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조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노동쟁의 행위로 지원
하고 있다.
다른 맥락에서는 기존의 고용법 규범(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규범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
은 이동식 평가의 도입이다. 현재, 각 노동자의 평가는 플랫폼마다
다르다. 이로 인해 플랫폼 간의 전환(따라서 비활성화의 위험 또는
가용 일자리의 부재에 맞선 행동이 다양화될 수밖에 없다) 비용을
매우 높게 만들고 있다. 좋은 평가는 구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
고, 이동성이 없는 다른 플랫폼으로의 이동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야 함을 의미한다. 자신에 대한 평가를 노동자들이 ‘소유’하게 해줌
으로써, 개별 운전자의 입장에서 경쟁 앱 간의 이동이 효과적인 옵션
이 될 수 있으며, 협상력에서 균형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공
간적 제한은 이 문제를 온전히 다루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어떤 경
우든 고용법의 일관된 범위를 회복하는 것이 주문형 경제가 모두에
게 공정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최우선 조치가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바대로, 전통적인 질문을 뒤집고, 근로자
지위에 대해 질문하는 대신 책임 있는 고용주가 누구인지를 분별하
고 정의하는 것이 공정한 조건을 만드는 유익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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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국 내 플랫폼 경제 관련 소송 분석: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과 규제의 문제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효
율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고 비즈니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
왔다. 물품뿐 아니라 시간과 노력과 노동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새로
운 방식들이 발전하고 있다. ‘가상 직업(virtual work)’, ‘주문형 노동
(labor on demand)’, ‘서비스로서의 노동(labor as a service)’, ‘이웃 생
산(peer production)’, ‘플레이버(playbor)’ 또는 ‘크라우드워크(crowdwork)’
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규제 및 사회적 도전을 노정하고 있다.
타임지가 수행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는 현재 1,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긱 경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치는 논
쟁의 주제가 되어 왔지만,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기술로 인
해 노동의 미래가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마
존 미캐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 핸디(Handy), 인스타
카트(Instacart), 우버(Uber) 등과 같은 웹사이트와 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회사들의 노동 관행은 미국에서 치열한 소송을 촉
발해 왔다. 현재, 이러한 법정 소송들은 모두 주문형 경제라는 플랫
폼에서 노동자가 피용자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계약자인지를 둘러싼
공통의 정책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피용자 신분에 대한 질문
은 미국 고용법(최저임금, 차별 방지, 실업보험, 노동자 보상)에서 제
공하는 많은 권리와 혜택이 피용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
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직원’ 신분은 노동자의 권리 범위
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이 장은 미국 내 주문형 경제의 다양한 오분류 소송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O’Connor v. Uber 소송이 중요한 관심과 분석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주문형 경제 플랫폼에 대한 유사한 소
송들이 제기되어 왔다. 진행 중인 소송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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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주제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소송들이 캘리
포니아주 법원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초점이
되고 있다. 둘쨰, 많은 소송건들이 해결되고 있으나, 원고의 변호사들
이 플랫폼 기업들과 벌이는 많은 거래들이 판사들에 의해 불충분하다
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 셋째, 최종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S)과
관련된 이슈들과 중재안들이 두드러진 사안이 되고 있다. 결론에서
우리는 소송건을 통해 본 정책의 의미를 검토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미국 내 주문형 노동자 관련 소송건에 대한 최신 정
보를 제공한다. 이 소송들은 아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상황만을 제공할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주문형
노동자가 ‘피용자’인지 ‘독립적인 계약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와 관련된 소송건과 동반된 논의들은 세 가지 경제부문으로 나뉘어
진다. 첫 번째는, 운전기사를 오분류한 차량 공유 회사들에 대한 소
송이다. 이 소송은 O’Connor v. Uber and Cotter v. Lyft 소송을 포
함한다. 두 번째는, 주택 수리 서비스와 관련된 소송이다. 세 번째는
심부름, 배달, 기타 소소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다. 마지막 네 번째
는, 전적으로 컴퓨터 기반 업무로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업무에
관한 소송이다.
소송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는 소송들 간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연방법원에
서 열리고 있다.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베이 지역은 주문형 경제에 속한 많은 스타트업의 시험무대이
다. 실리콘 밸리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플랫폼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실험하고 구축하기 위해 자신들의 회사와 가까운 이 지역을 이용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요소는 캘리포니아주가 원고 친화적인
노동법을 제정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
에게 캘리포니아를 매력적인 관할지역으로 만들어 준다.
이 사건들이 중요한 이유는 ‘최초행동자’ 효과 때문이다. 각 소송
건 간 또는 심지어 한 지역 또는 한 항소구 사이에도 선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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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새로운 사실 유형을 직면할 때 판사들은 첫 번째 사건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판례에 의지하고자 한
다. 본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현 시점에 주문형 경제 분야에서 피용
자 혹은 독립적 계약자 여부에 대한 법원의 명확히 합의된 결정사항
은 없다. 그러한 지위를 분별하고자 하는 법적 시도는 대단히 가변적
이고, 가늠하기가 어렵다. 피용자 여부와 관련된 이러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규제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다. 소송에서 강조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 내에서는 중재조항이 일방적이고 약관의 결과물일지라도 그
러한 중재조항은 점점 많아졌고, 법원은 이를 집행하려는 경향이 있
다. 공유경제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더라도, 최종사용자 사용
권 계약(EULAS)을 통한 이러한 중재 경향은 이미 소송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소송에서와 같이 문제가
되는 총액이 적을 경우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요청을 조정하게
만들어서, 권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소송건들의 심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법원이 합의를 지연시
킨다는 점이다. Otey v. Crowdflower, O’Connor v. Uber 및 Cotter v.
Lyft 소송에서, 법원은 합의안이 노동자들에게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쌍방에게 추가적인 협상을 하도록 요청했다. 노동자
들이 피용자라는 판결을 얻지는 못하지만, 수정된 합의안이 노동자
들이 제기하는 소송의 상당 부분에 대해 판사들이 타당하다고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피용자 신분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미결정 상태로 남아 있다.
기술은 이상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업무를 용이하고 안
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노동자를 도와주는 도구가 되
어야 한다. 따라서 기술은 더 좋고 만족스러운 일거리와 더불어 노동
시간의 단축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더럽고, 위험하고, 저임금의 나
쁜 일자리들은 점차 자동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크라우

ⅹⅹⅹⅷ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드워크는 그렇지 않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목격했고, 평균 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좋은 일자리와 좋은 소득/나쁜
일자리와 저임금이라는 양극화를 보아왔다. 복잡한 현상이긴 하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얻은 수혜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스톤(Stone)의 중간 디지털 모델은 직업
안정성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지식과 취업능력은 지식경제 분야의
일자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크라우드워크 모델은 산업모델의 직업 안정성이 없이 효율성과 자
동화된 관리 통제만을 활용함으로써 산업모델로 후퇴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기술은 노동의 탈
숙련화와 저임금을 촉진하지 않으면서 노동 시스템과 작업설계의 개
선을 이루는 데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크라우드워크나 주문형 경제
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현재 소송 사건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
는 바와 같이 노동자들을 ‘피용자’ 범주에 넣을 것인지 ‘독립적 계약
자’ 범주에 넣을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주문형 경제가 향
하고 있는 크라우드워크가 지속가능하며 바람직한 노동의 미래인지
여부이다.

11.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새로운 사회적 보호의 모색 : 한국
산재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는 이미 ‘디지털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리는
플랫폼 노동 방식이 많이 발견된다. 이 글은 한국 ‘플랫폼 노동(디지
털 특고)’의 특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들에게 특히 산재
보험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 우선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 산재보험제
도에서 취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접근방식과 그 한계를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 및 서비스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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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급이 연계되는 방식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조직되는 것을 말한
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를 ‘디지털 특고’라고 부를 수
있다. 소위 디지털 특고는 ‘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세탁’,
‘헤어 미용’, ‘가사도우미’, ‘간병’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단말기, 혹은 휴대전화 프로그램을 통해 플랫폼과 연계되고,
플랫폼은 이들에게 일거리를 제시한다.
한국의 플랫폼 노동은 프로그램 업체가 있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관리해주는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외국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아마도 한국에서 나타나는 플랫폼 노동이 대부분 대면 서
비스 혹은 개인 서비스라는 점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고객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근로자를 관리
하고 이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이 대행사를 자회사로 만드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프로그램 업체는 고객의 요청과 근로자 각각의 수행 정도 및 수수
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대행업체는 이 정보 중 자기 업체
와 관련된 내용만을 볼 수 있다. 근로자는 대행사와 프로그램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행사는 프로그램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박제성(2016a)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무제공 구조를 중심으로 전
속형, 고정형, 변동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전속형은 “하나의
사업에 소속(등록)돼 해당 사업의 콜(노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다.
음식배달과 같이 지역적․시간적 한계가 있는 경우, 전속형이 대부
분을 차지한다. 고정형은 하나의 업체와 하나의 플랫폼에 소속돼 소
속 업체의 콜(노무)을 주로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의 공유콜을 수행한다. 변동형은 “여러 사업에 소
속(등록)돼 있거나 특정 사업에 소속됨이 없이 실제로 여러 사업의
콜(노무)을 수행하는 경우”로,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플랫폼 노동자들, 소위 ‘디지털 특고’는 현재 산재보험에서 특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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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사실상 ‘한 사업체에’ 전속된 경우만 ‘특고’라고 인정한다. 이
는 임금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조건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이다. 복
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
될 뿐만 아니라,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재해를 당했을 때 평균임금
을 각 사업장의 임금을 합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다.
둘째, 만일 ‘서로의 합의가 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opt-out)’는 단서조항을 넣어, 산재보험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이 마치 기업의 ‘책무’가 아니라 ‘호의’로 비쳐지게 했다.
셋째, 업종별 접근을 택해서, ‘보호가 적절한 경우’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적어도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근
로자들과 다른 형태로 일하는 경우일지라도, 가능한 한 근로자로 보
고 산재보험을 적용하려던 그동안의 정책기조와는 방향이 다르다.
한국의 특고 논의에서, 정작 있어야 할 내용은 ‘가짜 영업자’에 대
한 규제다. 즉 법적 서류에서는 자영업자이나, 실제 하는 일은 근로
자인 사람들에게 노동시장에서의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는 논의가 빠
져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행한 정책은 대증적인 것이었다. 물
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의 성격을 가졌지만, ‘자영업자’라는
양자 간 계약을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고 그 계약만을 전제로 산재
보험을 적용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권을 갖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권에
목마른 사람들을 양산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사회법’이 민법의
자유계약 원리를 부정하고 사용자에게 사회권의 책무를 지웠고, 이
것이 결국 근로자들에게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됐다는
점을 다시 새겨볼 일이다.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그 직업이 나타날
당시의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는지에 따라, 또 사업주가 어떤 경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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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갖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과연 합당한지
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의 숙고가 필요하겠지만, 내용상으로 근로자
와 다를 바 없으나 ‘형식적’으로만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는 사람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산재보험 특고 특례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다
만 하나의 사업체에 ‘전속’돼 있을 경우에 한해서 특고로 인정해주는
현재의 기준을 완화하고, 임금근로자이나 ‘특고’로 잘못 분류된 사람을
‘임금근로자’로 재분류해야 한다.
‘전속형’의 경우 노동관계의 실질을 고려하면, 임금근로자로 재분
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속형에서 위장형과 전속형을 구분해
야 한다. ‘고정형’, 즉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만 노무를 제공하는 경
우’에는 적어도 ‘특고’로 인정돼야 한다. 여기서 어디까지를 ‘주로’ 하
나의 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는, 전체 소득이나
근로시간의 반 이상을 한 사업체에서 근무한 경우인지를 기준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수치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도 문제
될 수 있지만, 공식 통계자료의 소득기준을 이용하거나 대규모 조사
를 통해서 고시 가능할 것이다. 여러 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지만,
소득이나 근로시간의 반 이상 노무를 제공한 사업체를 특정하기 어
려운 변동형의 경우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대상자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개선방안은 현재의 틀 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충격이 적고 신속히 보호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한편으로는 적합한 직종별로 특고의 범위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현 보호의 틀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
로 불거진 이후에야 보호의 범주로 하나씩 들어온다고 비판받는 문
제점을 개선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는 거래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징수
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 업
체가 가지고 있는 기록을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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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은 현재 ‘카카오 대리운전’에서 보험료로 콜당 일정금액(350
원)을 가져가는 것과 아이디어가 비슷하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차이
가 있다. 카카오 대리운전의 경우도 이 보험을 사측의 재정부담으로
사보험사에 가입했다. 위에서 제시한 방식의 경우, 보험료를 프로그
램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카카오 대리운전의 보험료
부담방식과 유사하고, 공적보험에 가입한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특
고의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과 관련해 사보험을 든 경우를 적용 제
외(contract-out)하자는 일부의 의견이 있다. 그렇지만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산재보험과 사보험의 치료 및 보상의 차이
가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 또 산재보험을 대신해 사업주가 100% 부
담하는 사보험을 든 경우 산재보험을 면제해주자는 주장은 오히려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사업주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료 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우선 다음의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업체
가 원청의 역할을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
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업체에 보험사무대행업체의 자격을
주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 업체가 부가세 납부기간에 부가세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
를 국세청에 같이 납부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보험료를 넘겨받는 방법이다. 이 중 어떤 방식이 사회적으로 받아들
여질 수 있을지는 우리 사회의 동학과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어
떤 식으로 발현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산재보험이 성공적으로 보장되면, 향후 타 사
회보험 및 퇴직금 보장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 아울러 독립계약
자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회보장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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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용형태 다양화와 대안적인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모색
제12장에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의 여러 가지 대안들을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확충은 기존 사
회보험을 통한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사회보험의 틀을 넘
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 가운데 사
회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임금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비임금근로자로의 오분류
를 방지함으로써 임금근로자로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별도의
범주를 신설하여 비임금근로자를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포괄하
는 것이다. 첫 번째 접근의 사례로는 미국과 프랑스를 들수 있고, 두
번째 접근의 사례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접근과 두 번째 접근도 다시 더 세분화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임금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에서 미국과 프
랑스가 다르다. 미국의 경우 오분류방지법을 통해 보편적으로 이 문
제에 접근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법에 임금근로자 간주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직종별로 열거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미국과는
다르다. 다만 그 직종의 범위가 넓고 판례를 통해서 폭넓게 임금근로
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새로운 범주를 신설하는 두
번째 접근의 사례인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외에 한국은 직
종별로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를 정의하
는 또 다른 사례이다. 또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중에서도
강제적용하는 독일, 영국과 임의가입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이탈리아
와 스페인이 다시 구분된다. 제12장의 제3절에서는 직종별 접근을
채택한 한국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접근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
았다.
이와 달리 완전히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임금노동자를 넘어서 근로능
력자 전체, 혹은 시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보호의 범위를 확장하는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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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큰 주제
인 기술변화와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에 대한 보호방안
과 관련해서 이러한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인 고용
관계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기도 하고, 기
술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 재화에 대한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도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제시되기
도 한다. 기본소득이 시민을 대상으로 접근한다면 알랭 수피오가 제
안하는 사회적 인출권 개념은 취업자를 넘어서 노동담지자로서의 근
로능력자 전반을 대상으로 사회적 시민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
이다.
위의 논의들이 주로 누구를 보호대상으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적합한 급여체계의 설계 문제도 중요하다. 국내의 연구도 아직 적용
범위의 확대 문제에 집중되어 있을 뿐 이 주제는 여전히 연구와 정
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는 상시적인 전일
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점점 더 쪼개져서 불안정해지는 노동이 늘어
나는 현실에서 현재와 같은 급여체계가 적합한가의 문제이다. 구체
적으로는 취업과 실업이 공존하는 상황을 대상으로 급여를 설계하는
것과 관련된다. 프랑스는 이와 관련해서 실업급여에 다양한 요소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제도는 일자리가 점점 더 파편화되어 가는 현실에 대응
해서 급여 수급과 단시간 취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
나, 실업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고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부분적인 취업
을 동시에 병행할 수 없고, 급여를 받는 중간에 취업, 즉 피보험자격
을 취득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구조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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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업과 실업, 피
보험자와 수급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부분 취업과
부분 실업, 수급자이면서 피보험자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
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
으면서 동시에 단시간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급여 수
급을 중지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사업장 단위의 고용보험 적용과 피보험자 지위 취득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
들은 사업장 단위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속노동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대상
이 된다. 그리고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리와 관련해서는 어느 사
업장에서 일했는가를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합산
해서 수급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지급기간을 판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면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
해서 적용범위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좁은
범위의 임금근로자를 넘어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자 사이에 제3의 고용지위를 신설하여 사회보
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직종별로 선별
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한 전속성
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각종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하는 직종이
늘어나면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고용관계가 확산되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대리기사의 경우 전
속성이 약한 경우가 많고, 앞으로 유사한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직종별 접근은 직종 내 고용상의 차이를 무시하기 쉽
고, 변화하는 현실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직종들을 보호하기 어렵
다. 따라서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같이 제3의 고용지위
가 갖는 특징을 일반론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모두 보호하는 방식으
로 접근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는 특고를 대상으로 제3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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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설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노동3권과 사회보험법을 적용하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사업장 단위로 피보험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
로부터 특고를 포함해서 모든 종속노동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
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전속성을 기준으로 특고의 보호범위가 좁
아지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에도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고, 도입 방법에서도 기존 제
도에 대해 보완적인 방식으로 구성하거나 급진적으로 대체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급진적으로 기존의 소
득보장제도를 대체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서 전통적인 표준적 고용
관계와 소득비례형 급여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반론도 있다. 기본소득론이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해체를
받아들이면서 소득비례형 사회보험제도를 조세에 기반한 ‘낮은’ 급여
로 대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5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2016년 국회의
원 선거를 거치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등장하였다. 기
본소득이 갖는 의미는 제안되는 제도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각 나
라의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평가될 필요가 있
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사각지대가 거의 없고, 일정 정도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는 나라와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사각지대가 매우 큰
나라에서의 논의가 갖는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5대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다른 저개발국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완결된 복지제도의 외형을 거의 갖춘 상태이다.
다만, 이들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 따라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다만, 기본소득이 더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
인지, 실업부조,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수당 등 다양한 제도를 갖
추어 가는 것이 더 적절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이 있
는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형태로 소득보장
제도의 빈틈을 메워 갈 것인지와는 별개로 의료와 핵심적인 복지 서
비스의 보편성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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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제기

19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변화와
혁신을 포착하는 용어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ICT)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이라는 용어가 최근 진행되는 변화의 핵심적인 요소를 포착
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화란 “정보를 비트의 흐름으로
부호화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모든 종류의 정보와 매체－문자, 소리, 사
진, 동영상 기기와 감지기에서 나오는 자료 등－를 컴퓨터 및 유사 기기
의 고유언어인 0과 1로 바꾸는 것이다”(Shapiro and Varian, 1998, 브린욜
프슨과 맥아피, 2014로부터 재인용). 디지털화에 따라 정보재생산의 한계
비용은 제로가 되며,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빠르게
처리되면서 센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3D프린팅
및 새로운 기술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브린욜프슨과 맥아피, 2014).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면서 노동의 여러 측면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적으로는 고용의 총량, 일자리의 배분 및 근로시간,
일 자체의 성격(종속성 및 근로와 여가의 구분 포함)에 영향을 미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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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망된다(Mokyr, Vickers, and Ziebarth, 2015; Degryse, 2016).
이러한 변화들은 노동권 및 사회보장제도 등 노동․사회정책 관련 제도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Degryse,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노동에 미치는 여러 효과 가
운데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을 통해서 노동 및 서비스의 수요
와 공급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가 조직되는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 아래서의 고용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새로운 고용관
계에서 비롯되는 노동법 및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보호와 관련해 그 대안
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생산
및 소비를 조직하는 새로운 방식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을 지칭하는 용어도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긱 경제(gig economy),
주문형 경제 등 다양하다. 또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일하는 유형도 플랫
폼 노동, 크라우드워크(crowdwork), 주문형 앱노동(on-demand work via
app) 등 여러 용어로 지칭된다. 위의 여러 용어의 의미와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직 일치된 견해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박제성,
2016a).
따라서 서론에서는 본 보고서의 전체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배경
이 되는 기술변화가 노동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 및 플랫폼 노동의 확
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플랫폼 노동의 유형과 플랫폼 노동이 제기하
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 관련 논점들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플랫
폼 노동의 실태와 플랫폼 노동이 제기하는 쟁점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2절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

1.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노동에 미치는 효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대중매체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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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회자되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는 과연 디지털 기술이 확산
되면서 사라지는 일자리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을 것인
가 하는 점이다. Frey and Osborne(2013)은 컴퓨터 기술에 따라서 향후
10∼20년 내에 미국에서 47%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
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Report
2016은 OECD 국가에서 자동화에 따라 57%에 이르는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그 비율이 77%에 이른다고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브린욜프슨과 맥아피가 지은『제2의 기계시대』, 알렉
로스(2016)의『미래산업보고서』, 차두원⋅김서현(2016)의『잡 킬러』등
여러 번역서 및 저서가 소개되면서 기술변화가 일자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위의 연구들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디지털화에 대
응한 교육 및 훈련을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역
사적인 경험에 따르면 지배적인 견해로는 기술변화가 일자리를 위협한다
는 우려가 수차례 반복되었지만,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는 전망이다. 컴퓨터화에 따라 중간 일자리가 줄었다는 점을 보여준
Autor(2015)의 경우에도 앞으로 중간 일자리 감소 경향은 약화될 것이고
일자리의 축소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기술변화가 노동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해서 고용량의 변화에 대해 관
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일자리의 배분이다.
지난 세기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큰 폭으로 노동시간이 짧아졌으며, 앞으
로 기술변화에 따라 취업자와 평균 근로시간의 곱으로 결정되는 총 노동
투입량이 얼마나 고르게 배분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논점이다(Mokyr,
Vickers, and Ziebarth, 2015; Degryse, 2016). 직업별 숙련수준, 혹은 디
지털 기술의 체화 정도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 및 이에 대응한 교육훈
련, 노동시간 제도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노동의 배분이 이루어지게 될 것
이다.
기술변화가 일자리의 총량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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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어 있지만, 이 글은 그러한 논쟁의 배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용관계
의 변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디지털화는 노동이 작은 단위로 분할되어 정
보 플랫폼(platform)을 통해 중개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에 따라 주문형 경제활동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고용관계로는 포착
할 수 없는 새로운 노동유형들이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노동은 ‘장소’라
는 측면에서 산업화 이후 등장한 공동의 작업공간에 기반한 노동이 아니
라 가정이거나, 노동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특
징을 지닌다(Mokyr, Vickers, and Ziebarth, 2015; Finkin, 2016).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현실화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이 사회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은 다양한 사회적 요
인들에 의해 매개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이전과는 다르
게 생산과 소비를 조직하는 방식이 등장해야 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선택
도 개입된다.

2.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생산․소비의 조직방식과 노동의 변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생산․소비의 조직방식을 재편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소위 공유경제의 확산이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주거 공유와
우버(Uber)를 통한 자동차의 공유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소비와는 달리 소
유와 소비를 분리하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지향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나아가 재능(talent)의 공유
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노동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고, 이는 자
본주의적 고용관계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제시된다
(Battaler, 2015; Lee, 2015).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협력적 소비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공유경제가 노동과 관련해서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다양
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유경제 종사자들에게 각종 근로기준 및 최저
임금 등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이들이 사회보
장제도의 수혜로부터도 배제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협력적 소
비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초기의 담론과는 달리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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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기회로 인식되고, 신자유주의 패러
다임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Martin, 2016).

3. 불안정한 노동의 확산과 디지털 플랫폼의 결합
플랫폼에 기반한 노동의 확산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표준적인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1980년대 이후 불안정 고용이 확
산되는 현상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표준적인 고용관계는 장기고용과
기업 내 직무사다리에 따른 지위 상승에 기반한 고용관계이다. 이는 기업
으로 하여금 호황기에 안정적으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이직에
대한 걱정 없이 근로자들의 훈련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한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도록 함
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력과 생산성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
1980년대 이후 노동권에 대한 보호가 약해지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
는 다른 수단들－예, 안정적인 노동력보다 R&D, 외부 컨설턴트, 직접적
인 감동 등을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긱(gig)으로 지칭되는 불안정한 노
동이 확산되었다(Friedman, 2014). 긱은 engagement의 줄임말로서 1920
년대에 재즈음악가들에 의해 하루 동안 공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는 짧은 시간 동안 돈을 받고 일하
거나 고용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의미가 확대되었다(Wikepedia(영문)
의 설명을 요약. 2016년 8월 30일 접속).
따라서 기술변화와 새로운 생산․소비의 조직방식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회피하고 불안정한 노동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의 전략도 긱 경제 확산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4. 플랫폼 노동의 유형과 주요 개념들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노동에는 여러 유형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
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기보다, 주요 특징에 따라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De Stefano, 2016). Drahokoupil and Fabo(2016)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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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platform economy)라는 개념 아래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유형을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가상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 특정 과제
를 불특정한 다수에게 위탁하고 완성하는 방식으로 아마존 미캐니컬 터크
(Amazon Mechanical Turk, 이하 AMT) 등이 대표적이다. 많은 경우 이
들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노동을 조직한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대인서비
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여기에는 우버, 에어비앤비 등 잘 알
려진 소위 공유경제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카카오 대리 같은 P2P
(peer to peer) 플랫폼이 포함될 수 있다. 물리적 거리와 국가에 의한 규
율의 가능성을 차치하면 첫 번째 유형의 노동조직방식은 산업자본주의
이전의 선대제(putting-out system)와 가내노동의 새로운 형태라고 볼
수 있다(Finkin, 2016). 한편 물질적인 대인서비스 제공 유형은 우리나라
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특고나 호출근로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한 것
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금 더 유형을 세분하면 노동의 특성이 숙련노동
인지 비숙련노동인지, 재산을 공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서비스를 제
공받는 것인지 등에 따라서 더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 있다(Drahokoupil
and Fabo, 2016).
가상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 노동을 조직하는 경우에도 참여자가 특정
작업을 완료하는 유형과 특정 과업 수행자로 선택받거나 본인이 수행한
작업으로 선택받기 위해 경쟁하는 유형이 나뉠 수 있다. 고용관계와 관련
하여 더 유의미한 것은 첫 번째 유형이다(Finkin, 2016).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서 플랫폼 노동을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보
면 가상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과 물질적인 서비
스, 특히 대인서비스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현재 연구
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살펴보면 위 둘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크라우드
워크라는 개념 아래 묶어서 사용하거나(Cherry, 2016; Prassl and Risak,
2016), 둘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플랫폼 노동을 사용하고, 전자는 크
라우드워크, 후자는 ‘주문형 앱노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De
Stefano, 2016; Aloisi, 2016). 이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필자들에 따라서
도 용어의 사용법이 다르다.
어떤 방식으로 개념을 사용할지, 어떤 번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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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일단 후자의 접근방법에 따라 둘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플랫폼 노동
을 사용하고, 가상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을 크라
우드워크, 대인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조직하는 방식을 ‘주문형 앱노동’
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는 지금 살펴본 플랫폼 노동의 유형론을 포함해서 새롭게 등
장하는 수많은 개념들이 사용된다. 공통의 번역 기준을 적용하고, 필자들
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서 주요한 개념들의 번역어 및 영문 표현과
간단한 의미를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 크라우드워크(crowdwork) :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되어 온라인으
로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노동을 의미한
다. 아마존 미캐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 이하 AMT)
와 크라우드플라워(Crowdflower) 등이 대표적이다. 이 유형에 종사
하는 노동자(crowdworker)들은 크라우드 노동자라고 옮긴다.
․ 주문형 앱노동(on-demand work via app) :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
되지만 오프라인에서 대면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을 의미한다.
대리운전 서비스나 우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글에 따라서는 주문
형 앱노동을 간단히 앱노동으로 줄여서 표현하기도 한다. 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간략히 앱노동자로 표현한다.
․ 플랫폼 노동(platform work) :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해서 중개되어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앞의 유형분류에서 설명한 것처럼 크라우드워
크와 주문형 앱노동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플랫폼 노동으로 이
루어지는 경제활동은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라고 표현한다.
․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경제활동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요구되고, 곧바로 중개되어
실행되기 때문에 주문형 경제라고 옮긴다. 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은 주문형 노동(자), 혹은 플랫폼 노동(자)으로 표현된다.
․ 긱 경제(gig economy) : 플랫폼 노동은 안정적인 전일제 정규직 일
자리가 아니라 파편화된 불안정 노동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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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긱 경제라고 부른다. 플랫폼 경제, 주문형 경제, 긱 경제
는 동일한 경제활동의 다른 측면을 포착해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이
해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외국 필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에는 해당 글에서 사용하는 개념상의 차이를
추가로 설명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유형은 플랫폼 노동의 조직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
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복잡한 현실을 주요 특성에 따라
구분해서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플랫폼 노동이
등장해서 확산되는 사회적 추동요인에 대해서는 답을 주기 어렵다. 본 연
구의 제2장에서는 유형론과 관련된 또 다른 접근으로서 수요자와 공급자
가운데 누가 주도하며, 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이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춘
유형론도 같이 살펴볼 것이다.

제3절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대안적․사회적
보호 패러다임 모색의 필요성

많은 나라에서 현재의 노동법은 표준적인 고용관계 아래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고용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가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앞
에서 살펴본 것처럼 플랫폼을 통해 조직되는 노동이 여러 유형으로 나누
어지기 때문에 고용관계와 관련된 함의도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의 수요자, 공급자, 중개자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현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개자가 IT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으로 등장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변화만 본다면, 이들을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e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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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지만 플랫폼이 실제 노동에서 다양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는 현실
에 비추어 보면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개자인 플랫폼의 법적 지
위는 실제 업무에서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며, 사용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사용자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갖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Prassl and Risak, 2016).
한국에서의 논의와 연관지어 보면,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인 특고의 연
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디지털 특고로 개념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특정 직종들을 중심으로 특고라고 정의하는 방식의 연장선상에
서 새로운 플랫폼 노동을 디지털 특고라고 정의할 경우 내부에서의 실제
고용관계의 차이를 감추고, 특고로 묶어서 근로자(위장 자영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노동이 어떤 성격을 갖는가는 실제 노동과정에서 지휘통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서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전통적인 임금노동과 부분적인 특징만을 공유하는 경우, 전통
적인 고용관계로는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직종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직종 내에
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도 관
련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
해 특고의 형식으로 고용되고 있는 위장 자영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노동법을 통한 보호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고용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지, 전통적인 고
용관계로는 포괄할 수 없는 노동세계의 변화에 대응해서 이들 전체를 아
우를 수 있는 더 포괄적인 원칙을 새롭게 정립할 것인지에 따라 접근방식
이 달라질 수 있다. 또 다른 중요 논점 가운데 하나는 국제적으로 이루어
지는 가상공간에서의 중개를 통해 조직되는 노동에 대해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하고,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제
8장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인 공간에서 초래되는 논점에 대해서까지는 다
루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고용관계의 확산에 따른 사회보장 측면에서의 대응도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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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제기된다.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기반한 사회보험제도를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적인 질문은 고용관계의 다양화에 대응
해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사회보험의
적용률에 큰 차이가 있으며 디지털 특고라고 부를 수도 있는 플랫폼 노동
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다. 또한 비슷한 성격을 공유하는
호출근로의 경우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의 실제 가입률이 매우 낮다.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보호의 범위를 전통적인 근로자에서 취업자로 확
장하는 것이 대안의 큰 방향이 될 수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적용범위 측면에서 근로자도, 자영자도 아니면서 사회
보험으로 보호해야 할 취업자의 범위를 이론적으로 규정하거나 제도적으
로 실행가능한 방식으로 정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제도 적용을 기본 방향으
로 하는 대안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
하다.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에 대한 보호방안 등 복지제도
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향후 더 커질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기본소득이 새롭게 부각되
고 있다. 기술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 재화에
대한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브린욜프슨과
맥아피, 2016).

제4절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의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국제적인 관점에서 플랫폼 노동의 확산 실태를 살펴보는 부분
이다. 제2부에서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관련된 논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노동기구와 공동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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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활발하게 최신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및 각 나라의 연구자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1)
제1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주도자와 보
수 결정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플랫폼 노동의 유형을 분류하는 대안적인
유형론을 살펴본다(Debra Howcroft, Manchester Business School; Birgitta
Bergvall-Kåreborn, Luleå University of Technology). 제3장에서는 앱음
식배달 노동자와 대리기사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플랫폼 노동의 현실
과 이로부터 제기되는 사회적 보호와 관련된 논점들을 살펴본다(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제4장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인 AMT와 크라우드플라워를 대상으로 ILO가 수행한 조사 결과
가 소개되었다(Janine Berg, ILO; Abigail Adams, University of Oxford).
제5장에는 주문형 경제에 대한 새로운 측정방법에 기초해서 영국과 유럽
에서의 주문형 경제의 확산 실태와 규모를 추정한 연구결과가 담겨 있다
(Ursula Huws, Neil H. Spencer and Simon Joyce, University of
Hertfordshire). 제6장에서는 플랫폼 노동을 포함해서 유럽에서의 다양한
불안정 고용형태의 확산을 다룬 연구를 소개한다. 플랫폼 노동을 더 폭넓
은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Irene Mandl,
Eurofound : 노동 관련 문제를 다루는 EU 기관).
제2부에 실린 연구들은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및 사회복
지제도를 통한 보호와 관련된 논점들을 다룬다. 제7장은 새로운 고용관
계를 규율하기 위한 노동법의 역할과 원칙을 제시한다(박제성, 한국노동
연구원). 제8장에서는 고용계약의 법적․경제적 기능이라는 프레임워크
를 이용하여 주문형 경제에서의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방향을 제시한다
(Valerio De Stefano, ILO). 제9장에는 접근방식을 바꾸어 노동자가 아니

1) 보고서의 초고들은 2016년 9월 22∼23일 제네바의 ILO본부에서 열린 국제세미나
에서 발표되었고,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되었다. 또한 본 보고서에 실린 일부
필자들의 연구 가운데 주요한 내용을 요약한 결과는 이 주제가 갖는 시의성을 고
려하여 본 연구원이 발간하는 국제노동브리프에 이미 실린 바 있다. 2016년 8월
호에 실린 Ursula Huws and Simon Joyce의 글과 2016년 9월호에 실린 Jeremias
Prassl의 글이다. 또한 필자가 작성한 2016년 9월호 ｢글로벌 포커스｣에는 본 연구
의 서론에 담긴 문제의식들이 요약되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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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용자의 책임과 사용자의 법적인 개념을 둘러싼 논점들을 통해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를 담았다(Jeremias
Prassl, University of Oxford). 제10장은 주문형 경제에서의 사용자 오분
류에 관한 미국에서의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쟁점이 되어온 부분과 대안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한다(Miriam Cherry,
St. Louis University). 제11장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한국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마지막으로 제12장은 디
지털 특고로 볼 수 있는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적인 사회복지
제도 설계의 방향 및 그와 관련된 논점들을 정리한다(황덕순, 한국노동연
구원).
본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고용관계의 변화를 다루는 첫
번째 연구로서 한 해의 연구로는 모든 주제를 다룰 수 없다. 2017년에는
디지털 기술 확산에 대응한 여러 나라에서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노동 및 사회복지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찾
아볼 것이다.

제1부

플랫폼 노동의 확산 실태와
고용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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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낙관론자들은 주문형 노동을 암시하는 긱 경제 같은 용어들이 자영업
자들에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유연한 작업 방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점점 더 환호하고 있다. 크라우드소싱이라고 불리는 이
유형의 활동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제3의 참여자로부터 디지털화된
기여 및 물질적 기여를 이끌어낸다(Howe, 2006). 크라우드소싱이 처음 등
장했을 때, 그것은 협력적 소비, 공유 경제, 낭만적인 개인 간(peer-to-peer,
이하 P2P) 교류, 창의적인 보통사람들과 같은 대중적 개념들로 이용됐다.
크라우드소싱을 그런 방향으로 규정함으로써 노동의 중추적 역할이 모호
해졌고(De Stefano, 2016), 그로 인하여 고용 관계와 착취적인 노동 조건
의 본질에 대한 고려를 합법적으로 회피하게 되었다.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수를 정확히 알아내기는
어렵지만, 많은 자료들에 나타난 지수치를 보면, 범위와 규모 양 측면에
서 산업의 성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Kittur et al., 2013; Ross, 2013;
Scholz, 2013). 이러한 성장은 여러 상호보완적 발전에 기인한 것이다. 첫
째, 플랫폼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설계가 빠른 확장성을 가능하게 한 점에
기인한다(Cusumano, 2010). 높은 초기 투자, 낮은 한계비용과 글로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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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의 결합은 신속한 연결성(connectivity)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다.
둘째, 작업 요청자에게 다양한 기술과 전문 지식에 대한 손쉬운 접근을
가능하게 해 주며, 이로 인해 상당히 낮은 노동 비용으로 주문형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위험을 다른 쪽에 떠넘길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고용 규제
와 보호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Katz,
2015). 마지막으로, 비정규직화, 비공식화, 그리고 위험의 탈상호화(De Stefano,
2016) 같은 노동관련 변화의 누적된 영향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수입 또는 부수입의 원천으로 크라우드워크에 끌리고 있다(Berg, 2016;
Huws and Joyce, 2016).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크라우드워크는 노동의
재구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 영향력은 더 체계적인 작업 일정, 더 큰 규모
의 표준화, 여러 지역을 가로지르는 첨단기술 기업 네트워크의 활용 및
노동의 대체가능성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크라우
드소싱은 새로운 비정형적 노동 범주이다(Eurofound, 2015). 이런 형태의
불확실한 노동은 실업률이나 소득 수준 같은 오래된 경제지표들을 실제
현실보다 더 건전하게 보이게 만든다(Reich, 2015). 그러므로 크라우드워
크는 노동과 고용에 대해 더 큰 함의를 지니고 있으며, 더 많은 관심의 대
상이 될 가치가 있다.
크라우드소싱 산업이 발전하고 성숙함에 따라, 크라우드소싱의 범위는
더 다양해지고, 수많은 운영 방식이 출현하게 되었다(Cefkin et al., 2014).
사용 기술의 수준, 과업의 복잡성, 상호작용의 실질적/가상적 성격, 보상
수준, 그리고 자율성과 통제의 정도에 따라 플랫폼은 대단히 다르다. 연
구 문헌도 컴퓨터 과학, 법, 인터넷 연구 및 인류학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
서 서로 다른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생겨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작
고 독립적이며 균질적인 과업에 집중되어 왔으며, 플랫폼 간 분석 또는 더
광범위한 관심사와 문제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두 종류의 비교 연
구가 존재한다. : 이 연구들은 플랫폼 간 콘텐츠 분석(Vakharia and Lease,
2013)을 하거나 크라우드워크 연구 분야에 대한 개요를 제공(Kittur et
al., 2013)하는데, 이들은 인센티브 기제, 작업 흐름, 품질보증 및 자격심사
같은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다양한 분야에서－중요한 문헌이
나왔는데, 이 문헌은 노동 착취의 아주 적절한 예로 사용되는 우버(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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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아마존 미캐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 이하 AMT)에 집
중된 경향을 보인다. 다양한 크라우드 기반 기술 및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포괄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노동과 관련한 문제점과 그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은
크라우드워크의 포괄적이고도 ‘이념형적인 유형’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줄
유형론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접근은 크라우드워크의 복잡성
과 다양성을 보여줌으로써, 노동과 고용에 관련된 함의를 보다 더 일반적
인 맥락에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크라우드워크
연구들의 핵심 주제들을 소개함으로써 이 글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이는
유형론 도입을 위한 틀이 될 일반 특성(플랫폼, 노동, 디지털 평가)에 대
한 개략적 설명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는, 4가지 이념형적 유
형을 개관하고 일과 고용에 대한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제2절 크라우드, 크라우드소싱과 크라우드워크2)

1. 등장과 발전
2006년에 처음 만들어진 크라우드소싱이라는 용어는 아웃소싱의 새로
운 단계로 소개되었다. 저비용 지역으로의 역외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에,
기업들은 인터넷 공개 모집을 통해, 일반적으로 불특정한 개인들의 거대
한 인력 시장으로 작업을 아웃소싱할 수 있다(Howe, 2008). 이런 방식의
노동력 동원은 피용자 또는 계약자들이 수행할 수도 있는 과업들을 일
반 대중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한다(Brabham, 2012).
몇몇 저자들은 공개 모집 형태로 대중에게 과제를 아웃소싱하는 것은 수
세기 전부터 존재해왔다고 주장하는 반면(Afuah and Tucci, 2012), 다른
2) 제2장에서는 크라우드워크를 플랫폼 노동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한다(편
저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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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현대의 크라우드소싱을 용이하게 하는 인터넷은 그 의미가 크
게 다르다고 말한다(Brabham, 2013). 그 차이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활
성화가 P2P 교환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간주하는 첨단 기술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중요한 역할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크라우드소싱이
라는 용어가 생겨난 지 겨우 10년 만에, 그 영역의 확장은 ‘크라우드 기
반 자본주의’로의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Sundararajan, 2016).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선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
니며, 기술적 변화를 본질적 변형과 동일시하는 역사를 반복할 뿐이다.
많은 저자들은 크라우드소싱을 사업상 이익의 측면에서 보며 저렴한
노동력․전문지식을 아웃소싱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점유할 기
회로 간주한다(Djelassi & Decoopman, 2013; Scheitzer et al., 2012). 그것
은 기업에 매력적인데, 노동력에 대한 접근이 위치에 상관없이 디지털 플
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비싼 거래 비용이나 수송상의 장애물 없이 과업
실행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크라우드소싱과 전
통적인 노동력의 차이는 유연성, 확장성, 절감된 비용으로 기술과 경험을
지닌 광범위한 범위의 노동력에 접근하면서도 고용관련 규제와 고용안정
을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Kleemann et al., 2008; Zhao and Zhu,
2014). 관리 통제는 실시간으로 ‘원거리에서’ 이루어지면서도, 과업을 지
정하고 업적을 평가하며 보수 수준을 결정할 때,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
휘한다. 관계는 한순간이며 대부분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노동인
력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법적․도덕적 의무가 없다(Felstiner, 2011).
크라우드소싱의 매력은 사업상 이익의 범주를 넘어선다. 크라우드 옹
호자들의 공유 경제에 대한 점증하는 관심에서 알 수 있듯이, 크라우드소
싱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가치에 무게를 둔다. 이것은 시장과 위계의
전통적 조직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되며(Shirky, 2010; Benkler, 2006),
사람들을 직접 연결시켜 줌으로써 평등, 지속 가능성, 그리고 공동체의
이상에 호소하는, 개인 간 교환에 기반을 둔 평등주의적 비전, 사회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다(Slee, 2015). Botsman(2015b)은 더 나아
가 유튜브, 에어비앤비, 위키피디아 같은 예를 들면서, 중앙화된 권력이
더 많이 분배됨으로써 ‘커다란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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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판적으로 찬양일색인 문헌(예를 들어 Afuah and Tucci, 2012;
Jeppesen and Lakhani, 2010)은 아이디어 생성과 생산을 ‘민주화’함으로
써 개인을 더 큰 집단의 일원이 되게 해주는 능력을 찬양한다. 그러나 공
유 경제라는 개념은 의문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금전 거래에 집중되며
(McCann, 2015), 시장과 사회적 공익 사이에서 불안한 파트너십을 형성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참여 문화는 동등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공간이 아니라 대기업이 지배하는 공간이다(Fuchs, 2014). 공유 경제는
많은 특징들이(예를 들어 열악한 금전 지불) 개인 생산이나 공동창조(cocreation)보다는 아웃소싱과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Howe,
2006),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대안으
로 제시된다(Richardson, 2015).
선진국에서 전통적인 비공식적 근로(예를 들어, 청소, 원예, 건축 및 육
아)는 종종 자영업과 ‘현금 지불’ 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크라우드소싱 덕분에 이러한 비공식적 노동이 첨단 기술 기업에 의해 적
절히 조직되고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첨단 기술 기업은 이전에는
사회 주변부에서 운영되었던 것을 바탕으로 번듯한 기업을 만들고 있다
(Slee, 2015). 비공식적 근로와 크라우드워크의 연계 덕분에, 사람들이 부
수입을 얻는 수단으로 그때 그때 임시 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런 식의 개념화는 여성들의 근로를 ‘용돈’ 버는 수단으로 간주하던 주장
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범주의 노동을 적절한 보수를 받을 만한 진정한
근로로 보지 못함으로써, 크라우드 노동자를 대체가능한 인력으로 취급하
는 것을 정당화하고, 규제를 통한 보호의 필요성을 경감시킨다(Slee, 2015).
크라우드워크와 연계된 긍정적 주장은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되어 스
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영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기존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거나 저축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Botsman, 2016)인데, 이는 개인적 아웃소싱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플랫폼이 작은 사업들을 흡수하고 전통적인 근로
형태를 훼손하면서(예를 들어, 택시 회사와 우버), 독점 기업으로 변질되
는 것을 볼 때, 크라우드워크가 기업을 양성하고 있다는 주장은 의문스럽
다. Sundararajan(2016: 27)이 지적하듯이, 많은 전통적 풀타임 전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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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경제적 종속성과 기업가정신을 특징으로 하는 계약직 근로에
의해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워크는 상용근로직과 임시직 노동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 냉혹한 경제적 상황은, 크라우
드워크에 대한 낮은 수준의 보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존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에 끌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 나온 주
문형 경제 규모에 대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근로 활동이 학생, 실
직자 혹은 육아 휴가를 받은 사람처럼 추가 수입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경향이 있는 반면(Eurofound, 2015), 디지털 플랫폼을 유일한 또
는 주된 수입원으로 의존하는 크라우드 노동자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다
른 조사 연구도 있다(Berg, 2016; Huws and Joyce, 2016). 크라우드워크
를 창업기회로 보기보다는, 임금을 받는 근로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자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비자발적 자영업(Kautonen et al., 2010: 114)’의
하나로 이 고용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은 자영업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그래도 노동시장에서 차선이 되는 대안
(아마도 실업일 텐데)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크라우드워크에
서 플랫폼은 외부 기여자를 ‘독립적 계약자’로 분류하는데(Berg, 2016),
실제 상황은 개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벤처를 설립하기 원해서 자영업을
했다기보다는 호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했음을 시사한다.

2. 공통의 특성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은, 대다수가 디지털 작업에 집중하지만, 디지털
서비스와 과업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서비스와 과업을 중개하는 시장으로
도 작동한다(Huws and Joyce, 2016). 플랫폼은 숙련 여부, 임금 지급 여
부, 가상 혹은 실제 여부에 상관없이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한다. 이 장에서
는 플랫폼, 노동인력 풀, 디지털 평가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 이러한 공
통점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 크라우드워크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려면 플랫폼 개념에 초점
을 맞춰야 하는데,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는 이 용어는 최종 사용자(또는
요청자)와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제3자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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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결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가리킨다. 플랫폼은 확장성을 용이하게
해주고, 작업을 전 세계적으로 분배하며, 효과적으로 반복될 수 있게 해
주는 표준화된 기술 인프라에 투자한다. 이전에 그 용어는 어떻게 ‘보완자
(complementors)’라 불리는 외부 관계자로부터 공급된 부품으로 핵심기술
시스템이 구성되는지를 정의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용어였다(Ghazawneh
and Henfridsson, 2013). 현대적으로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덩치는 크지만
내용은 거의 없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Gillespie, 2010: 351). 이러한 불
분명함 때문에 이 용어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어서, 플랫폼 소유자는
사용자, 소비자, 생산자, 광고주, 벤처 투자자 같은 여러 그룹 사람들의 다
양한 관심을 끌 수 있다.
플랫폼 소유자는 기술 인프라 이외에 플랫폼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위한 자원 또는 기능에는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플랫폼은 제3자에게 기술을 개방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이로 인해 플랫폼 소유자는 기업 네트워크 안에서
조율 역할을 맡아 기초 허브(foundational hub)를 제공하고, 외부 기여자
들은 이 허브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한다. 다수의 외부 활동자에게 플
랫폼을 개방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가 활발히 생겨나고(Cusumano and
Goeldi, 2013), 제3자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생겨나는 매력과 시
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 가치가 기하학적으로 증가한다. 바로 이 네트워크
효과의 특성으로 인해 이익이 누적되고 그 결과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는 플랫폼은 승승장구하게 된다(Gawer, 2014). 이로 인해 소수 주요 기
업의 절대적인 지배력이 생겨나는데, 이것은 평등, 지속성, 그리고 전통적
으로 개인 간 교환과 연계된 공동체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플랫폼의
가장 잘 알려진 예는 실리콘 밸리 기술 기업들로서, 이들은 커다란 벤처
자본의 후원을 받으며, 독점 기업이 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용자
가 만드는 가치를 기업의 수익으로 전환하고 있다(McCann, 2015). 글로
벌화된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은 영업활동이 지역적으로 발생하지만 그 모
회사는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에 등록될 수 있다. 입지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고 국경이 없는 크라우드소싱의 특징을 감안할 때, 플랫폼은 ‘규제를
피하는 지역(regulatory sweet spot)’에 위치하고(Gillespie, 2010: 348),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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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국경 밖으로 벗어나서 비밀누설을 방지하므로(Cherry, 2016) 투명성이
결여된다.
두 번째로, 크라우드워크는 여러 이종의 작업이지만, 흔히 그 행위의
본질은 미미하고 단조로우며 엄격하게 통제되는 단순작업이다(De Stefano,
2016). 요청자의 관점에서 보면, 방대한 크라우드는 대량의 데이터를 정
교한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저비용으로 처리하고 생성한다. 더 숙련된 기
술이 필요하고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작업이라도 플랫폼 기반 작업
을 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수를 지불할 수 있다.
크라우드는 대체가능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착취가능한 노동인력 풀이라
고 보는 시각이 일반화되고 있다. 플랫폼이 보증하는 ‘독립적 계약자’로
분류된(Berg, 2016) 기여자는 일의 수락, 결과물 전달,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을 개인적으로 떠안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
고, 최저임금 지불과 같은 규제 요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게 된다
(Felstiner, 2011). 이 유형의 근로는 새로운 형태의 테일러리즘으로 묘사
되고 있는데(Kittur et al., 2013), 디지털화로 인해 조립라인 모델에서 더
광범위한 생산 시스템으로의 적용이 더욱 용이해졌다(Taylor and Bain, 1999).
그러나, 노동자들이 사회적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단순반복 노동을 완화시키
는 비공식적 규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제 조립라인(Thompson, 1983)과
는 달리, 크라우드워크에는 실제 인간적인 접촉이 없어서 종종 개별화된
거래만을 수반하는 극단적 형태의 상품화가 진행된다(De Stefano, 2016).
마지막으로, 업무 공정에 대한 디지털식 평가를 통해 복잡한 알고리즘
이 노동 과정의 질을 결정하는 데 적용된다. 그것은 소프트웨어가 계약,
결제, 지불 및 세금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아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다
는 가정에 기반한다(Reich, 2015). 영화 평가(Netflix), 휴가에서의 경험
(TripAdvisor), 책 평가(Amazon)를 위해 모든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
라인 추천 시스템이 이제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좋은 노동자
와 나쁜 노동자를 가차없이 분류하는 기술적 필터링 기능을 내장한 업
무관리 기법의 성장은, Zuboff(1988)가 서술한 바대로, 감시와 통제의 극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개입과 해석이 부재하는
알고리즘은 책임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와 투명성의 결여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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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kopoulos, 2016). 그것이 제공하는 기술적 통제의 수준은 각 작업자
어깨에 ‘보이지 않는 감독관(Elliott and Long, 2016)’이 올라 앉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리뷰는 플랫폼에 대한 불만으로 등록되어 작업
자가 미래에 다시 일거리를 얻을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든다.
플랫폼 소유자는 거래와 관련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식의 거래
조건을 가진 크라우드워크는 신뢰의 디지털화에 대한 연구를 증대시켰고
이로 인해 ‘디지털 신뢰 인프라(Sundararajan, 2016)’가 소비자 보호 규정
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플랫폼의 브랜드와 평판은 규제의 부
재 속에서 일정 수준의 사용자들을 불러 모으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따라서 소수의 첨단 기술 회사들이 우세하다－, 신뢰는 온라인 평가로
측정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Friedman의 논평(2013)은 신뢰가 어떻게 플
랫폼의 효과적 운영에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에어비
앤비의 진정한 혁신은 온라인 렌탈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집 방을 모르는 사람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빌려주게 만드
는 신뢰의 프레임워크를 만든 것이다.” 이것은 소비자가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감시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어떻게 ‘평판’이 규제 미비의 유용한
보완책으로 인식되는지를 보여준다(Strahilevitz, 2011). 평판 시스템이 좋
은 생산자에게는 보상을 주고 나쁜 생산자에게는 벌을 주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있다(Goldman, 2011: 53). 평판과 신뢰가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믿음이 있기에, 힘과 영향력은 부유한 엘리트에서 최상
의 평판을 받는 사람들에게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Newmark, 2011). 이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제
신뢰는 기관이 아니라 개인에게 달려 있다(Botsman, 2015a).
비록 평가가 반드시 공모 결탁이나 비방으로부터 자유롭거나 공정한
것은 아닐지라도, 온라인 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작업자에게 중요한 일이
되었다. 평판 시스템은 고객 증언만큼이나 효과적인데, 인종과 성별에 연
계된 부정적 평들도 있었다(Slee, 2015). 고객과 서비스 공급자 간의 관계
가 더 개인적일수록 평판 시스템과 교환 사이의 긴장은 더 커진다. 요구
사항이 많고 그럴 권리도 있는 소비자의 중요한 리뷰가 미래의 작업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택시 운전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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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평가는 우버에 대한 직접적인 고객 불만으로 받아들여지고, 우
버의 중앙집중화되고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디지털 구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운전사를 플랫폼에서 퇴출시켜버릴 수 있다. 평판 시스템이 감정
노동자에게 ‘미소 짓는 서비스’를 강제하는 징계 메카니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부정적 평가가 불러올 결과를 두려워하게 된다. 따라서,
통제는 더 구조적이 되고,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상대적 자율성’
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

제3절 크라우드워크 유형론

이 글의 목적은 크라우드 노동 플랫폼의 유형을 만들어 크라우드워크
내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설명함으로써 노동과 고용에 관련된 어려운 문
제들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다(그림 2-1 참조). 이 유형은 미래 연구에
유용하며,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이 복잡한 분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수단이 될 것이다. 본 유형론에서 요약되는 크라우드워크 플
랫폼 유형들은 일반적으로 혼란스럽고 변덕스러운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지도라기보다는 기본 가정들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도구이다. 유형론은
우리의 실증 작업에서 생겨난 통찰력과 함께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관련
문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기반한다. 실증 작업은 2009년에 시작되었
고, 모바일 앱 개발자와 가진 인터뷰 60회, AMT 노동자들과의 인터뷰 14
회, 태스크허브(Taskhub, 지금은 없어진 태스크래빗(TaskRabbit)의 영국
기반 버전)의 노동자, 요청자 및 플랫폼 소유자와 가진 인터뷰 6회, 세 명
의 비즈니스/산업 분석가와의 인터뷰,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국제
크라우드소싱 컨퍼런스 참석을 포함하고 있다. 정성적 현장 연구의 세부
사항을 여기에 모두 보고하지는 않지만, 누적된 발견들이 우리의 이해에
반영되어 유형론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유형의 조직화된 체계인 유형론은 널리 인정받는 분석 도구로서(Collier
et al., 2012), 그 주요 특징은 경험적 사례라기보다는 개념의 차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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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여기서 차원이라는 말은 이념형적인 유형으로서, 경험적 현실 속
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정신적
개념에 근거한다(Weber, 1949). 우리는 보수 지불 유형(유급 또는 무급)
과 주도자(작업자 또는 요청자)라는 두 차원을 결합하여, 크라우드 노동
플랫폼의 4가지 이념형적 유형을 생성한다. 유급의 지불 유형 내에서 플
랫폼은 과업에 대한 지불 수준을 명시하고, 과업이 종료되면 작업자는 합
의된 수수료를 받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투기적 또는 무급의 지불 유
형에서, 작업자가 제공하는 기여는 미래 어느 시점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주도자 측면에서는, 요청자가 온라인에 과업을
게시하거나 작업자가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제공하면서 거래를 시작
하게 된다. 이 구별은 통제와 자율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가상 환경 대 실제 환경, 고급 기술 대 저급 기
술과 같은 다른 차원의 요소들도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는 작업과 고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위의 두
차원을 유형론 개발을 위한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는 작업자, 요청자, 플랫폼, 이 세 주요 참여자를 포함한 크라우드
워크 플랫폼의 이상적 유형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우리는 세 참여자와 그들이 그 안에서 운영되는 맥락 사이의 관계를 검토
[그림 2-1]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의 유형
보수 지불 유형
유급 작업

요청자 주도
주
도
자
작업자 주도

자료 : 필자 작성.

투기적 또는 무급 작업

A유형
온라인 과업 크라우드워크

B유형
‘플레이버(Playbor)’
크라우드워크

C유형
물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크라우드워크

D유형
전문지식 기반 프리랜스
크라우드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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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접근은 플랫폼의 세부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주요 특징과
속성을 더 일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점에
서 유형론은 이후의 논쟁과 토론을 위한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하
는 우리의 의도에 적합하다.

1. A유형 : 온라인 과업 크라우드워크
온라인 과업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은 특정 과업(요청자를 만족시키기
위한)을 유급 작업으로 제시하는데, 이때 주도자는 요청자이다. 이 유형
은 수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가장 큰 범주를 대표한다. 과업은 모듈
식으로서 그 범위가 단순 작업에서부터 더 복잡한 프로젝트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며, 테일러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Kittur et al., 2013). Howe
(2008: 49)가 지적했듯이, “노동을 작은 단위나 모듈로 나누는 것은 크라우
드소싱의 특징 중 하나이다.” AMT가 마이크로워크 플랫폼의 전형적 사례
이지만, 업워크(UpWork)와 인클라우드카운셀(InCloudCounsel)처럼 더 일
반적으로 더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온라인 과업 작업의 다른 유형이 존
재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비록 예외는 있지만) 모든 작업자에게 개방
되어 있고, 등록은 매우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진다. 온라인 과업 완료는
대부분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집단 작업의 기회는 매우 적지만, 개인이
팀의 일부가 되어 작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클라우드 공
장). 그러한 작업흐름은 종종 일군의 작업자들이 ‘지식 작업을 위한 조립
라인(Ipeirotis et al., 2014)’을 만들어 하나의 과업을 공동으로 작업하도록
허용한다. 이 범주의 크라우드워크는 ‘컴퓨터 통제(Elliott and Long, 2016)’
의 개념에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데, 관리자－작업자 상호작용은 제거되
고, 미세수준 과업 통제는 늘어나서 더 정확하고 비인격적인 감시가 강화
된다.
플랫폼은 요청자가 작업을 게시하고 할당하는 허브를 제공한다. 요청
을 업로드하는 것에는 분명하게 과업을 특정하고, 품질 평가 기준을 제시
하고, 마감일을 설정하며, 보수 수준을 규정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과업을
게시하는 것은 요청자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겉보기에 단순한 과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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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온라인상에서 알 수 없는 크라우드에게 설명하는 것에는 오해의 여
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는 두 가지 새로
운 성장 분야를 낳았다. 첫 번째는 워크플로우의 생성과 분석에 대한 연
구문헌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결과물의 품질과 비용에 대한 예측을 가능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발전은 프로세스를 중재하는 회사들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 중개회사는 특히 대규모 기업에 디지털 노동력 고용
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보장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종종 요청
자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들은 노동력을 관리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비용과 낮은 근로자 혜택을 통한 이익창출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대기업들에 제공한
다. 이 서비스에는 과업의 복잡성 명시, 작업자 고용과 소통, 결과물 품
질 검수, 결제 승인 등이 포함된다. 그들은 또한 ‘알고리즘 중재 작업 환
경(Iperiotis, 2012)’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작업자의 고용과 관리
에 대해 더 자동화된 접근을 한다. 어떤 플랫폼은 자동화 기계 작업자
(machine automated workers)와 인간을 결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예를
들어, 크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즈(Crowd Computing Systems)). 중개회사
는 자기 회사에 속한 노동력을 동원하고, 가상 인터뷰, 온라인 테스트, 정
확도 순위 매기기 같은 다양한 자격심사 테스트를 거쳐 선별된 크라우드
를 선택할 수 있다. 필터링 프로세스가 드문 일은 아니라서, 이를 통해 한
플랫폼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다른 플랫폼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캐스팅워즈(Casting Words)는 AMT에서 전체 노동력을 소
싱한다). 이러한 중개 과정은 소싱의 복잡한 단계를 잘 드러내주며, 저비
용 작업과 복잡한 가치 사슬을 생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돋보이게 해준
다. 중개회사는 대기업의 정체를 모호하게 만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크라우드 노동 플랫폼의 정규적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잠재적
문제를 모면하게 해주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한다. 많은 대기업은 러시아
인형처럼 다수의 은폐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Urry, 2014), 그들의 고
용 관행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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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유형 : ‘플레이버(Playbor)’ 크라우드워크
‘플레이버(Playbor : play와 labor의 합성어)’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은 투
기적 또는 무급 작업에 기반하며, 요청자가 주도권을 가진다. ‘플레이
버’(Kucklich, 2005)는 쾌락, 창조성 및 자율성을 노동과 연계시키는 자
본의 이데올로기 전략이다(Fuchs, 2014; Lund, 2016). 그것은 노동이
재미와 결합된다면, 노동자는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더 기여하게 되고,
일과 여가 사이의 경계는 교차되어 모호해질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Florida, 2002). 오락과 쾌락에 연계될 수 있는 노동의 측면은 자본과 노
동 착취의 영역에 포함되어, 첨단 기술 회사를 위해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데 이용된다. 이 유형의 크라우드워크는 전통적
인 노동의 대체물로 인식되지 않아서, 이 유형의 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가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특별한 재능을 지닌 사람에게는 추
가적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플랫폼의 초점은 높은 기술을 지닌 개
인들의 참여를 유발하여 창조적인 이익 가능성을 만들거나(Howe, 2008)
경쟁 우위를 강화하는 것이다(Dahlander and Gann, 2010). 이 범주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각자 작은 기여를 함으로써 고품질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이용한다(Kittur et al., 2007). 그러한 관점은 집단 지성
(Surowiecki, 2004)에서 아주 흥미롭게 소개되었는데, 위키피디아는 특히
어떻게 군중의 창조적 능력이 ‘공동 지식(collaborative knowledge)’을 생
성할 수 있는지에 흥미를 느낀 연구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기여자는
개인적 흥미에 호소하는 노동과 무료 노동에 기반한 플랫폼에 참여하게
된다. 왜냐하면 대회 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최고 작업자가 되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 이상적 유형의 대중적 예로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온라인 갤러리에
티셔츠 디자인을 업로드하고 점수를 매기는 쓰레드리스(Threadless.com)
(Howe, 2006)와 상금을 받고자 하는 ‘해결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
학적 문제들을 널리 알리는 이노센티브(InnoCentive.com)(Jeppesen and
Lakhani, 2010)의 초기 사례들이 있다. 경쟁의 형태를 띤 크라우드워크도
대단히 눈에 띄는 분야인데, 이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점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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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를 끌고 있다(LaToza and van der Hoek, 2016; Stol and Fitzgerald,
2014). 그러한 경쟁은 50만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가장 큰 소프트웨어 개
발 과업의 수요․공급 플랫폼 중 하나인 탑코더(TopCoder)에 의해 시작
되었다. 매월 플랫폼 사용료를 지불하는 요청자는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다. 각 경쟁자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프로젝
트는 분할된다. 우승자와 준우승자가 선정되어 품질 평가 점수(Stol and
Fitzgerald, 2014)로 매겨지는 기여도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Tsai et al.,
2014).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제공하고 기여한 것에 대한 보
상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크라우드에 의해 해결된 문제와 고안된 제
품은 회사의 재산이 되어 크라우드 노동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만들기’
때문이다(Brabham, 2008: 76).
경쟁에 관해 말하자면, 참가자는 종종 재능 있는 개발자로 인정되어 보
수보다는 명성을 얻기 위해 기꺼이 경쟁을 한다(Tsai et al., 2014). 이것
은 ‘노동 훈련(training-for-labour, Standing, 2014)’의 부상과 결부된다.
작업자는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 개발에 몰입하여 기술을 향상시키
라는 지속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되어, 자신의 고용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요청자 관점에서 보면, 크라우드 기반 경쟁과 자
발적 노동 기여에 대한 호소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잉여가
치의 발생을 의미한다(Fuchs, 2014).

3. C유형 : 물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크라우드워크
물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크라우드워크는 유급 작업(요청자를 만족시키
는)을 제안하되, 주도자는 작업자인 유형이다. 이 범주는 아파트 임대, 자
동차 같이 타기, 집안일하기 같은 ‘실생활 교환(real-world exchanges)’에
기반한 크라우드워크 공유 경제 개념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Slee,
2015). 그 활동은 오프라인으로 수행되며 보통 크라우드소싱으로 분류되
지 않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 작업으로서의 글로벌 확장성과 동일
한 유통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Kittur et al., 2013). 해당 작업은
본질적으로 시공간 의존적이기 때문에 작업자는 현지에서 작업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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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지리적 제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은 에어비앤비나 태스
크래빗 같은 주요 기업의 괄목할 만한 확장에서 보듯이 확장성을 용이하
게 하고 유급 노동의 제공과 공급의 조정 허브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거래는 대부분 작업자와 요청자 사이의 대면 접촉에 근거하여 개별적
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P2P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이 플랫폼은 상
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신뢰와 보안 문
제가 다른 크라우드워크 유형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 유형의 크라우
드워크는 ‘알고리즘을 통한 규제’의 최첨단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
형태의 소비자 보호는 신뢰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온라인 평가 및 소프트
웨어 알고리즘에 의해 대체된다.

4. D유형 : 전문지식 기반 프리랜스 크라우드워크
전문지식 기반 프리랜스 크라우드워크를 위한 플랫폼은 어떠한 선금
지불도 하지 않으며, 주도자는 작업자이다. 이러한 크라우드워크 유형의
핵심은 작업자로 하여금 플랫폼에 자신의 기술, 서비스 또는 제품을 기
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유형의 크라우드워크는 애플과 구글 플랫
폼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Bergvall-Kåreborn and Howcroft, 2013)이나
아이스톡포토(iStockphoto)를 위한 사진(Brabham, 2008)처럼 높은 수준
의 전문 지식과 능력을 요구하는 전문가 중심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념형적인 네 유형 중에서, 전문지식 기반 프리랜스 크라우드워크는
독립적 계약자와 구분되는 전통적인 자영자의 노동형태와 더 유사하다.
차이점은 플랫폼이 중앙집중식 유통 자원으로 작동하고, 소비자에 대한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 서비스 및 제품의 범지구적 거래를 촉진한
다는 것이다. 이 사업 모델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자원/기술을 보유하
지 못한 많은 소기업 또는 신생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왜 수
많은 단독 개발자들과 신생 기업이 애플과 구글 플랫폼에 앱을 제공하는
지를 잘 설명해 준다. 플랫폼 소유자는 노동에 대한 선금을 지불하지 않
는다. 대신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판매되면 보수를 받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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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있다. 출시 시점에 성공이나 호응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
수는 불확실하며 투기적이다.
생산 과정에서 직접 비용 없이 다양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
에 이 범주의 크라우드워크에는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 이 유형은 ‘위험
전이(risk shift)’(Kautonen et al., 2010)의 전형적 예로서, 플랫폼은 변동
하는 소비자 수요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3자인 기여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다. 작업자가 가이드라인 내에서 가격 수준을 결정하면, 플랫폼은 거래가
발생할 때 그 거래의 일정 비율을 가져간다. 그 크기는 사소하지 않다.
2012년 11월 ‘전형적인 하루’를 예로 들자면, 애플 앱스토어의 수입은
1,500만 달러(Distimo, 2012)를 넘어섰고, 전체 판매에서 애플의 가치는
30%에 이른다. 온라인 단순 작업 또는 앱 기반 운송 같은 크라우드워크
와 비교할 때, 플랫폼의 수익은 종종 창조적 산업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만드는 다양한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를 보여주는 데서 발생한다. 노동의
산물을 플랫폼에 제출하는 전문가인 작업자는 노동을 하는 동안 어떤 형
태의 직접적인 관리 통제도 받지 않는데, 이는 작업이 플랫폼 바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연히 드러나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힘의 역학 관계가 일방향으로 이루어져, 플랫폼은 산업의 관문(industry
bottleneck) 역할을 하고(Thompson et al., 2016), 개발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절치부심하게 된다. 제3자 콘텐츠 제공자는 익명의
환경 속에서 협상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경력과 생계가 플랫폼과 긴
밀히 연관된 작업자에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제4절 크라우드워크가 노동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 장에서 우리는 크라우드워크와 유형론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된 이상
적 유형의 공통 특성의 조합에 근거해 그것이 노동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다. 네 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통제와 조정, 고용
지위, 규제, 집단행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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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제와 조정
크라우드워크에서는 자원의 조정자인 관리자가 재구성되기 때문에, 노
동과 자본 사이의 전통적 관계에 상당히 독특한 난제가 생겨난다. 직접적
인 관리 감독의 부재 속에서 관계는 온라인 평가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을 통해 모니터링되고, 관리자는 평판 시스템으로 대체된다. 직접적인 감
독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약화된 것처럼 보이고, 징계․제재는 디지털 평
판 시스템으로 대체된다. 요청자의 부정적인 평가가 징계 수단으로 작용
하면서, 계속되는 평가와 순위 매기기 프로세스는 활동 또는 과업과 별
관계가 없는 작업성과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하게 된다. 익명의 중앙집중
화된, 이해하기 힘든 형태의 관리로의 전환은 가치 있다고 주장되는 P2P
관계에 대한 미사여구와 명백히 상충한다.

2. 고용지위 분류
플랫폼에 의해 ‘독립적 계약자’로 분류되는 크라우드 노동자는 ‘회사’,
‘고용’, ‘자영업’의 본질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은 미용, 건설, 해체
산업 같은 다른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Cruz et al., 2016). 독립적인
계약자로서의 크라우드 노동자는 ‘기업가 사회’ 이론을 제시한 Pongratz
(2008)가 개발한 연구에 반영되어 있다. 매우 유연한 형태의 자본주의와
시장 재설정(market reorientation)에 직면한 작업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상품 판매자(Pongratz, 2008: 3)’가 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마
케팅하는 데 자신의 개인 노동력을 쏟아부으며 경제적 생존을 모색한다.
그 결과, 기업가적 활동은 부득이하게 흔한 현상이 되어, 모든 사람은 잠
재적으로 노동 생활을 하는 동안 어느 한 시점에서는 선별적이든 영구적
이든, 자기주도적이든 타인의 지시를 받든, 부분적이든 포괄적이든, 성공하
든 실패하든, 기업가로서 활동해야 한다는 당위적 전망에 직면한다. 이렇게
위험과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것에 대해 몇몇 크라우드 옹호자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Botsman(2016)은 ‘자영자(micro-entrepreneurs)’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이 운송, 숙박 시설, 기술과 시간 같은 자산의 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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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가치를 디지털 시장을 통해 활성화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전통적인
자영업에서 노동 환경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크라우드워크는 불
안전성, 불안정성, 저임금과 예측불가성의 측면에서 볼 때, 자영업의 특징
에 잘 부합한다. 동시에, 크라우드워크는 작업 유형이 고도로 형식화되어
자율성과 독립성 수준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영업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
을 보여준다. 전통적 피용자에게 가해지는 통제 수준과의 비교가 간과된
것은 아니다. 미국 내에서도 피용자의 오분류로 인한 다양한 소송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확실한 법적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Cherry,
2016).

3. 규 제
크라우드워크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크라우드 시장이 전통적 범주
를 벗어나서 매우 어려운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법제가 이를 따
라잡지 못하고 있다(Katz, 2015). 이는 규제 철폐 운동으로 묘사되는데,
주요 금융기관과 벤처 캐피탈 펀드는 노동과 고용을 자기 이익에 맞춰 재
구성하기 위해, 냉혹하고 규제가 없는 자유 시장을 기존에 보호받고 있는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기존 규제에 도전하고 있다(Slee, 2015). 이러한 환
경이 법의 그늘 아래서 성장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유형의 노동
에 맞는 틀을 만들고 사회적 보호, 건강과 안전, 보험, 세금, 소비자 보호,
시민평등권 같은 이슈들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정치 구조가 요
구된다. 규제의 부재는 첨단 기술 회사들이 사유 재산의 이익을 위해 더
광범위한 규제 철폐를 주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첨단 기술 회사들의 금
전적 이익에 기여한다. 크라우드워크의 확장은 단지 가격 우위를 가져오
는 기술적 연결성이나 효율성의 이야기로만 설명될 수 없다. 규제 회피는
주거 임대 또는 허드렛일에 관련된 건강과 안전 규정, 그리고 택시 차량
검사 같은 소비자 보호 비용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비용
부담의 회피를 초래한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될 때, 이러한 규제 회피 환경
은 기술 기업에 상당한 비용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동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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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행동
대부분의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의 작업 방식은 개별적인 거래이다. 크
라우드 노동자에게는 다른 노동자들이 하는 식으로 조직을 만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노동조합, 직업윤리 강령, 기준을 세워 임금 또는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공평성을 토론할 공식적 단체도 없다(Brabham, 2012).
일부 연구에 따르면, 크라우드는 노동자들이 크라우드워크의 불안정성과
개별적 고립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로
간주될 수 있다(Gray et al., 2016). 그러나 의심할 바 없이, 유익한 협력과
상호지원 노력은 자체 조직된 것이고, 결정적으로 유급 노동의 경계 밖에
서 발생하며, 과업 완료와 도급일을 기반으로 하여 작동한다. 이것은 전
통적인 직장 내에서 일어나고, 일반적으로 유급 노동의 한도 내에서 이루
어지기 때문에, 근무일의 일부를 포함하게 되는 정보 공유 및 지원 협력
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노동의 본질이 디지털화, 글로벌화될 때, 집단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것
은 특별히 어려워진다. 노동조합 운동이 가상적 형태의 의사소통 및 대표
성에 ‘상충’되지 않는다면, 더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대화를 하기 위해 이
활동들을 결합하고 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Fitzgerald et al., 2012). 집단 행동이 근접성과 조직적 인프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조직 구성이 용이해질 것이다. 크라우드워크와 관
련해, 집단 행동을 막는 주요 장벽 중 하나는 노동의 대체가능성이다. 보
통 대체가능한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희소성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
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노동 조건이 ‘현물 경매 시장(Reich, 2015)’과 유
사하고, 과업 완료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무
익한 일로 보이기 때문에, 해고를 각오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이동 권력(mobility power)에 관한 Smith(2006) 참조). 하지만 만약
노동자가 더 공정한 사회적․경제적 결과를 성취하고 싶다면(Spencer,
2016) 저항과 집단 행동이 필요하다. 그러한 예가, AMT에서 이루어지는
요청자의 고용 관행을 보고하고 평가하기 위해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 터크옵티콘(Turkopticon)이다(Irani and Silberman, 2013).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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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늘어나는 노동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기록하도록 이끌었고, 크라우
드소싱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에 관심을 끌어 모으는 데 성공했다.

제5절 소 결

본 논문의 목적은 앞으로의 이 분야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크라우
드워크의 유형론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자료 검
토와 현장 경험에 기반하여, 유형론은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의 다양성을
다루었다. 그 이유는 차이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서로 다른
여러 분야를 통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은 특정한 하나의 플
랫폼에 초점을 맞추거나, 혹은 소위 공유경제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행태
를 무시하거나, 또는 디지털 미세작업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크라우드
워크를 블랙박스 속에 가두고 이해를 어렵게 해 왔다. 물론 유형론도 여
러 가지 한계를 갖는다. 경험적 현실보다는 이념형적 유형에 근거해 구성
된 유형론은 모호한 경계와 부정확한 구분으로 단순화된 것(Collier et al.,
2012)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분석틀이 크
라우드워크를 합당하게 묘사했기를 기대한다. 유형론을 통해 판별된 각
유형의 현실적합성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증연구를 통해 어느 정
도 적합한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이후 이 분야에 대한 더 큰 이해를 증
진하기 위해 다른 연구자들의 도전과 개선 및 비판이 있기를 희망한다.
노동 및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크라우드소싱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약간 넘은 시점에서, 크라우드워크의 성장에 따라 많은 논평자
들이 노동의 근본적 변화에 관해 신속하게 지적해 왔다(Sundararajan, 2016).
그것은 규제 철폐, 불안한 고용, 노동력의 불안정화, 노동의 임시화와 관
련한 우려로 드러났고, 노동 공간의 변화 상황을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연구는 주 수입원인 동시에 보조 수입원으로서의 크라우드
워크의 이용을 지적하고, 긴축정책의 시기에 노동 지형의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안적 형태의 보수를 찾도록 조장하고 있음을 시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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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수적으로, 자본주의가 잉여가치를 추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탐
구함에 따라, 크라우드워크의 일부 주요 속성은 디지털 플랫폼을 넘어 더
멀리 나아간다. 아웃소싱에서 목격했듯이(Taylor, 2015 참조), 회사들이
비용 편익과 이익 극대화의 가능성을 인지함에 따라, 이 모델은 더 전통
적인 형태의 노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숙련 노동(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크라우드소싱에 따라 과업이 디지털적으로 분할되
고, 작업자는 작업 단위별 지불 구조 속에서 경쟁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
서 볼 때, 크라우드워크는 비표준 형태의 고용(Eurofound, 2015)을 확산
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는 신자유주의라는 더 넓은 맥락 안에서 잘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Harvey, 2015).
크라우드워크에서 플랫폼이 하는 중대한 역할을 감안할 때, 우리가 디
지털 기술의 미묘한 역할까지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술 변화
의 속도에 직면하여, 기술 혁신을 사회적으로 중립적인 과정으로 해석하
며 뒤로 물러날 수도 있다(Williams and Edge, 1996). Winner(1986)가 우
리에게 상기시키듯, 기술은 특정 형태의 권력과 권위를 구현하고 인간 활
동을 지배하는 특정 방식을 지시할 수 있다. 권력이 노동이 아니라 자본
과 함께하는 환경하에서, 그리고 기술 시스템이 자본주의하 고용주의 이
익에 봉사하도록 개발되는 상황하에서 디지털 기술은 고안되고 실행되고
있다(Spencer, 2016). 따라서, 디지털 기술은 노동 관행 및 절차의 형식과
방향과 경험, 그리고 평가를 결정한다. 물론, 디지털 기술은 유연성이 있
어서,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뿐 아니라 공익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낳을
수도 있다. 크라우드워크의 경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증명되었듯이, 플
랫폼 소유자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규제를 회피함으로써 비용을 외부
화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대부분의 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대부분 플랫폼은 가치 활용, 이익 극대화, 노동조건 악화에 기반한 특별
한 작업 방식을 조장한다. 그러나 유사한 기제가 상이한 결과를 낳을 수
도 있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일이 다
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Ekbia and Nordi, 2014). 예를 들어, 우버 같은 앱
기반 운송 서비스가 반드시 노동 착취 환경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권
력과 통제의 특정 패턴을 설정하는 것은 플랫폼 소유자가 그것을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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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현하고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크라우드워크를 생산의 정치학이라는
측면에서 더 넓게 이해할 때, 우리는 자본주의의 이익을 초월하는 대안적
틀의 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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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의 플랫폼 노동 : 앱음식배달과 대리운전을 중심으로

제1절 들어가는 글

본 연구에서는 앱을 통한 음식배달과 대리운전이라는 두 서비스에 대
한 사례 연구를 통해 플랫폼 노동의 근로실태와 근로조건을 분석하고 플
랫폼 노동의 확산이 고용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1장에서 살펴본 플랫폼 노동의 유형 가운데 앱노동
에 해당되는 유형의 플랫폼 노동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인 것이 대리운전
서비스 및 퀵서비스이고, 최근 들어서는 음식배달 서비스 분야에서 앱노
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리기사와 앱음식배달 종사자
를 사례로 하여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갖는 의미와 근로실태를 살펴볼 것
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비스 노동을 중개하는 방식은 P2P(Peer to Peer),
혹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라고 불린다. 이 두 서비스를 사례
로 선택한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다른 유형의 플랫폼 노동이 본격적
으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유형의 플랫폼 노동, 즉 De Stefano
(2016) 및 Aloisi(2016)의 분류에 의한 크라우드워크, 즉 범지구적 차원으
로 온라인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노동을 조직하는 유형은 찾아보기 어렵
다. 무엇보다도 언어장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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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앱음식배달 종사자 및 대리기사의 경우 공식 통
계조사를 통해서는 정확한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장 조
사 및 설문지를 이용한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실태조사 설문지는 ILO에서 크라우드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개
발한 설문지이다. 본 보고서의 제4장은 ILO의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연
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 가운데는 플랫폼 노동과 같이 임금근로자와 독립적인 자
영자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취업자를 프리랜서 개념으로 범주
화한 연구(예 : 이승렬 외, 2013)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형
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는 개념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관련 취
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에 대한 논의도 특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므로 특고라는 용어로 이 범주를 포착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맥락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독립적인 자영자
와 달리 경제적으로 종속된 지위에 있는 자영자로 특고를 폭넓게 정의할
경우 플랫폼 노동은 특고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특별한 분석적 접근을
통해 얻은 결론이 아니라 한국에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는 양상이 기존
의 특고가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등장하거나, 기존의 임금노동자가 특
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3)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대리기사가 전자의 경우라면, 앱음식배달 종사자는
후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한국의 맥락에서는 이들을 디지털 특고라고 개
념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특고라는 개념이 한국에서만 고유하게 사
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넘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
로 확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앱노동 유형에 속하는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한국에서는 특고의 노동
조직 방식에서의 변화, 혹은 특고의 확대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제2절
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정규 고용의 분류방식과 그에 따
3)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접근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특고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등치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가능
성을 오히려 제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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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각 고용형태 사이의 관계 및 그 가운데서 특고가 차지하는 위치를 먼
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특고 및 본 연구의 분석대상과 관련된 몇 가
지 논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제3절과 제4절에서는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앱음식배달 서비스 종사자와 대리기사의 근로실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
로 제5절에서는 본 장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제2절 특고와 플랫폼 노동

1. 비정규 고용형태와 특고
한국의 고용형태에 관한 분류에서 특고는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
어지는 비정규 고용의 한 형태이다. 매년 조사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그림 3-1] 한시근로, 비전형근로, 시간제근로 사이의 관계와 고용규모

주 : 한시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 전체의 숫자는 다른 유형과의 중복을 포함한
숫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1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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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비전형근로 내 여러 고용형태 사이의 관계 및 고용규모

주 : 각 유형의 전체 숫자는 다른 유형과의 중복을 포함한 숫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15년 8월.

부가조사(이하, 경활부가조사)를 통해 다양한 비정규 고용형태별 근로자
들의 구성과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전체 비정규근로자는 2015년 8월 기
준으로 627만 1,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2.5%이며 이들은 한시근
로자, 비전형근로자, 시간제근로자로 구성된다(그림 3-1 참조). 이 세 범
주는 서로 중복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특고는 비전
형근로 가운데 한 유형에 속한다. 한시근로의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와
반복갱신 근로자, 단기기대 근로자로 다시 구분된다.
특고가 속하는 비전형근로자는 다시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고, 가사근
로, 호출근로로 구성된다. 각각의 유형이 완전히 배타적이지는 않기 때문
에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있다. 각 고용형태 사이의
관계와 규모는 [그림 3-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2015년 8월 현재 220만
6,000명에 이르는 비전형근로자 가운데 특고는 49만 4,000명으로 비전형근
로자의 22.4%를 차지한다. 특고의 일부는 호출근로(1만 3,000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가사근로의 일부(1,000명)도 특고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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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고의 규모와 플랫폼 노동
가. 특고의 규모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고용형태임에
도 불구하고 공식통계에서 특고의 규모와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경활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특고의 규
모는 2005년 63만 8,000명(임금근로자의 4.2%)에서 2015년 49만 4,000명
(임금근로자의 2.6%)까지 감소하였다(표 3-1 참조).
이렇게 특고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우선 경활부가조사에서는 특고에 해당되는지를 임금근로
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임금근로자로 분류한 응답자 이
외에 자영업자로 응답한 경우에도 특고에 해당되는 집단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계청 경활부가조사에서 특고를
판별하는 문항이 “지난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표 3-1> 고용형태별 고용비율 추이(2005∼2015년)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정규상용 42.8 43.3 43.6 46.6 47.5 48.5 49.4 51.4 53.3 53.5 54.4
정규직 정규임시 18.7 19.1 18.5 17.4 15.6 16.4 14.8 14.2 13.1 13.2 12.4
정규일용
1.8 2.1 2.0 2.2 2.0 1.8 1.6 1.1 1.0 1.0 0.8
전체
36.6 35.5 35.9 33.8 34.9 33.3 34.2 33.3 32.6 32.4 32.5
기간제
18.2 17.7 15.9 14.7 17.1 14.6 15.2 15.3 15.1 14.6 14.8
반복갱신
2.0 3.0 3.5 2.3 1.0 1.8 1.9 1.6 1.4 1.9 1.6
단기기대
3.9 2.9 2.9 3.4 3.2 2.8 2.5 2.3 2.3 2.2 2.5
시간제
7.0 7.4 7.6 7.6 8.7 9.5 9.7 10.3 10.3 10.8 11.6
비정규직
파견
0.8 0.9 1.1 0.9 1.0 1.2 1.1 1.2 1.1 1.0 1.1
용역
2.9 3.2 3.7 4.0 3.8 3.6 3.8 3.8 3.5 3.2 3.4
특고
4.2 4.0 4.0 3.7 3.9 3.5 3.5 3.1 3.0 2.8 2.6
가사
0.9 1.1 0.8 0.4 0.6 0.4 0.4 0.4 0.4 0.3 0.3
호출
4.8 4.3 5.3 5.1 5.4 5.1 5.5 4.9 4.5 4.3 4.5
주 :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체의 세로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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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자영업 비율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수 추이(2005∼2015년)

자영자 수

자영업 고용비율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각 연도(www.kosis.kr).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예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기
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고로 분류되어 온 일부
직종을 제외한 다른 직종의 특고들이 과소 추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자영업 비율과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자의 숫자도 지난 10년
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자영부문 종사자의 총수는 2005년 617만 2,000
명(전체 취업자의 33.6%)에서 2015년 556만 3,000명(전체 취업자의 25.9%)
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특고를 포함할 것으로 보이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
자 수는 450만 8,000명에서 398만 2,000명으로 감소하였다(그림 3-3 참조).
이러한 변화는 이 시기 동안 진행된 자영부문의 구조조정을 반영한 것이
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영세자영자
가 집중되어 있던 부문에서만 2008년에서 2015년 사이에 자영부문 종사자가
46만 3,000명이 줄어들고, 임금근로자가 78만 명이 늘어난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간접고용 및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자는 확대되었다(황덕순, 2016).
다른 한편 조사에 따라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더라도 특고의 숫자는
다르게 조사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근로환경조사의 경우 약 5만 명의 취업자(3차와 4차 조사 기준)를 대상으
로 직업을 세세분류(표준직업분류 네 자리)까지 조사하고 있는 대규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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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경활부가조사와 동일한 설문으로 2014년에 이루어진 4차 조사에
따르면 특고 판별 문항에서 특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응답한 근로자는
126만 7,000명으로 경활부가조사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조
사에서 특고가 다수분포하고 있는 직종별 취업자 수와 특고의 숫자는 <표
3-2>와 같다.
<표 3-2> 특고 다수분포 직종의 취업자 수 및 분포(제4차 근로환경조사 결과,
2014년 기준)
(단위 : 천 명, %)
직업
보험설계사 및 간접
투자증권판매인
상점 판매원
자동차 영업원
방문 판매원
학습지 및 방문 교사
택시 운전원
간병인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택배원
제품 및 광고 영업원
총무 사무원
문리 및 어학 강사
통신서비스 판매원
경리 사무원
기타 배달원
미용사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가사 도우미
건설 및 광업 관련
웨이터
텔레마케터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음식 배달원
기획 및 마케팅 사
무원

고용 자영
6.2

53.2

빈도
임금근로자 무급 및
특고 기타
402.4 328.3

320.2 1,482.6 1,065.3
9.1 20.0 98.1
0.0 31.1 69.1
0.8 23.2 71.2
1.1 161.1 91.4
0.5
2.6 190.8

61.0
56.2
53.4
48.7
34.1
27.7

0.8

계
462.6

직종별 전체취업자 대비 비중
임금근로자 무급 및
고용 자영
특고 기타
1.3 11.5 87.0

71.0

0.2

222.0 3,090.2 10.4 48.0 34.5
0.0 127.2 7.1 15.7 77.1
0.8 101.0 0.0 30.8 68.4
0.4 95.7 0.9 24.3 74.4
0.0 253.6 0.4 63.5 36.0
0.0 193.9 0.3 1.3 98.4

2.0
44.2
52.8
50.9
13.4
14.3

7.2
0.0
0.8
0.4
0.0
0.0

0.7 10.8 88.0

34.3

0.5

0.5

8.5

69.2

27.0

0.4

4.6
14.5
71.0
29.9
49.2
4.8
4.8
66.3

25.1
17.9
8.6
65.4
45.9
0.7
14.2
376.4

79.2
135.5
900.2
220.4
178.6
584.7
40.5
116.1

24.8
24.0
23.6
21.4
20.3
19.0
18.4
17.0

1.7
1.3
8.1
3.7
4.8
25.2
0.7
1.9

110.7 4.2 22.7 71.6
169.2 8.6 10.6 80.1
988.0 7.2 0.9 91.1
319.4 9.4 20.5 69.0
278.5 17.7 16.5 64.1
615.3 0.8 0.1 95.0
60.3 8.0 23.6 67.1
560.8 11.8 67.1 20.7

22.4
14.2
2.4
6.7
7.3
3.1
30.5
3.0

1.5
0.8
0.8
1.2
1.7
4.1
1.2
0.3

66.3

242.1

65.8

15.6

16.8

391.0 16.9 61.9 16.8

4.0

4.3

20.5

166.0

153.1

14.4

0.7

340.3

6.0 48.8 45.0

4.2

0.2

0.0
1.7
75.5
0.5
172.9
7.5

1.3
3.0
53.9
0.3
262.0
9.8

58.3
246.8
463.1
41.6
390.1
58.5

13.2
12.7
11.6
11.6
10.3
9.7

0.0
1.3
24.1
0.0
37.5
1.2

59.6 0.0 2.2 97.8
252.8 0.7 1.2 97.6
616.6 12.2 8.7 75.1
42.5 1.2 0.7 98.1
862.5 20.0 30.4 45.2
77.0 9.7 12.7 76.0

22.1
5.0
1.9
27.2
1.2
12.6

0.0
0.5
3.9
0.0
4.3
1.6

13.5

16.5

344.5

9.3

2.5

2.5

0.7

자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4차 근로환경조사｣.

78.6

377.0

3.6

4.4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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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을 기준으로 설계한 표본조사가 아니라 특고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직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숫자들도 연구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난다. 고용노동부의 의뢰로 실시된 박호환 외(2011)의 경우 37개
직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특고의 규모를 113만 7,000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 연구는 표본조사가 아니라 직종별로 다양한 선행 연구 조사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특고의 규모를 추계하였다.
특고의 규모를 가장 크게 추정한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시
행된 조돈문 외(2015)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근로환경조사와 박호환 외
(2011)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우선, 지역고용조사에
서 직업을 세 자리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근로환경조사의 직업소분류별
특고 비율을 지역별 고용조사(2014년 하반기 기준)의 임금근로자에 적용
하여 임금근로자 가운데 특고의 숫자를 구하였다. 박호환 외(2011)에서 조
사된 직종별 특고 비율(직업 세세분류 기준)을 지역별 고용조사의 직업소
분류에 적용하여 자영자 중 특고의 숫자를 구한 뒤 앞의 임금근로자 가운
데 특고와 합산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한 전체 특고의 숫자는 229만
7,000명에 이른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영세자영업 구조조정에 따라 전통적인 자영자가 줄
어들면서 특고의 성격을 갖는 자영자가 다른 부분에서 늘어났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이는 아직 기존 통계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나. 디지털 특고로서의 플랫폼 노동 관련 논점들
플랫폼 노동이 특고의 조직방식의 변화, 혹은 임금근로자의 특고로의
전환 과정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새로운 유형의 특고로 보고,
이에 관한 보호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진행된 바 있다
(김기선 외, 2015; 박찬임 외, 2016). 김기선 외(2015)의 경우 플랫폼 노동
에 해당되는 퀵서비스 기사와 앱음식배달 종사자들을 직종별 사례조사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고, 박찬임 외(2016)의 경우 앱음식배달 종사자들의
근로실태를 분석하고,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미 정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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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동을 특고로 범주화하고, 이에 관한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플랫폼 노동에 대해 엄격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보
다, 기존의 특고가 새롭게 모습을 바꾼 것으로 손쉽게 받아들여지면서 이
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기존에 특고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직면했던 한
계들을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특고는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 정
립된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되는
직종을 정의하는 매우 특수한 개념이다.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
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형식
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
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
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 …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
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현재 산
재보험의 적용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캐디(이상, 2008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이
상, 2012년 5월 산재보험 적용),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
전기사(이상, 2016년 7월 산재보험 적용)이다.
위 규정에서 특고는 전속성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으며, 논리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만을 의미하게 된다. 산재보험 이외에 다른 어
떤 노동법도 특고를 정의하거나 보호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플랫폼 노동을 특고로 정의하는 순간,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한 이들은 모든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된다. 이러한 접
근이 초래한 문제점과 사회적 보호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는 제5절 맺음말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 보호와 관련된 쟁점 이전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
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체 특고의 정확한 규모 등 전통적인 특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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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근로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조차 없는 것이 현
실이다. 이는 플랫폼 노동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전무하다
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통적인 특고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과 같이
새롭게 확산되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정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
상인 앱음식배달 종사자는 음식배달원에 속하며 음식배달원은 직업세
분류(9223)에서만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음식배달원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는 근로환경조사가 있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음식배달원은
2014년에 15만 명(143명)이고, 이 가운데 음식업인 561산업 종사자는 14
만 1,000명(133명)이다. 그러나, 이 조사를 통해서도 음식배달원 가운데
하나의 유형에 불과한 앱음식배달 종사자는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이 없다. 기존의 조사로는 음식점에 직접고용된 근로자와 배달업무를 직
접 수행하는 자영업자, 앱을 이용하는 배달노동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나아가 공식통계조사 가운데 가장 자세한 분류를 제공하는 지역
고용조사는 산업과 직업 정보를 소분류인 세 자리까지만 제공하기 때문
에 두 정보를 교차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음식배달원을 판별할 수 있다.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922직업과 561산업을 교차해서 음식업에 종사하는
배달원을 판별하면 6만 4,000명으로서 근로환경조사와 괴리가 크다.
대리기사의 경우 기존 통계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더 어렵다.
대리기사는 직업세세분류(87394)에서만 구분 가능하며, 직업세분류인 네
자리 직업 8739에는 자가용운전원, 렌터카운전원, 승합차운전원, 대리운
전원, 대리주차원이 모두 포함된다. 직업소분류인 차량운전원(873)은 택
시, 버스, 화물차 운전원 모두를 포함한다. 대리운전이 포함되는 소분류산
업 기준 기타 개인서비스업(969산업)에 종사하는 차량운전원으로 범위를
좁혀볼 수 있으나,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대리기사로 보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통계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이들 두 직종의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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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앱음식배달 종사자의 근로실태

1. 앱을 통한 음식 주문과 배달 서비스의 유형
앱을 통한 음식 주문과 배달은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과거에는 음식점주나 음식점에 직접고용
된 배달노동자를 통해 배달이 이루어졌다. 앱음식배달 서비스가 확대되
면서 점주나 직접고용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던 전통적인 배달노동 가
운데 일부가 앱노동으로 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배달되지 않
던 음식점의 음식을 배달하는 새로운 서비스도 등장하였다.
앱음식배달 서비스의 첫 번째 유형은 음식배달 주문은 고객이 음식점
에 전화로 주문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후의 배달과
정만 앱을 통해 중개되는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는데 제트콜이 여기에 해
당된다. 두 번째 유형은 주문대행이 앱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주문대행업
과 배달대행업이 모두 앱을 통해 중개되는 유형이다. 배달의 민족, 요기
요, 배달통 등이 주문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체이다.
세 번째 유형은 주문과 배달대행이 하나로 통합되는 유형이다. 과거에 배
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음식을 새롭게 배달음식 시장으로 끌어들인 배
민라이더스나 푸드플라이가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배달 서비스가 음식점주나 음식점에
고용된 배달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업체에 따라서는 직접배달
과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을 모두 혼용하기도 한다. 앱음식배달 종사
자들은 하나의 배달대행업체에 전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와
같은 여러 유형에서 고객, 음식점, 음식주문․배달대행업체 및 프로그램
업체, 앱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 [그림 3-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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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 유형
가. 전통적인 음식배달 서비스

나. 음식 주문 이후의 배달 과정만 앱을 통해 중개되는 유형

앱배달 종사자들

다. 음식 주문과 배달이 각각의 대행업체를 통해 중개되는 유형

앱배달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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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의 계속
라. 주문과 배달이 하나의 대행업체로 통합되는 유형

앱배달 종사자들

자료 : 필자 작성.

[그림 3-4-가]는 점주나 직접고용 노동자에 의해 배달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그림 3-4-나]는 전화 주문 이후부터 배달 과정만 앱
을 통해 중개되는 방식이다. [그림 3-4-다]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
통 등 주문대행업체가 참여하는 유형으로 여전히 제트콜 등 전통적인 배
달대행업체들을 통해 배달대행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림 3-4-라]는 배민
라이더스, 푸드플라이 등 주문과 배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업
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주목되는 것은 배민라이더스의 경우 배
달종사자를 직접고용하고 있으며, 푸드플라이도 직접고용에 가까운 방식
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주문은 앱 화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앱에서 전화로 연
결해서 주문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앱을 이용해서 카드나 휴대폰
을 통해 사전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의 그림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된
흐름은 생략된다. 플랫폼 노동에서 서비스의 질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방
식이 온라인으로 소비자가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배달대행 서비스
의 경우 [그림 3-4-라]의 방식을 제외하면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수요자는 음식점인 반면, 평가는 배
달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음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제3장 한국의 플랫폼 노동: 앱음식배달과 대리운전을 중심으로

51

2. 앱음식배달 종사자의 근로실태
실태조사는 241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2016
년 7월 1일∼8월 15일에 수행되었다. 모집단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눈
덩이 표집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된 앱음식배달 종사자의 지
역별 분포(업체 소재지 기준)는 <표 3-3>과 같다.
<표 3-3> 피조사자의 지역별 분포(업체 소재지 기준)

(단위 : 명, %)
빈도

비중

강원도

21

8.7

경기도

9

3.7

경상남도

36

14.9

광주광역시

21

8.7

대구광역시

46

19.1

대전광역시

23

9.5

서울특별시

85

35.3

241

100.0

전체
자료 : 앱음식배달 종사자 실태조사(2016).

가. 인적 속성과 취업 경험
남성이 98.3%(237명)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여자는 매우 소수이다. 연
령별로는 20세 미만과 30세 미만을 합해서 48.1%(116명)로 청년층이 약
절반을 차지한다. 뒤에서 살펴볼 대리기사에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이
분포하는 것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63.9%(154명)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고졸 미만까
지 합하면 전체의 79.3%에 이른다.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 수준
이 조금씩 높아진다. 일을 시작한 경로는 친구 또는 선생님의 소개가
38.2%(92명)로 가장 많고 일반 취업․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한 취업이
그 다음(20.8%, 50명)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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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성별 분포

[그림 3-6] 연령별 분포

자료 : 앱음식배달 종사자 실태조사(2016).
[그림 3-7] 학력별 분포

[그림 3-8] 일을 시작한 경로

자료 : 앱음식배달 종사자 실태조사(2016).
<표 3-4> 배달 일자리 경험
(단위 : 명, %)

배달 일자리 시작한 시기

현재 일자리 시작한 시기

1999년 이전

10(4.2)

-

2000∼2004년

21(8.7)

-

2005∼2009년

29(12.0)

2(0.8)

2010∼2014년

101(41.9)

39(16.2)

2015년 이후

80(33.2)

200(83.0)

241(100.0)

241(100.0)

전체

자료 : 앱음식배달 종사자 실태조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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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일자리 경험을 보면 배달 일자리를 시작한 시기와 현재 일자리를
시작한 시기의 분포에 차이가 크다. 배달 일자리를 시작한 시기는 2010∼
2014년이 41.9%(101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이전에 시작한
경우도 24.9%(60명)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일자리를 시작한 시기는 2015
년 이후가 83.0%(200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이들의 이직이 활
발한 점도 있지만, 앱음식배달을 통한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된 것이 최근
의 현상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사업체 및 일하는 지역 특성
앱음식배달 종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의 규모를 보면 30인 미만이
207명(85.9%)으로 대부분의 음식배달 대행업체가 소규모 영세사업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음식주문앱 플랫폼이 소수의 대형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배달지역의 특성을 보면 주거밀집지역에서 활동하
는 경우가 69.3%(167명)로 다수를 차지하며 업무시설 밀집지역에서 활동
하는 경우는 5.0%(12명)에 불과하다. 이는 음식배달이 대부분 가구를 대
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3-9] 대행업체 배달근로자 수

[그림 3-10] 배달지역 특성

자료 : 앱음식배달 종사자 실태조사(2016).

다. 근로시간과 소득
일주일에 일하는 날수의 분포를 보면 5일 미만인 경우는 2.9%(7명)로
소수에 불과하고, 5일인 경우도 11.2%(27명)로 대다수가 6일 이상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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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하루 중의 근로시간도 통상적 근로시간인 8시간 이하인 경우
는 18.0%(43명)에 불과하며, 과반수인 61.1%(146명)가 10시간이 넘는 시
간 동안 일을 하고 있다. 이는 앱음식배달 종사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기 위해 상당히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4)
[그림 3-11] 일하는 날수

[그림 3-12]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

자료 : 앱음식배달 종사자 실태조사(2016).

일하는 날과 하루 중 일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주일에 56시간이
넘게 일하는 경우가 75.7%(181명)로서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림 3-13] 주당 근로시간 분포

[그림 3-14] 월 순소득액 분포

자료 : 앱음식배달 종사자 실태조사(2016).

각종 비용과 조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월 순소득액의 평균은
229만 5,000원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
수준과 비슷하다. 이들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일한다는
4) 근로시간이 결측인 관측치가 2건이어서 이하의 근로시간 및 시간당 임금에 관한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는 239명이다.

제3장 한국의 플랫폼 노동: 앱음식배달과 대리운전을 중심으로

55

[그림 3-15] 로그시간당 임금의 커널 분포

자료 : 앱음식배달 종사자 실태조사(2016).

점을 고려하면 시간당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시간당 임
금의 평균값은 8,790원이다.
[그림 3-15]는 로그시간당 임금의 커널 분포를 보여준다. 로그시간당
임금은 평균값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시간당 최저임금
인 6,030원 아래에 분포하고 있는 집단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집단 비율은 12.1%(29명)에 이른다.
라. 노동과정 통제와 계약방식
앱음식배달 종사자들은 배달대행업체에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서 노동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73.0%(176명)이며, 출근시간만 정해져
있는 경우를 합하면 그 비율은 82.2%(198명)에 이른다. 44.0%(106명)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신고하며, 나머지 135명(56.0%)은 배달앱 접속이 이루
어지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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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출퇴근시간 설정 여부

[그림 3-17] 출근 체크 방식

자료 : 앱음식배달 종사자 실태조사(2016).
[그림 3-18] 콜 받는 방식

[그림 3-19]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있는지

자료 : 앱음식배달 종사자 실태조사(2016).

콜은 업체가 띄워놓은 곳을 고르는 경우가 43.2%(104명)로 가장 많지
만, 업체가 정해주는 곳에 가거나 본인이 고르는 방식을 병행하는 경우
(36.1%, 87명)와 업체가 정해주는 곳으로만 가는 경우(20.8%, 50명)도 상
당수에 이른다. 일정한 자율성을 행사하는 부분도 있다. 사전에 신고하거
나 특별한 벌칙 없이 본인이 받은 콜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가도록 할 수
있는 경우가 49.4%(119명)로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과반수는
이 경우에 사전에 신고하거나 일정한 벌칙을 부담해야 한다.
특고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본인이 갖추는 것으
로 지적된다. 오토바이의 구입방식을 보면 본인의 오토바이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44.0%(106명), 오토바이 임대업체에서 임대하고 본인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17.0%(41명)로 이 둘을 합하면 61.0%를 차지
한다. 주유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83.8%(202명)로 대부분을 차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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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오토바이 구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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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급유비 부담 방식

자료 : 앱음식배달 종사자 실태조사(2016).
<표 3-5> 계약 체결 방식
(단위 : 명, %)

계약기간

보수지급방식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서면계약서에 정식 서명

59( 24.5)

68( 28.2)

62( 25.7)

51( 21.2)

구두계약으로만 체결

36( 14.9)

94( 39.0)

103( 42.7)

102( 42.3)

특별한 계약이 없었음

146( 60.6)

79( 32.8)

76( 31.5)

88( 36.5)

241(100.0)

241(100.0)

241(100.0)

241(100.0)

전체

자료 : 앱음식배달 종사자 실태조사(2016).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방식을 살펴보면 서면계약이 이루
어진 비율은 항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20%대에 불과하다. 서면과
구두계약을 포함해서 보수지급방식이나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대해
서는 약 2/3 정도에 이르는 종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반면, 계약기간의 경
우 60% 이상이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
당수의 종사자들이 구두로 보수지급방식이나 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본인이 일하는 날짜와 시간을 서면작성 과정 없이 정한 후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배달실적에 따라 받고 있으며, 각
배달마다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방식이 대부분(69.7%, 168명)이
다. 수수료를 제외한 건당 배달금액은 3,000원 정도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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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배달 건당 수수료 방식

[그림 3-23] 통상적인 배달 건당 수입

자료 : 앱음식배달 종사자 실태조사(2016).

마. 취업 사유 및 다른 일자리 경험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일에 종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41.0%, 98명), 다음으로 다른 일자리
보다 수입이 더 많아서(36.0%, 86명)로 나타난다. 음식점에 고용되어 일하
는 것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인
다.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서 응답에 차이가 있는데, 근로시간이 48시간 미
만인 경우는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당 56
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는 수입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다.
<표 3-6> 주당 근로시간별 앱음식배달일을 하는 이유
(단위 : 명, %)

다른
마땅한
일자리에 오토바이를
다른
타고
비해
일자리가
수입이 더 싶어서
없어서
나아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서

기타

전체

32시간 이하

2(14.3)

3(21.4)

1( 7.1)

8(57.1)

-

14( 5.9)

40시간 이하

4(21.1)

-

2(10.5)

13(68.4)

-

19( 8.0)

48시간 이하

2(16.7)

-

2(16.7)

8(66.7)

-

12( 5.0)

1(7.7)

13( 5.4)

56시간 이하

3(23.1)

-

4(30.8)

5(38.5)

56시간 초과

75(41.4)

1( 0.6)

36(19.9)

64(35.4)

5(2.8) 181( 75.7)

전체

86(36.0)

4( 1.7)

45(18.8)

98(41.0)

6(2.5) 239(100.0)

자료 : 앱음식배달 종사자 실태조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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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연령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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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월 순소득별 만족도

주 : 매우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족 2점, 매우 불만족 1점으로 놓고 계산.
자료 : 앱음식배달 종사자 실태조사(2016).
[그림 3-26] 다른 일을 하는지 여부 [그림 3-27] 월 순소득별 다른 일을 하는
집단 비율
(%)

40.0

36.9

35.0
30.0
25.0
20.0
15.0
10.0
4.3

5.0

6.0
0.0

0.0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0.0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50만원 미만

자료 : 앱음식배달 종사자 실태조사(2016).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척도로 계산했을 때 3.61점으로 보통과 만족의
중간 수준을 보인다. 만족도는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며 월 순소득이 커지
면 그에 따라 조금씩 높아진다.
근로시간이 긴 집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경우는 5.4%
(13명)에 불과하다. 다만, 월 순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 다른 일을
하는 집단이 36.9%(19명 가운데 7명)로 높게 나타난다.
바. 사회보험 가입
사회보험에 가입한 집단의 비율을 보면 적지 않은 수의 종사자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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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산재의 경우 37.8%(91명)가
가입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집단도 14.9%(36명)로 나타
난다. 이는 앱음식배달 종사자 가운데 적지 않은 집단이 특고가 아니라
직접고용되어 일하는 종사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뒤에서 살펴볼 대리기
사와 달리 대부분 특정 업체에 전속되어 있고, 노동과정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질문한 결과 22.4%
(46명)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를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싶지 않은 이유
를 질문한 결과 가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41.3%), 소득이 낮아질 것
같아서(15.2%)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담이 큰 국민연
<표 3-7>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직장 가입

23( 9.5)

45(18.7)

91(37.8)

36(14.9)

지역 가입

29(12.0)

110(45.6)

-

-

155(64.3)

61(25.3)

116(48.1)

160(66.4)

34(14.1)

25(10.4)

34(14.1)

45(18.7)

미가입
모르겠음

자료 : 앱음식배달 종사자 실태조사(2016).
[그림 3-28] 고용보험 가입 의사

자료 : 앱음식배달 종사자 실태조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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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빈도

비중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수가 더 낮아질 것 같아서

7

(15.2)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서

2

(4.4)

19

(41.3)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4

(8.7)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하라고 요구할 것 같아서

8

(17.4)

기타

6

(13.0)

46

(100.0)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전체
자료 : 앱음식배달 종사자 실태조사(2016).

금, 건강보험도 가입하라고 요구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17.4%
로 나타났으나 그 숫자는 8명으로 조사돼 전체 앱음식배달 종사자에 비
하면 소수에 불과하다.

제4절 대리기사의 근로실태

1. 앱을 통한 대리운전 서비스 중개 유형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이 보편화되기 이전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개
업체(콜센터)를 통해 고객과 대리기사를 연계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이 본격적
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이미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에도 고객이 전
화를 통해 지역의 콜센터(연합)에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이후의 과정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개되는 방식이 대리운전시장의 지배적인 방식으로 남
아 있다.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로지, 콜마너, 아이콘이며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지역에 기반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62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같은 프로그램 회사라도 지역별로 호출정보를 분리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광역권에서 활동하는 대리기사의 경우 여러 지역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기존 방식의 경우 다수의 대리운전기사들이 복수
의 콜센터(연합)에 가입하고, 지역별로 복수의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경우
가 많다. 복수의 콜센터(연합)에 가입할 경우 대리운전보험을 복수로 가
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복수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각각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한 면접
조사 결과).
플랫폼 기술의 변화가 대리운전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다
음카카오가 제공하는 카카오드라이버 서비스가 2016년 7월 1일부터 운영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카카오드라이버의 경우 대리기사 호출에서 결
제까지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기사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지 않
고, 보험회사와의 집단계약을 통해 대리운전보험료도 회사에서 직접 부
담한다. 카카오드라이버의 수수료율은 기존 대리운전업체의 평균수준인
20%이지만 지역별로는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이 더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
하는 경우도 있다(예 : 청주지역은 1만 5,000원까지 3,000원, 그 이상은 정
률 15%). 카카오드라이버의 시장진입에 대해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이 반
발하고 있으며,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는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하는 대
리운전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카카오드라이버의 시장영향력이 단기간에 빠르
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우선 카카오드라이버는 앱을 통해
호출하고 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집단만 이용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외에도 서비스요금이 거리에 따라 결정되면서,
대리기사들이 체감하는 수수료율이 더 높은 경우가 있고 지역별로 수수
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카카오드라이버의 수수료율이 더 높은 지역이 있
을 수 있다. 또한 카카오드라이버의 시장영향력 확대와의 상호작용도 고
려해야 한다. 현재의 시장점유율 아래서는 카카오드라이버의 콜만으로는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콜센터(연합) 및 프로그램을 이
용해야 하고, 이는 다시 카카오드라이버의 시장 확대를 저해하게 된다.
다만, 대리기사들은 카카오드라이버처럼 경쟁하는 업체가 많이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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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한 면
접조사 결과).
[그림 3-29] 대리운전 서비스 유형
가. 프로그램 업체와 지역 콜센터(연합)를 통한 중개 유형

나. 카카오드라이버의 중개 서비스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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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서비스의 중개유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3-29]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3-29-가]는 기존 대리운전 시장의 지배적인 작동 방식이며,
[그림 3-29-나]는 카카오드라이버의 운영 방식이다. 카카오드라이버가 시
작되기 전까지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고객이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카카오드라이버에서는 서비스의 전 과정이 앱을 통
해 통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2. 대리운전 종사자 근로실태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실태조사도 앱음식배달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모
집단에 기초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눈덩이 표집방
식을 통해 수행하였다. 실태조사는 2016년 8월 8일에 시작해서 8월 28일
까지 3주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총 412명의 대리기사에 대해 대인면접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된 대리운전기사들의 광역자치단체별 분포는 <표
3-9>와 같다.
<표 3-9> 대리운전기사의 광역별 분포(업체(연합) 소재지 기준)

(단위 : 명, %)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시
대구시
대전시
부산시
서울시
울산시
인천시
전체
자료 :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빈도
80
7
10
8
10
19
33
40
38
151
8
8
412

비중
19.4
1.7
2.4
1.9
2.4
4.6
8.0
9.7
9.2
36.7
1.9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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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적 특성과 취업 경험
대리기사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94.7%(390명)로 절대 다수를 차
지한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의 고령층이 과반인 56.6%(233명)로 다수를
차지한다. 30세 미만은 2.2%에 불과하며 40세 미만까지를 합하더라도
10.2%에 불과하다.
대리기사의 연령층에서 고령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은 앞 절에서
앱음식배달 종사자의 48.1%가 30세 미만인 것과 대비된다. 학력별로는
고졸인 경우가 51.0%(210명)로 약 절반을 차지하며 고졸 미만까지 합하
면 57.3%를 차지한다. 4년제 대졸 이상도 28.6%(118명)로 높게 나타났다.
일을 시작한 경로를 보면 다른 대리운전기사의 소개로 시작한 경우가
37.6%(155명)로 가장 많다. 가족, 친척,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일을 한 경우

[그림 3-30] 성별 분포

[그림 3-31] 연령별 분포

자료 :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그림 3-32] 학력별 분포

자료 :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그림 3-33] 일을 시작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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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현재 일자리 시작 시기
(단위 : 명, %)

빈도

비중

∼2004년

21

5.1

2005∼2009년

61

14.8

2010∼2014년

207

50.2

2015년 이후

123

29.9

412

100.0

전체
자료 :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가 29.9%(123명)로 이 둘을 합하면 2/3를 넘는다. 앱음식배달 종사자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서 취업한 경우는 8.5%(35명)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
다. 이는 연령별 분포에서 고령자가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의 일
자리를 시작한 시기는 2010∼2014년이 과반(50.2%, 207명)을 차지하고,
그 이전인 경우도 19.9%를 차지한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한 경력은 이보
다 더 길게 나타나서, 10년 이상인 경우가 15.5%(64명)이고 5년 이상인
경우를 모두 합하면 40.5%(167명)에 이른다.
나. 전속성과 근로일수, 근로시간
대리기사 가운데는 앱음식배달 종사자와 달리 전속되어 있지 않은 집
단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속업체 수에 응답하지 않은 1개의
관측치를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56.7%(233명)는 1개소에 소속되어 있으
나, 2개소(23.8%, 98명), 3개소(10.0%, 41명), 4개소 이상(9.5%, 39명)에 소
속된 경우가 상당수 나타났다.
근로기간은 서면으로 계약한 경우가 55.6%(229명)로 과반을 넘고, 구
두로 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면 71.1%(293명)로 앱음식배달 종사자에 비해
상당히 높다. 처음 대리기사 일을 시작할 때 업체(연합)에 방문해서 1∼2
쪽짜리 근로조건에 관해 설명된 문서를 받고 이에 서명한 후 일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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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소속업체(연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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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근로기간 계약방식

자료 :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그림 3-36] 수수료 방식

[그림 3-37] 수수료율

자료 :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앱음식배달 종사자와 달리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이외에는 업체(연합)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방문하지 않기 때문
으로 보인다.
업체(연합)에서는 대리요금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정률을 적용
하는 경우가 95.2%(392명)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수료율은 20% 이상∼
25% 미만이 65.8%(271명)로 약 2/3를 차지한다. 30% 이상의 높은 수수료
를 부담하는 경우도 22.6%(93명)로 적지 않다.
근로일수를 보면 일주일에 매일 일하는 경우가 27.4%(113명)이고 6일
이상 일하는 경우를 합하면 73.6%(203명)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일주일간
의 총 근로시간은 40시간 초과∼48시간 이하인 경우가 23.9%(98명)로 가
장 많고, 그 이상과 이하인 집단의 분포가 비슷하다.5) 32시간 이하인 집
5) 주당 총 근로시간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2명으로,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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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 22.0%(90명)로, 이는 야간에 주로 일을 하는 대리운전의 속성상 복
수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대리기사들의 일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보면 오후 8시를 전
후한 시간에 시작해서 새벽 2∼4시까지 일하는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루 평균 대리운전 건수는 주말보다는 주중이 약간 더 많지만 주중이
라도 6건 이하인 경우가 거의 절반에 이른다.

[그림 3-38] 일하는 날수(주중+주말)

[그림 3-39] 주당 근로시간

자료 :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표 3-11> 일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단위 : 명, %)

시작시간

24시 이전
새벽 2시 이전
끝나는
새벽 4시 이전
시간
새벽 4시 이후
전체

17시 미만

17∼19시

2(20.0)

4(40.0)

3(30.0)

1(10.0)

10(2.5)

11(7.4)

34(22.8)

74(49.7)

30(20.1)

149(36.5)

9(5.0)

48(26.4)

88(48.4)

37(20.3)

182(44.6)

3(4.5)

16(23.9)

34(50.8)

14(20.9)

67(16.4)

25(6.1)

20시

102(25.0) 199(48.8)

자료 :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을 제외한 41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시 이후

합계

82(20.1) 4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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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하루 평균 대리운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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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하루 평균 대리운전 건수

(주중)

(주말)

자료 :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다. 수입과 비용
대리기사로 일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
째는 프로그램 사용료, 두 번째는 대리운전보험료, 세 번째는 이동비용이
다. 프로그램은 대리운전업체(연합)에 따라 결정되며, 전국적인 프로그램
업체(로지, 콜마너, 아이콘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특정 권역별
로 프로그램을 분할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 권역을 넘어서도 콜을 띄
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프로그램 사용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그림 3-42]에서 보듯 복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보통 프로그램당 월 1만 5,000원이며 카카
오드라이버의 경우는 사용료가 없다.
[그림 3-42] 관제 프로그램 개수

자료 :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그림 3-43] 프로그램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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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대다수
(85.9%, 354명)의 대리기사들은 업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불합리한 현상의 하나는 여러 업체(연합)에 가입해서 일할
경우 복수의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보험료
가 8만 원 이상인 경우가 반을 넘는다(245명, 59.5%). 또한 회사를 통
해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업체(연합)가 보험료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가져간다는 불만도 크다(대리운전기사 면접조사
결과).
하루 이동비용이 1만 원 이상인 경우가 42.2%(147명)로 이동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0원 미만의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114명(27.7%)에 불과하다.
[그림 3-44] 대리운전 보험 가입

[그림 3-45] 본인 부담 대리운전 보험료

자료 :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그림 3-46] 하루 이동 비용

자료 :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그림 3-47] 비용 제외 월 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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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수입과 비용 평균
(단위 : 만 원)

월 순수입
181.5

월 비용
보험료

프로그램비

이동 비용

10.1

3.0

19.7

자료 :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그림 3-48] 로그시간당 임금의

[그림 3-49] 주당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커널 분포

미만자 비율

자료 :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비용을 제외한 월 순소득은 평균적으로 181만 5,000원이며 150만 원 미
만인 경우도 27.2%(112명)에 이른다. 순수입과 각종 비용의 평균값은
<표 3-12>에 요약되어 있다.
앱음식배달 종사자보다 근로시간이 조금 짧은 반면 월 순수입의 평균
값도 작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적은 집단의 비중이
13.9%에 이른다. 특히, 근로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그만큼 더 많은 수입을
얻지는 못하기 때문에 56시간 이상 일하는 집단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집단의 비율이 40.9%로 높게 나타난다.
라. 취업 사유 및 다른 일자리 취업
대리기사로 일하는 이유는 근로시간과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전
반적으로 마땅한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대리기사로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45.6%, 187명),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집단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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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을 차지한다(28.5%, 117명). 주당 근로시간이 24시간 이하로 근로
시간이 짧은 집단에서 낮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48.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3-13> 주당 근로시간별 대리기사를 하는 이유 분포
(단위 : 명, %)

다른
마땅한
일자리에
다른
비해
일자리가
수입이 더
없어서
나아서

낮에 다른
자유롭게
일을
일하고
하면서도
싶어서 같이 일할
수 있어서

기타

합계

24시간 이하

1(3.2)

5(16.1)

10(32.3)

15(48.4)

0(0.0)

31(7.6)

32시간 이하

4(6.8)

27(45.8)

16(27.1)

12(20.3)

0(0.0)

59(14.4)

40시간 이하

10(13.2)

37(48.7)

16(21.1)

11(14.5)

2(2.6)

76(18.5)

48시간 이하

6(6.1)

52(53.1)

26(26.5)

12(12.2)

2(2.0)

98(23.9)

56시간 이하

10(12.5)

39(48.8)

23(28.8)

8(10.0)

0(0.0)

80(19.5)

56시간 초과

5(7.6)

27(40.9)

26(39.4)

8(12.1)

0(0.0)

66(16.1)

전체

36(8.8)

187(45.6)

117(28.5)

66(16.1)

4(1.0)

410(100.0)

자료 :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표 3-14> 연령별 대리기사를 하는 이유 분포
(단위 : 명, %)

다른
마땅한
일자리에
다른
비해
일자리가
수입이 더
없어서
나아서

낮에 다른
자유롭게
일을
일하고
하면서도
싶어서 같이 일할
수 있어서

기타

전체

40세 미만

4(9.5)

8(19.1)

20(47.6)

10(23.8)

0(0.0)

42(10.2)

50세 미만

10(7.3)

46(33.6)

48(35.0)

31(22.6)

2(1.5)

137(33.3)

60세 미만

20(10.9)

104(56.5)

34(18.5)

24(13.0)

2(1.1)

184(44.7)

60세 이상

2(4.1)

31(63.3)

15(30.6)

1(2.0)

0(0.0)

49(11.9)

전체

36(8.7)

189(45.9)

117(28.4)

66(16.0)

4(1.0)

412(100.0)

자료 :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제3장 한국의 플랫폼 노동: 앱음식배달과 대리운전을 중심으로

[그림 3-50] 월 순소득별 만족도

73

[그림 3-51] 주당 근로시간별 만족도

주 : 매우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족 2점, 매우 불만족 1점으로 놓고 계산.
자료 :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연령에 따라서는 40세 미만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의 비
중이 높고(47.6%, 20명), 나이가 많아질수록 마땅히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진다. 이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고령자가 불가피
하게 대리운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수준인 3점보다 낮다. 다만 근로시간이 48시간
을 넘는 집단과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 보통을 넘는 만족도를
보였다.
대리운전 이외에 다른 일을 하는 집단의 비중이 32.0%(132명)로 약 1/3
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 이들 가운데는 대리운전이 주업인 경우(36명)보
다 부업(96명)인 경우가 더 많았다. 당연한 현상이지만 근로시간이 짧은
집단에서 다른 일을 하는 집단의 비율이 높다. 특히 주당 24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에는 80.6%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2]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

자료 :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그림 3-53] 주당 근로시간별 다른 일을
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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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회보험 가입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대리운전업체를 통해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소수의 근로자(4.1%, 17명)가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면
매우 예외적이다. 반면, 다른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32.0%에 이르
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일부가 다른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보험에 가입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78.6%(324명)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방식으로
는 임금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표 3-15> 사회보험 가입 현황
(단위 : 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직장가입
다른 일자리에서 직장가입

-

1(0.2)

-

17(4.1)

36(8.7)

46(11.2)

34(8.3)

-

-

-

지역가입

112(27.2) 327(79.4)

미가입

256(62.1)

15(3.6)

7(1.7)

5(1.2)

9(2.2)

-

-

18(4.4)

-

-

모르겠음
배우자․가족 피부양자로 가입
자료 :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그림 3-54] 고용보험 가입 희망 여부

자료 :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369(89.6) 39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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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단위 : 명, %)
빈도

백분율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수가 더 낮아질 것 같아서

20

( 22.7)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서

13

( 14.8)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27

( 30.7)

회사가 가입을 기피할 것이기 때문에

3

( 3.4)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9

( 10.2)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까지도 가입해야 할 것 같아서

4

( 4.6)

12

( 13.6)

88

(100.0)

기타
전체
자료 :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2016).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집단을 대상으로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30.7%, 27명), 보수가 낮아지
기 때문(22.7%, 20명)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한다.

제5절 맺음말 : 주요 결과와 사회적 보호방안 모색에
대한 함의

플랫폼 노동에 따라 임금노동이 플랫폼 노동으로 대체되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대행업이 확산되면서 전
통적인 임금노동자가 통념상 특고로 간주되는－과연 실제 고용상의 지위
를 특고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별개의 논의로 하고－노동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전환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대형 플랫폼
이 아니라 지역단위에서 활동하는 배달대행업체와 배달대행 중개프로그
램의 영향이 더 크다. 대리운전업의 경우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최근
의 플랫폼 노동이 임금노동을 대체해서 통념상 특고로 간주되는 노동이
늘어나는 데 더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휴대전화와 초보적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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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시장이 확대될 때 특고가 늘어났고,
기술발전에 따라 본격적인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면서 소득 및 거래의 흐름에 대한 정보가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에 집중․집적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는 앱배달 노동자의 수입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중개업체, 프로그
램업체, (비배달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음식점의 수입을 파악하는 것
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에도 총 수입을 (팁을
제외하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일부 비용(이동비용)에 대한 정보만
누락된다.
노동통제 측면에서는 배달대행업체 및 대리운전업체의 앱노동자에 대
한 관리와 통제 능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능력이 행사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전속성이 강한 앱음식배달 종사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 수준은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에 비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대리기사
의 경우 전속성이 약한 경우가 많고, 중개업체의 프로그램을 통한 통제능
력은 커졌지만, 고객에게 늦게 도착하거나 콜을 취소하는 상황에 대해서
만 행사되고 있다. 여러 플랫폼에서 고객의 평가가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음식 배달이나 대리운전에서는 이러한
기제가 아직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음식 배달의 경우 핵심적인 요
소는 음식의 질이고, 배달은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보조적인 역할만 수
행하기 때문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배달이 늦어졌을 경우에도 음식점
에서 음식을 늦게 만들었기 때문인지, 배달이 늦어졌기 때문인지 판단하
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리운전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고객의
평가가 피드백되는 과정이 없었으나, 카카오드라이버에서는 고객의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아직 카카오드라이버의 시장영향력은 제한
적이며, 앞으로의 성장전망도 지금 시점에서는 낙관하기 어렵다.
한국의 앱노동(P2P, 혹은 O2O)의 경우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일이 아
니라 대부분 주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아직 한국에서 앱노동은 본 연구
에서 다룬 음식 배달이나, 대리운전을 포함해서 퀵서비스 등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반 노동자들보다 장시간 일하고 있
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사이에 대기시간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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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은 자유시간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이들의 고용상의 지위와
무관하게 이들이 적정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디지털 특고로 간주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측면에서 더
본질적인 질문은 ‘과연 앱음식배달 종사자와 대리기사는 특고인가’이다.
앱음식배달 종사자의 경우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여러 지표로 볼 때 이들
을 모두 일률적으로 특고로 간주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 대리
운전기사의 경우 앱음식배달 노동자에 비해 전속성이 약한 경우가 많고
(약 절반 정도), 출퇴근 및 호출 응답에서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들의 지위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업체(연합)에 소속된 대리기사의 경우와 복
수의 업체에 소속된 경우가 다르고, 카카오드라이버에 전속된 대리기사
의 경우에는 또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이는 특고를 직종별로 접근해서 특정 직종에서 일하면 모두 특고로 간
주하는 것이 갖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특정 직종 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다른 집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모두 특고로 뭉뚱그려서 이해하거
나, 사회적 보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배민라이더스와 같이 앱음식배달 노동
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보호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우선 임금노동자가 특고로 분류되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위장자영자 규제 강화를 통해 노동․사회보장법적 의무의 적용범위를 높
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특고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서 기존 직종 중심의 접근이 갖는
장단점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9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들을 다른 직
종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상황을 손쉽게 정당화하기 어려운 측
면이 있다. 나아가 기술변화에 따라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
고 새롭게 특고로 간주되는 직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직종별로 보호범
위를 확대하는 접근만으로는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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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에 대한 보호가 산재보험의 예와 같이 ‘전속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여러 사용자와 관계를 맺는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대응하기 어렵다
는 점도 중요하다. 대리기사의 경우 상당수가 하나의 업체(연합)가 아니
라 둘 이상의 업체(연합)에 소속되어 있다. 전속성을 요건으로 하는 접근
의 현실적합성이 점점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안적인 보호
방안에 대한 탐색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이다. 다른 측면에서 정
보가 집중․집적되어 관리된다는 점은 플랫폼 노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
적 보호제도의 행정적인 집행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플랫폼 노동뿐만 아니라 특고에 의해 수행되는 노
동은 대부분 이미 정보기술을 통해 수집되고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들의 소득을 비롯한 경제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은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6)
본 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의 연구결과를 종합해서 사회적 보장방안을
재설계하는 방향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전체 보고서의 결론에 해당
되는 제12장에서 다룰 것이다.

6) 본 보고서 제11장의 연구는 디지털 기술이 갖는 이러한 요소를 사회적 보호에 활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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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미캐니컬 터크(AMT)는 우리 사업의 핵심이다. 우리는 사람이 부족
한 사업 분야에 속한다. 우리의 일은 모두 사람들이 한다. 대량 생산이 아니
라, 개인의 수작업에 의한 일이다.우리의 모든 인력이 미캐니컬 터크에 있다.
이 지구상에는 막대한 수의 서비스 지향 기업들이 존재하며, 이 모든 기업들
은 미캐니컬 터크에서 가능한 수작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캐스팅 워즈(Casting Words)의 공동 창립자 Nathan McFarland
“결국에 작은 규모로나마 실제로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기는 하지만, 근로
자들 처우나 이러한 일자리가 ‘가동’되기까지의 힘든 과정 등은 전반적으로
불만스럽다.”
–AMT worker

제1절 들어가는 글8)

크라우드워크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원거리에서 수행되는 근로 형태다.
인터넷이 확산되고 웹기반 산업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업

7) 2015년 11월 7일에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 스쿨에서 개최된 ‘크라우드 소싱, 긱 경
제와 법률(Crowd‐Sourcing, the Gig Economy, and the Law)’ 세미나에서 유용한
의견을 제시해 준 Valerio De Stefano, Philippe Marcadent, Mariya Aleksynska,
Uma Amara, Christina Behrendt, Iain Campbell, David Kucera, Kathleen Thelen
에게 감사드린다.
8) 이 글에서 밝힌 견해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반드시 ILO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Comparative Labor Law and Policy Journal, vol. 37, Issue 3,
Spring 2016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80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무에 인적자원 투입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2000년대 후반부에 등장하였다.
근로자들은 ‘독립 계약자’로 업무를 수행하며, 요청자가 그들의 업무 수행
을 수락하면 완수한 업무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다. 플랫폼의 결정 사항에
따라, 그리고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일할 수 있다. 크라우드워크와 ‘긱’ 또는 ‘주문형 경제’의 기타
일자리들이 현재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미국의 경
우, 약 60만 명에 이르며 전체 노동력의 0.4%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됨
(Harris and Krueger, 2015)),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
서 이 부문의 작업 조직(organization of work)과 노동력 상황들은 미래
의 노동의 세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크라우드워크는 임시직, 시간제, 파견직과 같은 기타 유형의 비정규직
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근로가 한시적이고 불안정하다는 특성 외에도, 크
라우드워크와 ‘주문형 경제’의 기타 업무는 2차적 수입원에 의한 부가적
소득 정도로 묘사되고, 진정한 근로, 즉 전통적인 노동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근로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크라우드
워크가 안고 있는 독특한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크라우드워
크는 최근의 기술 혁신에 의존하는 디지털 업무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고용 관계는 적용할 수 없거나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며, 주문형 경제 근
로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제한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중간 범주
(intermediate category)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Harris and Krueger, 2015).9) 게다가,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이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로서 채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에서는 원고 측에서 피고용
자 지위의 인정과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FLSA)의
이행을 요구하는 중요한 소송이 여러 건 발생하였다(Cherry, 2016). 이러
한 소송 때문에, 일자리에서의 노동 보호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일자리
와 관계 없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 2015년 11월, 미국 기술 기업, 정책연구소장, 학계, 활동가
들은 공동으로 근로자의 고용상 지위와 무관한 휴대 가능한 안전망(portable

9) 중간 범주의 설정에 대한 논의는 De Stefano(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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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net)을 미국 내에 구축할 것을 주장하며 ‘미디엄(Medium)’에 관한
공개 서한에 서명하였다.10) 근로자가 ‘긱’에서 다른 ‘긱’으로 이동할 때 근
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 보호 계정(individual security account)을 신
설하자는 제안이다. 그렇지만 주문형 경제 내 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 문
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주문형 경제의 근로에 대해 제기된 여러 가설들의 타당성
을 평가하고 근로자의 소득 안정성 개선을 위해 개진된 제안들이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한지를 분석한다. 2015년 11월과 12월에 ILO
가 아마존 미캐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 이하 AMT) 및 크
라우드플라워(Crowdflower, 이하 CF) 플랫폼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
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 조사는 크라우드 노동자들의 기초적
인 인구학적 정보 및 소득 정보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고용 패턴, 근무 경
력 및 재정 안정성을 다루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크라우드 노동자들
의 근로조건, 크라우드 노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 전반적인 소득
안정성과 함께, 크라우드워크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근로자의 비중 등
크라우드 노동자의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평가한다. 먼저, 크라우드워
크 시장과 플랫폼 사용자(‘요청자(requester)’)가 직면하고 있는 일부 문제
들을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근로자들이 크라우드워크를 추구하는 동기
와 함께 업무와 관련하여 지닌 여러 관심사들을 밝히고 있는 조사 결과들
을 논의한다. 그리고, 크라우드 노동자들에게 소득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
한 정책 제안의 이점들을 논한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크라우드워크의 전
반적인 효율성과 생산성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노동자의 소득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작업조직 대안을 권고한다.

10) https://medium.com/the wtf economy/common ground for independent workers
83f3fbcf548f#.1b3ux0o90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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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크라우드워크 시장의 수요와 공급

AMT, CF와 같은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노동자들이 완수할 수 있는 작은 업무들을 게시할 수 있다. 크라우
드워크 플랫폼은, 한 기업의 사내 업무에 활용될 경우 그 기업의 노동자
들이 해당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내부적’이라 할 수 있고,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게시할 경우 ‘외부적’이라 할 수
있다. AMT는 처음에 아마존 직원들을 위한 업무를 게시하는 내부 플랫
폼으로 시작되었지만, 회사 측은 이 플랫폼을 아마존 외 근로자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외부’ 크라우드워크의 경우에는 일
반적으로 세 부류의 당사자, 즉 크라우드소서(crowdsourcer, 즉 요청자
또는 고객에 해당), 중개자(intermediary, 즉 플랫폼), 노동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크라우드소서와 크라우드 노동자가 직접적인 관계로 연결될 수
도 있다(Durward, Blohm and Leimester, 2016).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은 단시간에 끝나고 감독이나 지시가 크게 필요하
지 않은 ‘초소형 업무(micro task)’에 이상적이다. 초소형 업무 플랫폼에
제시되는 업무(일반적으로 ‘HIT(human intelligence task, 인간 지능 업
무)’로 불림)는 크게 6가지로 분류된다. 즉, (1) 웹상 정보 검색과 같은 정
보 검색 업무, (2) 임의의 트위터가 실존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등의 확인
및 검증 업무, (3) 상품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으로 구성된 해석 및
분석 업무, (4) 문서를 요약하거나 음성 녹음을 전사하는 등의 콘텐츠 제
작 업무, (5) 상당수가 학문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여론 조사, (6) 주로 콘텐
츠 소비를 위해 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콘텐츠 접속으로 나뉜다(Gadiraju
et al., 2014). AMT 플랫폼에서는 콘텐츠 제작이 가장 많이 게시되는 업
무이며, 특히, 음성 전사(audio transcription) 작업이 많다(Difallah et al.,
2015).11) 반면에, CF의 경우에는 ‘해석 및 분석’과 ‘확인 및 검증’ 업무가
11) http://mtruk tracker.com에서 분류한 1억 3,000만 건의 HIT로 구성된 250만 배치
(batch)를 기준으로 하여, 2009년과 2013년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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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하게 제공되는 업무인 것으로 보인다. AMT 플랫폼에 게시된 업
무들 중에서, 89%는 특정한 근로자 위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특정한 위치
를 요구한 11%의 업무 중에서, 86%는 미국 거주 근로자로 한정되었다
(Difallah et al., 2015). 이 업무들은 주로 여론 조사이다. 모든 여론 조사
업무가 미국 거주 근로자로 한정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 업
무는 게시된 HIT 중에서 최소 10%는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AMT가 2005년 출범한 이후로 신규 ‘요청자’의 수는 꾸준하게 유지되
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월 신규 요청자의 수는 1,000명에 이른다. 약 1
만 건의 새로운 업무들이 게시되며 시간당 7,500건이 완료된다(Gadiraju et
al., 2015). 이와 같이 요청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는 하지만, AMT
가 소수 요청자들에 의해 상당 부분 또는 과도하게 사용된다는 특징을 보
이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요청자의 상위 0.1%가 업무의 30%(업무를
미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를 차지하며, 요청자 1%가 달러 환산 업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Ipeirotis, 2010a). 이 글의 첫 부분에서 인용한, 음
성 필사본 제작 회사인 캐스팅 워즈(Casting Words)의 CEO이자 창립자
는 회사의 모든 인력이 AMT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2009년 1
월～2010년 1월의 기간에 캐스팅 워즈는 7만 3,621건의 HIT를 게시함으
로써 요청자 순위 1위를 기록하였다(Ipeirotis, 2010a).
결과적으로, 크라우드워크는 일부 기업들에 조직 모델이 되었다. 전통
적으로 음성 전사 작업은 전적으로 이 업무에 종사하는 훈련된 임금근로
자들을 갖춘 회사가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초소형 업무 플랫폼은 새
로운 작업 조직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장기적 동향 측면뿐
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개별 근로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임시직, 파견직과 같은 기타 유형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비정규
고용 중심으로 노동을 조직하는 소수의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들 상위 5%의 경우 노동력의 66%가
시간제, 39%는 임시직이었다(Cappelli and Keller, 2013). 더 놀라운 사실
은, 개발도상국 13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은행 기업 조사(World
Bank Enterprise Survey)’ 결과에 따르면, 기업 1%가 다국가 표본(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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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sample) 전체 임시직 근로자의 30%를 차지했다(Aleksynska and
Berg, 2016).
플랫폼에서의 노동 공급과 관련하여, 노동력 구성원은 전체적으로 상
당한 변동을 겪지만 그 중 약 2만 명은 안정적인 노동력인 것으로 보인
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은 상당히 탄력적이어서 가용 HIT가 급
격히 증가해도 완료 시점은 그다지 늦어지지 않는다(Difallah et al., 2015).
하지만, 요청자와 마찬가지로, 단지 하나의 HIT나 하나의 배치(batch)에
속하는 몇 개의 HIT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수이고, 소수의 근로자들이
대부분의 HIT를 맡는다(Difallah et al., 2014). 이러한 현상은, 업무의 질
에 대한 우려와 함께13), 플랫폼에서 업무의 대가를 결정하는 방법과 상여
금 지급 여부 및 시기에 대한 컴퓨터 과학 연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계
기가 되었다. 가령, Difallah et al.(2014)은 근로자 유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세 가지 보수 결정 방법을 시험한 결과, 해당 업무에서 완료 HIT의
수로 사전에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한 근로자들에게 시기에 맞추어 지
급하는 ‘목표 달성 상여금(milestone bonus)’이 근로자 유지에 가장 효과
적임을 알게 되었다(Difallah et al., 2014, p.8). Gadiraju et al.은 근로자
유지를 위해서는 맞춤형 보수 결정 체계, 게임 기술, 경쟁력 있는 업무
설계를 촉구하며, 성과 감독을 위해서는 이전에 업무 성과가 좋았던 근
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배정하는 방법과 함께, ‘선진적인 결과 집산(result
aggregation) 기법 또는 지도 기계 학습(supervised machine learning) 방
법’의 활용을 권고한다(Gadiraju et al., 2015, p.5). 품질뿐만 아니라, 독자
적으로 업무를 게시, 설명 및 감독하는 데 있어 요청자 및 근로자 측면에
서 야기된 비효율성을 우려하는 주장에 대해, Ipeirotis와 Horton은 온라
12) 2015년 11월 12일 P. Ipeirotis와 가진 인터뷰 내용에 의한다.
13) 예를 들어, Gadiraju et al.(2014)은 CF의 조사 대상 근로자 중 44%가 단순 주의
력 확인 질문(simple attention check questions)에 틀리게 답변하였음을 밝혀 내
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Mason과 Watts는 AMT 플랫폼에 게시된 일련의 실험적
업무를 통해, 보수가 높을수록 참여자들의 추가 근로 동기는 커졌지만 작업 결과
의 질이 높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Mason과 Watts(2010)의 연
구 결과는 근로자 게시판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http://turkernation.com/
showthread.php?21352 The Myth of Low Cost High Quality on Amazon’s Mechanical
Tur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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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장에 게시된 일상적인 업무들의 상당수를 ‘표준화’할 것을 촉구한다
(Ipeirotis and Horton, 2011).
이와 같이,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에서 업무를 게시하고 근로자를 구하
는 일이 용이하기는 하지만, 기업들은 어떻게 업무 품질을 보장하고 연속
되는 업무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유지하는가와 업무에 대한 대가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하는가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은 모두 플랫폼에 속한 근로자들의 소득과 전반적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아래에서는 이 노동자들의 크라우드워크 경력을 포함한 전반적
인 정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크라우드 노동자의 고용 패턴, 근무 경력 및
재정 안정성 : 조사 결과

AMT와 CF 플랫폼에 관하여 2015년 11월과 12월에 실시된 ‘ILO 크라
우드 노동자 조사(ILO Survey of Crowdworkers)’에는, 직업, 근무기간,
복수 직업 보유, 실제 근무시간, 소득, 이전의 근무 경험 등과 같이 노동
력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질문뿐만 아니라 표준적인 사회인구학
적 질문, 기타 크라우드 플랫폼에서의 업무에 관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
었다. 또한, 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가계 소득, 저축 관련 질문도 포함되
었다.14) 이 조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1부 조사는 기초적인 인
구학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 응답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과 크라우드워크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이 추가되어 있
다. 2부 조사에는 근무 경험 및 경력에 관한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포함
되어 있다. 1, 2부 조사 모두 크라우드워크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가능
14) 여론조사 업체인 ‘사운드라켓(Soundrocket)’에 데이터베이스 집계 및 정리뿐만 아
니라, 조사 설계, 프로그래밍, 시범 조사 및 본 조사 실시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도
록 의뢰하였다. 사운드라켓의 Scott Crawford와 팀원들의 이 프로젝트를 위한 노
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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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면 바꾸고 싶은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견해나 이 조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이러한 서술 답변은 이 조사의 양적인 결과에
더하여 질적인 면에서도 필자가 이 글에서 참조하고 있는 많은 정보를 제
공해 주었다.
1부 조사의 유효 응답자는 총 1,167명으로, 이 중 814명은 AMT, 353명
은 CF 플랫폼의 근로자들이었다. CF에서는 고유 식별 기호를 통한 근로
자 신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1부 조사에 응답한 근로자들에게 2부 조사
도 작성토록 요청할 수가 없었다. AMT의 경우, 1부 조사를 매우 관심
있게 작성한 789명에게 2부 조사에도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중 661
명(83.8%)은 2부 조사 전부에, 17명(2.2%)은 부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111명(14.1%)은 응답하지 않았다. 1부 조사를 완료한 근로자에게는 미화
1달러를(평균 소요 시간 : 10.36분), 2부 조사를 완료한 근로자에게는 미화
3달러를(평균 소요 시간 : 18.14분) 지급하였다.
무작위 표본 추출이 가능할 만큼의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universal
database)는 없지만, AMT 근로자들을 수년간 추적하여 인구 통계를 작
성하였고 이 통계는 원래대로 추적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15) 이 웹사
이트는, 요청자 및 업무에 관한 정보와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6개 문
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인구 통계학적 변수에 대한 자료를 제
공한다. 조사 실시 당시, 인도인이 근로자의 약 15%, 미국인이 거의 85%
를 차지하고 있었다.16) 이에 따라, 이러한 국가별 비중이 반영될 수 있도
록 그 표본을 여러 계층으로 분리하였다. AMT와 달리, CF는 페이팔
(PayPal) 계정 보유를 전제로 국가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받아들이기 때
문에 지리적으로 다양한 노동력 풀을 형성하고 있다. 353명의 CF 응답자
중에서 10명(2.8%)은 미국, 30명(8.5%)은 인도, 313명(88.7%)은 기타 국
가 거주자였다(그림 4-1 참조). <표 4-1>은 플랫폼별 조사 표본과, AMT
15) http://www.mturk tracker.com/#/general에서 볼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NYU 컴
퓨터 과학 교수인 Panos Ipeirotis가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Ipeirotis(2010) 참조.
16) 작은 비중이나마 기타 국가 출신의 근로자들도 있지만(일자별로 1～5%), 이 근로
자들은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없고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 대한 아마존 크레딧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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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플랫폼 및 국가별 조사 표본(응답자 수)
플랫폼

전체

CF

1부 조사

1,167

2부 조사

677

AMT
미국

인도

353

686

128

-

573

104

자료 : ILO Survey of Crowdworkers.
[그림 4-1] 조사 응답자의 전 세계 분포도

주 : AMT 응답자는 미국과 인도 거주자임. CF 응답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음.
자료 : ILO Survey of Crowdworkers.

의 경우에는 국가별 표본을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크라우드 노동자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 크라우드워크를 하는 이유, 임금,
업무의 정기성, 요청자 및 플랫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근로조건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 크라우드 노동자들의 재정 안정성과 사회보
호 수준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도록 한다.

1. 크라우드 노동자는 누구인가? 왜 크라우드워크를 하는가?
가. 인적 특성
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인구 통계학적 정보는, 최근의 다른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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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해 주었다(가령, Brawley and Pury, 2016). 미국인 AMT 근로자
는 남녀 성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남성 52%, 여성 48%), 인도인 AMT
근로자 및 CF가 대표하는 기타 51개국 근로자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
다 훨씬 많았다(CF는 73%, 인도인 AMT 근로자는 69%가 남성). 인도 근
로자는 평균 연령이 31.9세로, 35.5세인 미국 근로자나 34.3세인 기타 국
가들의 근로자보다 젊었다. 크라우드 노동자는 결혼한 적이 없는 경우
(47%)와 기혼자 또는 동거 중인 경우(46%)가 거의 동일한 비중을 차지했
다. 단, 결혼․동거의 비중에 있어서, 인도인 AMT 크라우드 노동자들
(61%)이 미국인 AMT 크라우드 노동자(45%)나 CF 노동자(43%)보다 더
높았다. 또한, 노동자의 41%(총 1,165명의 응답자 중 482명)는 동일 가구
내에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답하였으며, 이 중 86%는 그 미
성년자가 자신의 자녀였다. 자신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414명의 응답
자 중에서 61%는 6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림 4-2] 크라우드 노동자의 교육 수준(수준별 백분율)

주 : ‘대학 과정 이수’는 준학사 학위(associate’s degree) 소지자를 포함함.
자료 : ILO Survey of Crowd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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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크라우드 노동자들은 학력이 높다. 크라우드 노동자의 14.1%만이
고등학교 학력 이하였으며(1.1%가 고등학교 학력 미만임), 대부분의 근로
자는 ‘대학 과정 이수’(28.4%), 학사 학위(36.7%)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
(16.9%)를 소지하였다. ‘대학 과정 이수’로 응답한 근로자 중에서 29%는
현재 학위를 준비 중에 있다. 전체적으로, 학생은 조사 응답자의 14.5%를
차지한다. 인도인 AMT 근로자는 90.7%가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것으로 답하여 가장 높은 학력을 보였으며, 이에 비해 CF 응답자
와 미국인 AMT 응답자의 해당 비중은 각각 56.7%와 45.1%였다(그림
4-2 참조).
나. 근무기간
많은 경우에 초소형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깨
달은 후에 이 분야를 떠나기 때문에 크라우드 노동자가 상당히 구성원의
변동이 심한 집단이긴 하다. 그렇지만 수년 동안 크라우드워크를 수행해
온 핵심 근로자 집단도 존재한다. 전체적으로는 조사 응답자의 54%가 크
라우드워크에 1년 이상 종사하였으며, CF의 경우에는 평균 47%, 미국인
AMT 근로자는 51%, 인도인 AMT 근로자는 89%가 1년 이상 종사자에
해당된다. 인도인 AMT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긴 이유는 2012년에 아마존
이 발표한 미국 외 근로자들에 대한 계정 신설 제한 결정에 있다.17) 결과
적으로, 신규 인도인 근로자는 거의 없으며, 71% 이상이 이 플랫폼에서 3
년 넘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F와 미국인 AMT 근로자 표본에
있어서도 몇 가지 제한이 있는데, AMT 표본은 승인율(approval rating)이
95% 이상이며 최소 500 HIT(최소 5일 근무)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17) 2013년에 Amazon은 미국 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초청에 의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invitation only registration)으로 전환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설명은 mTurk
포럼에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아마도 부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책임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국제적 근로자를 허용하지 않는 명확한 규정을 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인도 AMT 근로자는 2012년 규정 변
경 전에 크라우드워크를 시작한 경우이다. http://turkrequesters.blogspot.fr/2013/01/the
reasons why amazon mechanical turk.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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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조사 응답자의 근무 기간(기간별 백분율)

자료 : ILO Survey of Crowdworkers.

한정되었고 CF 근로자의 조사는 ‘레벨 2’ 이상의 배지(badge)를 받은 근
로자에게 한정되었기 때문이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우드 노동자
로서의 근무 경험에 대한 주장들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였기 때
문에) 일부 대상이 배제된 표본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조사 결
과도 역시 상당수의 근로자가 장기간 이러한 일을 해왔음을 보여주고 있
다(그림 4-3 참조).
다. 크라우드워크 종사 이유
이 조사에서는 크라우드워크를 하는 이유에 대해 묻고, 복수의 이유를
18) CF 직원들이 여러 차례 제안한 이후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CF 웹사이트에 의하
면, ‘레벨 2’ 배지 근로자들이 “여러 업무 유형에 걸쳐 100개 이상의 테스트 문제
를 풀었으며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회사는 배지 부여 기준
은 밝히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 플랫폼에서 레벨 2 배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
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는 분명치 않다. http://crowdflowercommunity.tumblr.com/
post/80598014542/introducing contributor performance levels#sthash.HCFpMwu2.dpu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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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응답자
집단별로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미국인 AMT 근로자의 경우, 가장 중요
한 이유는 ‘다른 일자리의 수입을 보완하는 수단’이었으며, 45%가 이 답
변을 선택하였다(그림 4-4 참조). CF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비중이 26.4%
로 훨씬 낮기는 했지만 이 답변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혔다. 인도 AMT
근로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택 근무를 희망하기 때문이었으며
(31.7%), 다른 일자리의 수입을 보완하기 위해 크라우드워크를 하는 사람
은 9.8%에 불과하였다. 재택 근무 선호는 미국인 AMT 근로자의 경우
(19.4%)와 CF 근로자의 경우(18.4%)에도 상위의 이유에 해당하였다.
재택 근무를 선호하는 크라우드 노동자 외에, 재택 근무밖에 할 수 없
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 이유에 있어서는 남녀차가 상당히 컸
다. 인도의 AMT 노동자 중에서는 여성의 16.2%가 이러한 이유를 선택
한 반면에 남성의 해당 비중은 7%였다. 미국 AMT 근로자의 경우에는
여성의 15.8%, 남성의 4.8%가 이러한 이유를 선택하였다. CF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이유를 선택한 비중이 여성은 6.4%인 데 비해 남성은 2.8%
에 불과했다. 재택 근무만이 가능하다고 답한 근로자들(총 95명) 중에서
26%는 6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실제로, 서술형 답변에서 많은 응
답자들이 돌봄 의무를 크라우드워크 종사 이유로 꼽았다.
“병든 어머니를 돌보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는데 크라우드워크는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게 돈을 벌 수 있는 유연성과 수단을 제공해 준다.”–
AMT 근로자
“아이가 5명이라서 집 밖에서 일하기가 매우 힘들다. 시간당 평균 수입이
4～5달러이지만,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주유, 식비, 의류, 탁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가 보기에는 공평하다.”- AMT 근로자

돌봄 책임 외에, 자신의 건강 문제 또는 장애로 인해 재택 근무가 필요
한 근로자들도 있었다. 재택 근무만이 가능하다고 답한 근로자 중에서
36%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보수를 받고 할 수 있는 일의 종류에 제약
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크라우드 노동자의 9%(109명)는 자신이 보수를
받고 할 수 있는 일의 종류에 영향을 주는, 12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큰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나 질환을 갖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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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였다. 그 비중은 미국의 AMT 근로자가 더 높았다(12%). 놀라울 것
도 없이, 이러한 근로자들은 장애로 인해 집 밖에서 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크라우드워크를 주된 수입원으로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일부 근로
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크라우드워크는] 내 인생의 구세주다. 장애가 있지만 혜택을 받는 게 없어
서, 이 일은 내가 서 있거나 걷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다.”
–AMT 근로자
“… 나는 심각한 사회 불안 장애가 있어서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일할 수가
없다. 이 일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AMT 근로자

기타 선택된 이유들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인도의
AMT 응답자 중 18%는 크라우드워크를 하는 중요한 이유로서 ‘다른 일
자리보다 보수가 높아서’라고 답하였으며, CF 근로자의 8%가 이러한 이
유를 선택하였다. 미국의 AMT 근로자 중에서는 1%만이 같은 이유를 들
었다. 베네수엘라의 CF 근로자는, “크라우드 노동자로 일하면서 미화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미화 수입은 베네수엘라에서는
매우 가치가 크다. 덕분에 낮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 일을 주된 수입원
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서, 헝가리의 CF 근로자는 “크라우드 노동자로 받는 보수는
매우 적고 이러한 일자리의 가용성은 금액이나 시간에 있어 제한되어 있
다”고 지적하였다.
여가나 즐거움을 크라우드워크의 주된 동기로 삼는 경우에도 차이가
있다. CF 응답자 중 9%는 여가의 한 형태로 크라우드워크를 한다고 밝혔
으며, 16%는 재미가 있어서 한다고 답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인도 AMT
근로자의 19%는 재미 삼아 일한다고 하였고, 5%는 일종의 여가로서 택
하였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AMT 근로자 중에서는 3%만이 재미
가 주된 이유라고 답하였고 ‘여가의 한 형태’를 주된 이유로 답한 이들도
3%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 응답을 허용한 질문에 대해서
는 미국인의 42%가 재미를 크라우드워크의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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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크라우드워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백분율)

자료 : ILO Survey of Crowdworkers.

라. 주업(main job)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자리에 의한 수
입을 보완하기 위해 크라우드워크를 하지만, 주된 수입원(즉, 주업)으로
크라우드워크에 의존하는 근로자들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37%가 크라우드워크를 주된 수입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며,19) 그 비중은
인도의 AMT 근로자가 49%로 다른 집단들에 비해 높았지만, 미국인
AMT 근로자도 38%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고 CF 근로자들은 다소
낮은 비중(31%)을 기록하였다. 2부 조사에서 관련된 질문을 통해 AMT
근로자들에게 크라우드워크 외에 보수를 받는 기타 일자리나 사업이 있
는지를 물었다. 40%는 없었지만 60%는 기타 보수를 얻는 일자리나 사업
을 갖고 있었다.
19) 이 조사 결과는 AMT 근로자 357명을 대상으로 근무 만족도를 조사한 Brawley
와 Pury(2016) 결과와 유사하다. 조사 대상인 225명의 미국인 근로자 중에서,
39%는 주 수입원으로서 크라우드워크를 하였고, 인도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41%(132명 중 54명)가 이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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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크라우드워크 이전의 주요 활동(백분율)

주 : 일부 근로자들은 복수의 활동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총계는 100을 초과함.
자료 : ILO Survey of Crowdworkers.

크라우드워크 2부 조사에는 크라우드 노동자들이 크라우드워크를 시작
하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AMT 근로
자 중 거의 절반(미국인은 46%, 인도인은 49%)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을 하고 있었다. 기타는 다른 일을 하거나(미국인 26%, 인도인 49%),
실직 상태(미국인 33%, 인도인 26%), 교육이나 훈련 중(미국인 18%, 인
도인 36%), 자녀, 장애인 또는 노인을 돌보거나(미국인 26%, 인도인 33%),
이 중 2개 이상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였다(그림 4-5 참조).
실업은, 특히 미국인들의 경우에, 크라우드워크를 시작하는 중요한 동
기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중은 크라우드워크가 주된 수입원(주업)
인 사람들의 경우에 훨씬 높았다. 이 집단에서 57%가 크라우드워크를 시
작하기 전에 실직 상태였다고 답하였다.
마. 복수의 일자리 보유
크라우드워크 외에 다른 일자리도 갖고 있는 AMT 근로자는 60%에
이르렀으며, 그중 대부분은 피용자로서(미국인은 81.6%, 인도인은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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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다른 일자리를 가진 AMT 근로자의 고용상 지위(지위별 백분율)

자료 : ILO Survey of Crowdworkers.

종속적 고용 관계가 주문형 경제의 근로자 다수에게 여전히 큰 의미를 지
님을 알 수 있다. 미국인의 11.9%, 인도인의 3.9%만이 다른 형태의 ‘프리
랜스’ 일을 하고 있었다(그림 4-6 참조).
다른 일자리를 갖고 있는 크라우드 노동자들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조
사 결과는, 40%가 다른 일자리의 근무 시간 중에 크라우드워크를 한다는
사실이다. 단, 크라우드워크를 전적으로 다른 업무 시간을 활용해 하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 게다가, 55%는 자신의 사용자가 업무 시간 중에
크라우드워크를 하는 것을 용인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한 근로자는 자신
의 크라우드워크 경험에 대해, “보수는 적지만 다른 업무 시간을 활용해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대한 추가 수입을 얻는 것처럼 생각된다”고 말
하였다.

2. 크라우드워크의 근로조건
가. 보수 수준
‘ILO 크라우드 노동자 조사’에서는 크라우드워크에 대한 만족 또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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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이유와 함께, 크라우드워크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어떠한 변화를 원
하는지 물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업무에 대한 보수, 지속적
으로 일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요청자의 불공평한 처우, 근로자의 관심
사에 대한 플랫폼의 대응 부족 등 4가지 요구가 드러났다.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크라우드워크를 하는 일반적인 주의 소득이
얼마인지, 일반적인 주중에 보수가 지급되는 실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과, 일을 구하거나 자격 시험을 보거나 요청자를 조사하는 등과 같이 보
수가 지급되지 않는 일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물었다. 평균 시급
을 구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보수 및 무보수) 총 시간 수로 나
누었다. 일반적인 주중에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8.5시간이었으며, 이
중 21.8시간은 ‘보수 업무’에, 6.6시간은 ‘무보수’ 업무에 사용되었다.20) 즉,
근로시간의 거의 1/4(23.2%)이 무보수 업무에 쓰였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자면, 근로자가 보수 업무를 한 시간 할 때마다 추가 18분은 일을 찾
거나 무보수의 준비 작업을 하는 데 사용했다는 뜻이다.
근로자가 이용하는 플랫폼과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자의 평균 근
로소득은 시간당 1～5.5달러다. 미국의 AMT 근로자들이 시간당 평균
5.55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절반은 시간당 4.65달러(중위값) 이하 또는 이
상을 벌었다.21) 인도 AMT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소득은 3.17달러, 중위
값은 1.65달러였으며, CF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소득은 1.77달러, 중앙값
은 1달러에 조금 못 미쳤다(표 4-2 참조). CF 응답자들의 소득이 상대적
으로 낮은 이유는, 플랫폼에 게시된 작업들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
문일 가능성이 크다.22) 이러한 수치는 총 소득액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20) 특이값(outliers)은 제외하고 산출하였다. 크라우드워크가 주업이라고 말한 근로
자들은 주당 평균 36.5시간을 일하였으며(27.5시간은 보수 업무, 9시간은 무보수
업무), 이에 비해 크라우드워크를 부업의 형태로 하는 사람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
간 수는 23.5시간이었다(18.3시간은 보수 업무, 5.2시간은 무보수 업무).
21) 이 결과는 대기 모형(queuing model)에 근거하여 시급을 4.80달러로 추산한 Ipeirotis
(2010)의 결과에 부합된다.
22) 2013년 12월 이전에 CF는 AMT에 업무를 게시했었고, 당시 온라인 근로자 포럼
에서 저임금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또한, CF는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이유로
(공정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 고소를 당했다(Otey v. Crowdflower). 이 사건
은 2012년 캘리포니아 북부 지법에 제기되었으며, 두 차례의 재판 후에 법원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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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23) 대부분의 근로자 소득 수준은 해당 중위값 주위
에 집중되어 있지만, 미국과 인도 모두 AMT 근로자의 10%는 AMT 플랫
폼에서 시간당 10달러가 넘는 비교적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그림 4-7 참조).
<표 4-2> 2015년 11월/12월 플랫폼 및 국가별 시간당 보수(미화 기준)
CF
AMT - 미국
AMT - 인도
중위값 시급
0.94
4.65
1.65
평균 시급
1.77
5.55
3.17
표준 편차
2.61
3.97
4.24
관측치 수
315
667
111
주 : 99%에서 정리하고 0달러 응답은 제외함. 1부 조사의 결과임. 표준 편차는 이 건
의 경우 평균 시급을 의미하는 중간값(mean)으로부터의 이산을 측정한 것임.
자료 : ILO Survey of Crowd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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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미국 AMT, 인도 AMT 및 CF 근로자의 임금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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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자료는 99% 이상은 제외하고 0달러 응답도 제외함.
자료 : ILO Survey of Crowdworkers.
협안을 승인하였다.
23) 독립 계약자인 미국 근로자들은 소득세에 더하여, 자신의 근로 소득에 대해 자영
업자로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의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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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은 근로자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불만사항으로, 직업 만족도
질문에 대한 서술 답변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가능하다면 바꾸고 싶은
부분에 대한 질문의 서술형 답변을 포함하여 488건에서 거론되었다.
“보수 부분이다. 대단한 수준을 바라지는 않지만,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는
근접해야 할 것이다. 시간당 2∼6달러는 너무 적다.”–AMT 근로자(미국)
“더욱 공정한 보수를 원한다. 1분당 10센트도 가까스로 참고 있는데 그 아래
로는 탐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나는 매 작업(HIT)에 많은 생각과 노동을 할
애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AMT 근로자(미국)
“최저 업무 [보수]는 0.02(센트)여야 한다.”–카타르의 CF 근로자
“보수를 올려야 한다!”–터키의 CF 근로자
“HIT에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AMT 근로자(미국)

플랫폼 기반 근로의 한 가지 특징은, 요청자가 특정 국가의 근로자로
작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AMT의 경우, 주로 미국 근로자를 선호
하여 그에 한정함으로써 플랫폼의 인도인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인도 AMT 근로자의 소득차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러한 지리적 차단은 CF 플랫폼의 특징이기도 하다.
나. 업무량 부족 또는 불완전 고용
크라우드 노동자들의 또 다른 주요 관심사는 업무량 부족으로서, 90%
는 현재보다 더 많은 크라우드워크를 원한다고 답하였다(CF는 96%, 미
국 AMT 근로자는 85%, 인도 AMT 근로자는 97%). 현재 왜 크라우드워
크를 더 많이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CF 응답자의 60%는 ‘업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미국 AMT 근로자는 38%가, 인
도 AMT 근로자는 36%가 이와 같이 답하였다. 불충분한 보수(‘보수가 충
분하지 않다’)를 이유로 든 경우는 CF가 14%, 미국 AMT 근로자가 33%,
인도 AMT 근로자가 24%였다. 더구나, CF 근로자의 71%, 미국 AMT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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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61%, 인도 AMT 근로자의 64%는 크라우드워크 외의 일을 더 하
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는 크라우드워크와 마찬가지로 기타 일
자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실제로, CF
근로자의 46%, 미국 AMT 근로자의 23%, 인도 AMT 근로자의 46%가
지난 4주 동안 크라우드워크 외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았다고 답
했다. 이와 같이, 불완전 고용은 전 세계 많은 크라우드 노동자들에게 심
각한 문제임이 틀림없다(그림 4-8 참조).
크라우드워크를 더 하고 싶어하는 321명의 CF 근로자 중에서 주당 추
가 희망 근로시간은 평균 13시간이며, 크라우드워크 외 추가 근무를 희망
한다고 답한 236명의 경우 주당 추가 희망 근로시간은 9시간이다.24) 미국
AMT 근로자의 주당 추가 희망 근로시간은 각각 평균 10.5시간(458건)과
11.9시간(340건)이었다. 인도 AMT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 11.2시간(98
건), 11.4시간(65건)이었다. 이와 같은 추가 근로 희망은 의외이기도 하지
[그림 4-8] 현재 크라우드워크나 그 외 일을 더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집단별
백분율)

자료 : ILO Survey of Crowdworkers.
24) 이후의 산출에서 특이값은 제외한다(99% 이상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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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불충분한 보수를 암시하기도 한다. 실제로, 2부 조사 응답자(665명)의
49%가 지난달 적어도 하루는 10시간 넘게 크라우드워크를 했다고 답했
다. 또한, 60%는 주당 6일 이상 규칙적으로 일한다고 답하였다(21%는 규
칙적으로 주 6일을, 39%는 규칙적으로 주 7일을 근무함).
“AMT로 생계를 잇는 데 있어 가장 힘든 부분은 사실상 일거리를 찾는 일
이다. 일하는 데 1시간 쓸 때마다 어떤 일거리가 새로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가 가동시킨 다양한 스크립트를 모니터링하느라 거의 2시간씩 사용한다.”–
AMT 근로자
“나에게 맞는 일거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를 개선하고 싶다. 때로는
작업을 할 시간이 있어도 할 만한 일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AMT 근로자
“…AMT에서 돈을 버는 열쇠의 절반은, 이 사이트에 24시간 내내 머물면서
스크립트를 계속 가동시켜 가장 좋은 일거리가 나올 때 바로 낚아챌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AMT 근로자
“특정 일거리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대신 작업이 하나씩
차례대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CF 근로자(세르비아)
“지금까지는 비교적 긍정적인 경험이었다. 단, 실제 일하는 시간에 비해 너무
나 많은 시간을 일거리를 찾는 데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AMT 근로자

실제로, 일거리를 찾기 위해 온라인에 접속해 있어야 하는 압박은 크라
우드워크의 상당히 큰 장점인 유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할 수
있다면 크라우드워크의 어떠한 부분을 바꾸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어떤
AMT 근로자는 “하루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언제 일자리가 게시되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하였다.
다. 요청자의 불공정한 처우와 플랫폼의 무관심
크라우드 노동자의 주요 불만 중 하나는 요청자들의 부당한 처우로서,
여기에는 보수 지급이 거부되거나 업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
된다. 또한, 근로자와 요청자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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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있어서 근로자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플랫폼에 크게 실망하
기도 한다. 조사 대상 크라우드 노동자의 94%는 작업 결과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보수 지급을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 후속 질문으로 근로자들에
게 이러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많은 경우에 근로
자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정당했다고 답하였지만, 34%는 소수의
경우에만 그러한 거부가 정당했다고 답하였고 19%는 정당한 이유가 없
었다고 답했다. 많은 경우에, 그러한 거부는 요청자 측의 지시가 불분명
한 데다가 근로자가 요청자와 소통할 수 없는 여건이 겹쳐서 생긴 결과였
다.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요청자들이 모든 유형의 일에는 학습 곡선이 있다는 점을 좀 더 배려했으
면 한다. 진짜 일자리에서 일을 할 때는 배우고 실수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
고 피드백도 주어진다. 하지만, 크라우드워크에서는 (주로 작업의 지시 내용이
모호해서) 첫 실수를 하면 바로 거부당하거나 심지어 차단될 수도 있다.”–
AMT 근로자
“일 자체가 아니라 현재 시스템에 불만이 있다. 요청자들은 제출된 업무 결
과를 임의대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착취를 당한다. 자주 공짜
노동력과 데이터를 얻는 요청자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 대
금 이체 지연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고객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AMT 근로자
“최근에 한 요청자에게 그가 요청하는 업무에 대한 보수를 조금 더 올려달
라고 정중하게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냈더니 나를 차단시켰다. 그의 답변은 매
우 거만하고 무례하였다. 이 사실을 터크옵티콘(Turkopticon)에 보고했더니,
그 요청자는 내 인격을 모독할 의도로 계정을 신설하고 내 실명을 공개적으로
사용했다. 그의 거만한 이메일에 답하지 않았더니... 나를 차단시켰다. 그는 나
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미 내게 승인한 일을 거부할 수는 없으니 차단을 해
서 내 계정을 위험하게 하는 게 차선이라고 말했다. 믿기 힘든 일이다. 아마존
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AMT 근로자
“‘테스트 질문’에 시간을 쓰게 하고는 완료한 후에 일을 주지 않을 수도 있
다고 예상하긴 힘들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난다. 근로자 포럼
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떤 일거리에 업무가 남아 있지 않으면, 그 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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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CF 근로자

3. 크라우드 노동자의 재정적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
크라우드 노동자의 재정적 안정성과 사회 보호 적용은 그들의 크라우
드워크 의존도와 상당히 관련이 크다. 다른 일자리를 갖고서 크라우드워
크로 수입을 보완하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일자리에서 피용자로
분류되며(80% 이상), 그 일자리를 통해 더욱 신뢰할 만한 추가 소득뿐 아
니라 사회적 보호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크라우드워크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미국 AMT 근로자 38%와 인도 AMT 근로자 49%
<표 4-3> 인도와 미국의 주업 및 부업 크라우드 노동자의 재정적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
(단위 : %)

미국[n=558]

인도[n=103]

전체 주업 부업 전체 주업 부업
27.6
72.4

10.1
89.9

48.5
51.5

49.0
51.0

48.0
52.0

84.6

75.2

90.2

73.8

68.6

78.9

15.4

24.8

9.8

26.2

31.4

21.1

61.7

41.4

73.9

67.0

56.9

76.9

38.3

58.6

26.1

33.0

43.1

23.1

사적연금/IRA/401k/연금 또는 퇴직준 그렇다 27.8
비금에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고
아니다 72.1
있는가?
그렇다 75.1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아니다 24.9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가? 그렇다 51.5
[미국에 한함, n=678]
아니다 48.5

8.1

39.7

28.2

13.7

42.3

91.9

60.3

71.8

86.3

57.7

61.9
38.1
9.4
90.6

83.1
16.9
77.0
23.0

50.5
49.5

35.3
64.7

65.4
34.6

확대가족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가?

그렇다 16.7
아니다 83.3

가계의 월소득 총액이 의식주 및 교통 그렇다
비와 같이 기초생계비를 충당하기에
아니다
충분한가?
개인비상시 비용인 $500(미국) or $250 그렇다
(인도)를 충당할 수 있는 저축액이 있
아니다
는가?

주 : 2부 조사의 데이터(AMT 근로자만 포함)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1부 조사
에서 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관련 질문의 답변은 포함함. 사회보장
관련 질문의 경우, 자발적 기여금과 다른 일자리에 의한 기여금 모두 포함함.
자료 : ILO Survey of Crowd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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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재정적 상황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확대
가족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고(크라우드워크를 주업으로
하는 근로자의 27.6%가 확대가족에 의존하는 반면, 크라우드워크가 주업
이 아닌 근로자는 10.1%가 확대가족의 지원에 의존함), 매월 기초 생계비
충당에도 더 어려움이 크며(미국은 24.8% 대 9.8%, 인도는 31.4% 대
21.1%), 비상시 대비를 위한 저축도 충분치 않다(미국은 58.6% 대 26.1%,
인도는 43.1% 대 23.1%)(표 4-3 참조). 또한, 크라우드워크를 주된 수입원
으로 하는 대부분의 크라우드 노동자는 사회 보장 적용이 미흡하여, ‘노동
통계 전문가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에 의하면, ‘비공식 취업(informally employed)’ 상태가 된다고 한다(ILO,
2003).25) 실제로, 미국의 크라우드워크 주업 근로자 중 8.1%만이 사적 연
금 계정에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9.4%만이 사회 보장 기
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답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이 근로자들의 정
년 도달 시 재정 형편뿐만 아니라 장애 급여 적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낳
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는 크라우드워크 주업 근로자들의
13.7%만이 퇴직 준비금을 납부하고 있는 데 비해 크라우드워크가 주업이
아닌 근로자는 42.3%가 그러한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률도 미국의 크라우드워크 주업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38.1%를 기록하였으며, 인도의 크라우드워크 주업 근로자의 64.7%가 보
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두 국가 모두 크라우드워
크를 부차적인 소득원으로 하는 근로자에 비해 보험 미적용률이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제4절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한 크라우드워크 재조직

대부분의 크라우드 노동자들은 그 일을 좋아하며 재택 근무 기회를 감

25) Hussmanns(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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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히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 안정적이고 꾸준한 업무
제공 미흡, 근로자의 관심사와 빈곤층에 대한 플랫폼의 무관심, 때로는
착취적인 요청자와의 관계에 좌절감을 느낀다. 현재, 플랫폼들은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제가 전혀 없다거나 독립적인 당사
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서비스가 교환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플랫폼이 시장을 규제한다. 사실상 Argawal et al.(2013)이 설명한 바와
같이, “플랫폼은 거래 당사자들에게 지시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시장성
과를 독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정부와 같은’ 입장을 갖는다.
Argawal et al.(2013)은 “참여자들이 얼마나 자주, 어떠한 맥락에서 서로
에게 노출되는지, 어떠한 정보가 당사자들에게 수집되는지, 이러한 정보
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등을 플랫폼이 결정하는 방식”을 기술한다. 이들에
의하면, “플랫폼은 허용될 수 있는 거래, 진입 방법, 허용되는 계약과 가
격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26) 플랫폼은 분쟁을 조정하고 “분쟁 해결
방법을 궁극적으로 결정하기도 한다.”27)
이와 같이, 플랫폼은 근로자들을 독립적인 계약자로 분류함으로써, 최
저임금이나 초과근무수당 지급,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장과 같이 고용 관계에 따르는 주요 의무를 덜게 되었다. 결
과적으로, 크라우드 노동자들은 작업량이 충분치 않거나, 고객이 보수 지
급을 거절하거나, 보수가 낮은 경우, 또는 심지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과 관련하여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게다가, 크라우드 노동자들은 요청자
들이 해당 업무를 게시하면서 정한 보수에 대해 협상을 할 능력이 없으
며, 때로는 플랫폼에서 청구하는 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Kingsley, Gray
and Suri, 2014). 이러한 위험은 크라우드워크나 주문형 경제 전반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담론에서 대체로 간과되고 있는데, 이러한 담론에서
는 크라우드워크나 주문형 경제 근로가 단순히 여가활동이라든가 추가
수입원으로 묘사되고 있거나, 이러한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긱’에서 ‘긱’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문제
위주로 논의의 재구성을 꾀하고 있다.
26) Ibid, p.19.
27) Ibid,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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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주문형 경제 노동자들에게 현재 그들이 누
리고 있지 못한 기본적 보호 제도 몇 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
다. 신미국재단(New American Foundation)이 제기하여 폭넓은 지지와
관심을 받았던 한 가지 제안은, 단순히 주문형 경제에 속하는 이들에 그치
지 않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개인 보호 계정(individual security account)
을 신설하자는 것이다(Hill, 2015).28) 이 재단의 제안에 의하면, 모든 근로
자에게 계정을 설정하고, 근로자가 일한 기업의 수나 현재 체결한 계약의
유형에 관계없이, 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나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이 계정에 납입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이 계정
에서 병가나 휴일․휴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 메디케어, 실업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기존의 제도에 보험료 등
을 납부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업은 자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갖
는 것과 동일한 의무를 독립 계약자에 대해서도 지니게 되며, 결과적으로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로 채용하는 인센티브가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다.29)
이 제안은 다양한 부류의 근로자들 사이에 동등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로시간 제한
준수, 우버(Uber)나 리프트(Lyft) 기사의 유류비, 크라우드 노동자의 컴퓨
터나 인터넷 접속과 같은 업무 비용 지급 등을 포함한 사용자의 기타 책
무를 간과하고 있다. 더구나, 이 제안은 주문형 경제 노동자들이 직면하
고 있는 중요한 과제, 즉 일의 가용성과 신뢰성(reliability)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한다. 오히려, 현재의 계약 체계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미
국의 현행 사회적 보호 제도에 대한 비평을 통해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로부터 관심을 멀어지게 한다.
또한, 이 제안은 ‘사용자’가 실제로 어떤 근로자에게 책임을 갖게 되는
가와 관련하여 더 큰 법률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크라우드 노
동자나 우버 기사는 정규 근로자와 매우 유사하고 (기업에 대해 종속성을
28) 이 주제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은 DePillis(2015) 참조.
29) Harris와 Krueger(2015)는 중개자가 근로자의 사회보장 기여금 절반을 납부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중간 단계의 법적 고용지위 신설을 주장하
는 것으로, 이 집단은 단체교섭권은 지닐 수 있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보호 제도
의 적용은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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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들을 대신하여 기여금 등을 납부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지만, 주택 개조를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건
축가, 누수관을 수리하는 배관공과 같이 진짜 독립적으로 고용된 사람이
개인 보장 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대기는 힘들다. 특히, 이
러한 전문가가 자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더 나아가, 이 제안으로는 불충분하고 산발적인 업무라는 근본적인 문
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많은 조사 응답자들이 지적한 바 있으며,
작업조직과 관련된다. 현재 크라우드워크의 작업조직은 근로자뿐만 아니
라 플랫폼에 일을 게시하는 기업들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점들이 있다. 작
업조직을 바꾸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다. 현재, 기업(또는
‘요청자’)이 플랫폼에 업무를 게시하면 그에 대해 수수료(해당 일자리 비
용의 20～45%)를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를 많이 내면 그만큼 ‘높은’ 범주
의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일을 맡게 될 근로자를 지리적으
로 제한할 수 있고 근로자를 선별하기 위한 ‘자격 테스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근로자의 능력이나 기술에 대한 정보도 없고, 특
정 업무가 완료되고 나면 그 업무가 더 큰 작업의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근로자가 계속 일한다는 보장도 없다. 소통은 제한되어 있고 업무
관련 훈련의 기회도 전혀 없다. 게다가, 업무의 대가를 결정하기 위한 지
침도 없는데, 이러한 가격 설정은 해당 업무의 질과 그 완료 시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업무의 질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모든 일은 사후 검
수가 필요하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업무 결과를 검수하게 하면 제대로
완료된 일이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외되며, 해
당 근로자에게 보수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포럼에서 요청자
의 평판이 훼손될 위험도 있다. 다른 근로자들에게 업무 결과를 심사하게
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끝으로, 요청자는 일자리를 게시할 때는 항
상, 심지어 이전에 게시된 일자리와 상당히 유사한 경우라도, 같은 이슈
들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사에 응한 많은 근로자들이 요청자와의 소통 부족을 이 시스템의 안
타까운 결점이자 궁극적으로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았다.
“지금까지 이 일과 관련하여 내가 가장 힘든 점은 요청자와 실시간 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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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분명한 지시 때문에 상당히 여러 업무를 반환
해야 했다. 요청자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했더라면 그러한 지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AMT 근로자
“통상적인 일자리의 경우에는 직접 상사에게 가서 지시를 받을 수 있다. 하
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훨씬 더 많이
애를 써야’ 하며 이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다. 이메일 답신을 잘하는 요청자
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 소통은 크라우드워크에서 크게 개선이
되어야 할 영역이다.”–AMT 근로자

전용 인력—직원—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전형적인 고용 관
계에서 그러하듯이 근로자들을 심사하여 직원으로 고용하고, 훈련, 평가,
지도할 수 있다. 사업이 크라우드 노동자들의 업무로 운영되고 정기적으
로 플랫폼에 업무를 게시하는 기업들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현
재 플랫폼에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간헐적인 업무에 크
라우드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타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플랫폼의 서비스
를 구입하여 이를 통해 심사를 거쳐 훈련된 자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
다.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들에게 비효율적인 검색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분명한 이점이 있을 뿐 아니라, 업무의 품질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 못
한 기업들에도 이롭다.30)
고용 관계로 회귀함으로써 크라우드워크가 안고 있는 두 가지 주요 문
제점, 즉 일의 불확실성(unreliability)과 저임금을 해결할 수 있다. 사용자
는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를 지니게 되며, 이에 따라, 사용
자는 근로자들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결과가 충분한 질을 갖추며
기업의 이익이 ‘근로자의 사회적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임
금이 아니라 창출된 가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업무를 조직할 수밖에 없게
된다(Webb and Webb, 1902). 법 이행을 위해 작업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기업과 경제 전체에 유리하다. 20
세기 초반 미국에 최저임금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도입되었을 당시, 기
업들은 착취적 작업장에서 벗어나 법 준수를 위해 노동 관행을 바꾸어야
30)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이 현재 보이고 있는 비효율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앞서 언
급한 Ipeirotis and Horton(201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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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했다. 그러자, 생산성이 향상되었다(Piore, 2004). 주문형 경제 내에서,
지속적인 피용자 풀을 유지하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을 더욱 철저하게
심사하게 되고 기업이 훈련에 투자하면서 업무의 질과, 궁극적으로는, 기
업의 성과가 개선된다.
크라우드워크는 업무 기반 근로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성
과급(piece rate)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성과급을 보편적인 최저임금에
부합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기술 덕분에 업무의 평균 완료 시간을 기준
으로 하는 요율 설정이 손쉬워질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이(성과급 작업
에 관한 여러 법에서 요구하는) 유급 휴무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모니터링하는 일도 기술로 인해 용이해질 것이다.31) 전용 인력을 갖춤으
로써 사용자는 해당 업무가 사전에 조직되도록 하며 가동 휴지 시간
(downtime)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크라우드 노동자들은, 보수가 지
급되는 업무 매 시간에 대해, 평균 18분을 일자리를 찾거나, 요청자가 공
정하고 정직한지 확인하기 위해 요청자에 대한 평가를 읽거나, 업무 지시
사항을 읽거나, 자격 시험을 치르느라 무보수로 사용한다. 이러한 무보수
시간은 낮은 시급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다. 생산성은 자동적으로 향상
될 것이다.

제5절 소 결

현재 크라우드워크는 미국이나 기타 지역에서 양질의 근로 기회를 제
공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크라우드 노동자들이 재택 근무 기회를 감사히
여기고 있기는 하지만, 보수 수준, 일의 불확실성, 요청자와의 소통 부족,
플랫폼의 대응 미비 등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요청자들은 일련의 업무
들이 일괄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점, 일정치 못한 품질, 근로자와의 의사
31) 세계 여러 국가들의 성과급 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는 Sankaran(2016) 참조. 다수
의 국가들이 성과급 산출 방법 및 휴식시간 반영 방법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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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부족, 지속적으로 바뀌는 인력 등의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현재, 근로자들은 독립 계약자로 채용되며,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일하
고32) 자신의 수입을 전적으로 그 플랫폼에 의존하면서도 로그온/오프 시
점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플랫폼에 대해 어떠한 통제권도 갖지
못한다. 크라우드 노동자의 40%는 크라우드워크를 주된 수입원으로 한
다. 이 근로자들은 자신의 생계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저축
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보장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정도의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기간을 거친 후에 크라우드워크에 진입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크라우드워크와 기타 일자리를 병행하는 크라우드
노동자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수입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플랫폼은 크라우드워크 노동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플랫폼은 분
쟁에 개입하여 조정할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정보가 수집되고 게재되
는 방식, 참여자들이 상호 노출되는 방식과 정도, 누가 플랫폼에서 일할
수 있고 어떠한 지위를 갖게 되는지 등을 결정한다. 즉, 규제되지 않는 시
장이 아니라, ‘플랫폼에 의해 규제되는’ 시장이다. 따라서, 크라우드 노동
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노동 기준
이행을 강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부 개입이 플랫폼에 일자리를 게시하는 기업들에는 초기 조
정 비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더욱 생산
적인 작업조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근로자들을 심
사하여, 훈련시키고, 전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생산성이 매우
높아지고 사용자들에게 고품질의 작업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근로자
들이 직원으로 분류되면 고용 안정이 크게 향상되고 수입 면에서도 안정
성이 높아진다. 누가 재정을 부담하든 간에, 일종의 휴대 가능한 개인 보
호 계정을 신설하더라도, 주문형 경제 근로자들의 주된 문제가 보호의 휴
대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긱’ 근로와 연관된 수입의 불안정성에 있기 때문
에, 그러한 계정이 이들에게 충분한 소득 안정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근로방식의 재조직만이 이와 같이 점차 확대되는 중요한 신흥 경제 부문
32) 이 조사에서, CF 근로자의 76%, 미국 AMT 근로자의 70%, 인도 AMT 근로자의
74%가 전적으로 CF 또는 AMT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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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양질의 바람직한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
들에게도 이롭지만, 궁극적으로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에도 이익이 된다.
한 조사 응답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분명히 미래에 폭발적으로 증
가할 가능성이 큰 근로 방식이다. 초기 단계에 어떠한 식으로든 공정성이
존재한다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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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는 글

주문형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수그러지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보인
다.33) 우버는 단 7년 만에 신생기업에서 600억 달러 가치로 평가되는 글
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34)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설립 이후 8년 만에 논
쟁의 여지없이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업체가 되었다.35) 이러한 유명 브랜
드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대규모 브랜드들을 따라잡으려는
소규모 주문형 기업들의 도전적인 시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런
던 언더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지는 최근의 광고 캠페인은 우버, 태스크래빗, 딜
리버루(Deliveroo)와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유명해진 브랜드와 더불어 무
수히 많은 신생 기업들을 홍보하고 있다. 집젯(ZipJet)은 당신의 빨래를
거두어서 세탁하고 다림질한다.36) 독버디(DogBuddy)는 당신의 반려견을
산책시키거나, 당신이 집을 떠나 있거나 바쁠 때 반려견을 돌봐줄 것이다.

33) 본 연구는 European Progressive Studies(FEPS) 재단 및 UNI-Europa와 공동으
로 영국 University of Hertfordshire의 Hertfordshire Business School에 의해 수
행되었다. 추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Huws, Spencer and Joyce(2016) 참조.
34) 이 평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Kaminska, I.(2016) 참조.
35) Economist(2016) 참조.
36) https://www.zipjet.co.uk(2016년 11월 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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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쟁사인 테일스터(Tailster)가 하듯이 당신이 안심하도록 반려견
을 찍은 디지털 사진을 전송한다. 테일스터는 GPS 트래킹을 사용하여 당
신이 계속 반려견 산책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고양
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37) 어번마사지(Urbanmassage)는 현대 생활
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하게 다양한 이
완 치료를 제공하고자 유자격 테라피스트를 보낼 것이다. 이 웹사이트는
고객이 접촉하는 방법과 서비스에 대한 지불 방법 정보와 함께 잠재적 세
탁기사, 반려견 산책 돌봄사, 고양이 돌봄사, 마사지 치료사가 어떻게 서
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주문형 경제의 규모와 특성을 평가하려는 시도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것은 경제 활동이 급속하게 확장되는 영역이 참신할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새로움과 이질성의 조합은 연구자들에게 개념적 본
질의 문제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경험적 문제들과 방법론적 문제들을 노
정시킨다. 특히 주문형 경제의 규정 방법에 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
다.38) 아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각각 다른 정의는 규모에 대한 다른
평가를 초래한다. 하지만, 그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진전은 가능하다.
본 연구가 채택한 접근 방법은 주문형 경제의 한 가지 특정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다시 말해 크라우드워크를 말한다. 여기에서 크라
우드워크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구성된 유료 작업으로 정의된다.39) 크
라우드워크는 온라인에서 구성되고 중재되지만, 크라우드 노동자의 가정
이나 고객의 가정에서, 공장, 사무실, 창고, 또는 소매 판매점과 같은 근무
지에서, 또는 거리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수행될 수 있다. 크라우드워크는 온라인 기술, 또는 전통적인 공예기술을
요구할 수도 있고, 전혀 기술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크라우드 노동
자는 피용자거나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
37) https://uk.dogbuddy.com; https://www.tailster.com(2016년 11월 1일 접속).
38) A Review on the Future of Work : Online Labour Exchanges, or ‘Crowdsourcing’ :
Implication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Bilbao. Available here : https://osha.europa.eu/en/toolsand-publications/publications/future-work-crowdsourcing(2016년 11월 1일 접속).
39) 제5장에서 크라우드워크는 플랫폼 노동 전체를 통칭한다(편저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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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점은 그들이 수행하는 작업이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조직되고, 크라우
드 노동자는 그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수입을 얻고자 한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의 다른 기고자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그러한 희망이 항상 실현되
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노동 형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
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에
대한 연구가 긴요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크라우드워크의 규모를 평가하고자 했던 첫
번째 시도에서 얻은 결과를 제시한다. 이미 언급된 개념적 문제와 경험적
문제에 대해 우선 논의하고, 연구에 채택된 조사방법을 그 뒤에 이어서
소개한다. 그 다음, 주요 결과가 제시되고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새롭고
급속하게 변하는 분야에서 사례는 불가피하게 탐구적 연구를 동반해야
하므로, 어떤 결론은 불확실한 것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음에, 이 연구는 유럽 크라우드워크의 범위와 특성에 대한 유용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제2절 크라우드워크의 범위와 특징에 관한 선행연구

현재까지 크라우드워크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본 절에
서는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를 개관하고자 한다. 첫째, 크라우드워크 규모
예측을 위한 과거의 시도에 대해 논의한 후, 작업 유형에 대한 연구와 크라
우드 노동자들의 인구 통계를 살펴본다.

1. 크라우드워크의 범위
주문형 경제 규모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수많은 난제에 직면하고, 이러
한 난제는 주로 위에서 논의된 문제에서 파생된다. 즉, 크라우드워크가
상당히 다양하고, 명확한 정의 및 합의된 용어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난제들로 인해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전략을 채택했다. 어떤 사람들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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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워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광범위하게 평가하고자 했고, 다른 사
람들은 특정 플랫폼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또 다른 접근법은 플랫폼
자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하기도 했다. 최근 어떤 연구자들은 광범위
한 인구를 기반으로 추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문형 경제의 전체 규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추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크라우드워크에 대한 글로벌 시장을 평가하려는 이전의 시도는 크라
우드워크의 규모와 급속한 성장을 확인했지만, 결론은 가지각색이다. 창
의적이고 전문적으로 숙련된 온라인 작업을 볼 때, Elance/oDesk(현재는
Upwork)의 추정 총 시장 가치는 2013년 16억 달러에서 2020년 470억 달
러까지 성장할 것이다.40) 반면, 스태핑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온라인 크라우드워크의 가치는 2012년 10억 달러에서 2018년 50억 달러
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41) 더욱 광범위하게 ‘인간 클라우드’ 플랫
폼에 대해 Kaganer 등의 연구자들이 추정한 글로벌 수익 증가율은 2010
년 53%에서 2011년 74%까지 높아졌다.42) 매솔루션즈(Massolutions)가
2012년에 추정한 크라우드 노동자 숫자는 매년 100% 이상 증가했다.43)
하지만 그러한 추정치가 실제 크라우드 노동자 숫자로 어떻게 변환되는
지는 전혀 명확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각 플랫폼에 등록된 숫자에서 시작하여 크라우드 노동자
총 숫자에 해당하는 수치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이 정보는 플
랫폼에 의해 보유되고 있고, 많은 플랫폼들이－특히 잠재적 글로벌 시장
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등록된 노동자 숫자를 밝힌다. 예를 들
어 독일 기반의 트와고(Twago)는 23만 9,742명의 프로그래머, 8만 4,622
명의 앱 개발자, 17만 6,953명의 개발자, 6만 8,498명의 작가, 그리고 5만
7,081명의 온라인 마케터를 포함한 57만 6,0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있
다고 주장한다.44) 그러나 이러한 수치의 정확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이 수치들은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여러 플랫폼에 등록
40)
41)
42)
43)
44)

Hippler(2014) 참조.
The Economist(2013) 참조.
Kaganer, Carmel, Hirschheim and Olsen(2013) 참조.
Massolutions(2012) 참조.
https://www.twago.com(2016년 10월 1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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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플랫폼이 표시한 수치
는 명확한 정의가 부재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Freelancer)는
2,000만 명 이상의 ‘등록된 사용자들’과 1,000만 개 이상의 ‘게시된 전체
업무’가 있다고 주장한다.45) 그러나 ‘등록된 사용자’ 중에는 작업자와 고객
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다른 것들 중 업워크(Upwork)도 마찬가지로 모호
해서, ‘100,000+ 최고 등급 웹 프로그래머’, ‘10,000+ 최고 등급 작가 및 에
디터’, 그리고 ‘15,000+ 최고 등급 컨설턴트’가 있음을 주장한다.46) 이 수
치들은 부정확할 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하나 이상의 카테고리
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고도로 숙련되고 중요도가 높은 전문 작업을 처리하는 플랫폼의 경
우, 그 수는 훨씬 더 적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액시엄(Axiom)은 ‘변호사’
와 ‘준법률가’부터 ‘매니저 서비스’와 ‘프로젝트 매니저’까지 ‘3개 대륙에
걸쳐 1,500+ 이상의 노동자’를 통해 다양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47)
아직 작은 규모이지만, 에덴 맥컬럼(Eden McCallum)은 500명의 경영 컨
설턴트를 제공한다.48)
오프라인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오히려 등록된 작업
자들의 정확한 숫자를 게시하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 아마도 이
것은 로컬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면, 레이티
드피플(RatedPeople)은 5만 명의 ‘양질의 지역 전문가’49)를, 그리고 클리
닝 플랫폼인 해슬(Hassle)(현재는 헬플링(Helpling)의 일부)은 ‘2,500명이
상의 독립 청소부’50)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등록된 ‘업무 수행자
(tasker)’ 숫자는 태스크래빗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없다.51) 우버는 웹사
이트에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런던에 ‘3만 명 이상’의 운전사가
있다고 주장한다.52) 온라인 작업 플랫폼과 달리 오프라인 플랫폼의 규모
45)
46)
47)
48)
49)
50)

http://www.freelancer.co.uk(2016년 10월 14일 접속).
https://www.upwork.com(2016년 10월 14일 접속).
http://www.axiomlaw.com(2016년 10월 14일 접속).
The Economist(2015) 참조.
https://www.ratedpeople.com/trades/(2016년 10월 15일 접속).
Archived press release. https://hassle.com/uk/press-releases/national-expansion
(2016년 10월 15일 접속).
51) https://www.taskrabbit.co.uk(2016년 10월 1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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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작다. 예를 들어, 태스크팬더스(Taskpandas)는 영국의 도시 5곳
에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추가 수입을 올리
려는 ‘1,500명 이상의 활동 중인 팬더를 확보하고 있다.’53) 그러한 플랫폼
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총 인원 수를 추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의 숫자가 매
우 많다는 점이다. 어떤 플랫폼은 국제적으로 활용되지만, 어떤 플랫폼은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국내에서만 활용되고 있다.54) 게다가 온라
인 작업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은 매우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
정이다. 2014년 스태핑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Staffing Industry Analyst)
는 ‘중국의 33개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145개의 온라인 인력파견 플랫폼
사업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우리가 탐지하지 못한 많은 수의 작은 플랫
폼 사업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55) 온라인 경제 영
역의 급속한 팽창과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의 확산을 감안할 때, 이러한 수
치는 오히려 적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규모 플랫폼의 수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해당 영역에서의 변화를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는 데 어려
움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다수의 플랫폼과 다른 플랫폼에 의
해 인용된 숫자의 최대 범위, 부정확한 수치, 그리고 이 숫자가 무엇을 나
타내는지에 대한 불명확성이 합쳐져, 플랫폼 자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출
발점으로 삼아 크라우드 노동자의 총 숫자를 추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
음을 보여준다.
크라우드워크 참여를 추정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방법은 경제 활동 패
턴, 특히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고용 형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불행하게
도 공식적인 고용 통계가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직 발전의 속도를 쫓아가
지 못하고 있어, 신뢰할 만한 국가 통계는 일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52)
53)
54)
55)

https://www.ft.com/content/2bedda7a-4e7e-11e6-88c5-db83e98a590a
http://www.taskpandas.com/about_us.php(2016년 10월 15일 접속).
Green, de Hoyos, Barnes, Baldauf, and Behle(2014); Mandl(2014) 참조.
http://www2.staffingindustry.com/eng/Research/Research-Topics-Reports/NorthAmerica/2014-Online-Staffing-Platform-Landscape-Can-more-be-better(2016
년 10월 1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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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 제로 성장을 나타내는 공식 수치에 의해 촉발된 최근 미국에서
의 논쟁이 이러한 어려움의 전형적인 예이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의 확대
가 크라우드워킹의 성장을 동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월스트리트 저널로 하여금56) 온라인과 ‘긱’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의심하
게 만들었다. 하지만, 바로 지적되었듯이, 다른 공식 통계는 다른 이야기
를 들려주고, 그중 어떤 것은 성장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57) 사실, 이 부
분에서 공식 통계에 문제가 있음이 곧 분명해졌다. 한 연구자는 많은 좌
절감을 표현했다. “노동시장의 추세를 추적하고 산출하는 것이 너무도 어
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인다.”58) 주된 기본적 어려움은
표준적인 통계 범주가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종종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점점 더욱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
형태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59) 또한, 크라우드워크는 미국 전역에서
불균등하게 성장했다. 그래서, 새로운 근로 패턴이 샌프란시스코와 텍사
스주의 오스틴과 같은 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흔해졌고, 다른 지역에서
는 훨씬 덜 보편화되어 있다.60) 공식적인 통계가 변화하는 고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게 되기 전에는 이러한 수치에 기반한 크라우드워크에 대
한 추정치는 문제점을 노출시킬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들은 새로운 근로 형태를 연구하기 위
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왔고, 상이한 결과들을 제시해 왔다. 타임지
(Time)를 위한 연구가61) Penn Schoen Berland에 의해 수행되었으며,62)
Burson․Marsteller63) 및 Aspen Institute Future of Work Initiative와
제휴하여 공동으로 진행되었다.64) 이 연구는 주문형 경제의 노동자와 사
56)
57)
58)
59)
60)
61)
62)
63)
64)

Zumbrun and Sussman(2015) 참조.
Hill(2015) 참조.
Ibid.
Hill(2015) 참조.
Hathaway(2015) 참조.
Steinmetz(2016) 참조.
http://psbresearch.com(2016년 10월 16일 접속)
http://www.burson-marsteller.com/ondemand-survey/(2016년 10월 16일 접속)
https://www.aspeninstitute.org/search/future%20of%20work%20initiative(2016
년 10월 16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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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양측 모두를 조사했다. 주문형 에코노미는 ‘통근차 공유, 숙소 공유,
과업 서비스, 단기 카렌트, 또는 음식과 제품 운반’을 포함하도록 폭넓게
규정되었다.65) 온라인 조사의 대표적인 결과는 미국 성인 중 42%가 최소
한 번 이상 주문형 경제 서비스를 사용했고, 22%는 주문형 경제 서비스
하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66) 아무리 따져 보아도 이것은 큰 숫자이다.
하지만, 그 저자들은 응답자 중 어느 정도가 다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가 아닌 크라우드 노동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세부 분석 자료
는 제공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매킨지글로벌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의 연구자들도 대단히 큰 숫자를 도출했다.67) 그들은 공식 통계와
조사를 조합하여 미국과 EU 15개 국가에서의 ‘독립적 노동력(independent
work)’ 규모를 생산 가능 인구의 20～30%, 또는 1억 6,200만 명까지로 추
정했다. 이 연구가 사용한 ‘독립적 근로(independent work)’의 광범위한
정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여유 공간 같은 자산을 임대하는’ 사람들과 12
개월까지 기간제로 고용 계약이 되어 있는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를 포함
하고 있어서,68) 불가피하게 큰 추정치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전체 그림
내에서 연구자들은 독립 노동자들의 15%가 ‘온라인 시장’을 사용했고,69)
생산 가능 인구의 약 4%가 수익 창출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했다
는 것을 알아냈다.70)
Katz와 Krueger는 ‘온라인 중개업’에 대한 협의의 정의를 사용하여71)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참여도를 발견했고, ‘약 0.5%에 해당하는 노동자들
만이 우버나 태스크래빗과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72) 간단히 말해 이 숫자는 위에 인용된 연구에서의 수
치보다 매우 작은 수치이다.73) 이러한 차이에는 어느 정도 Katz와 Krueger
65)
66)
67)
68)
69)
70)
71)
72)
73)

http://www.burson-marsteller.com/ondemand-survey/(2016년 10월 16일 접속)
http://www.burson-marsteller.com/ondemand-survey/(2016년 10월 16일 접속)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 참조.
Ibid., p.2.
Ibid. p.viii.
Ibid. p.12.
Katz and Krueger(2016) 참조.
Ibid. p.15.
Katz andKrueger의 결과는 온라인 워크 플랫폼에 대한 구글 검색에 기반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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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초점이 좁다는 점이 반영되었음에 틀림없다. 이 연구는 이전에 미국
노동통계국이 관리했지만 2005년에 중단된 임시직 노동자 조사(Contingent
Worker Survey : CWS) 버전을 활용했다. CWS는 ‘미국 경제에서의 대안
적인 고용형태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74) 결과적으로 크라우
드 노동자는 훨씬 더 큰 그룹의 일부로 나타나고, 여기에는 독립 도급업
자들이나 프리랜서와 더불어 일용직 노동자, 대기 노동자, 도급업체 직원
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의 노동은 2005년 전
체 노동력 중 10.1%를 차지하던 것이 2015년에는 17.2%를 차지하게 되었
다. CWS는 ‘개인별 주된 직업’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75) Katz와
Krueger는 ‘부업’에 대해 질문했다. 다른 연구는76) 온라인 노동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부분 사용자들의 경우, 크라우드워크는 보조 활동이고, 주업
에 추가적으로 수행되는 것이어서 이것을 ‘직업’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주업이나 부업 측면에서 크라우드워크의 프레임을 만
들면 응답자들이 참여율을 축소해서 답할 수 있다. 게다가 CWS는 ‘고객
에게 직접 판매’하는 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사람들만을 크라우드 노
동자라고 밝혔다. 이것은 크라우드워크에 대해 잠재적인 혼돈을 유발하
는 설명처럼 보인다. 많은 크라우드 노동자들은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기
보다 플랫폼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수
의 소송에서 명확해진 것처럼 많은 우버 운전기사들은 자신들이 플랫폼
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77) 실제로 Katz와 Krueger는 플랫폼을
통해 중개된 노동을 판별할 때 이러한 정의를 사용하는 데 따르는 어려
움을 인정한다.78) 다시 말해 문제가 있는 정의를 사용하면 CWS가 크라
우드워크에 대한 참여를 축소하여 추산할 수 있는 것이다.
크라우드워크의 많은 보조적 특성이 Farrell과 Greig의 조사 결과에 의
전의 연구와 일치한다; Harris and Krueger(2015) 참조.
Ibid. p.1.
Katz and Krueger(2016), p.3.
Eurofound(2015) 참조.
In the UK, a recent Employment Tribunal ruling has agreed with such a view :
https://www.ft.com/content/a0bb02b2-9d0a-11e6-a6e4-8b8e77dd083a(2016년 11
월 1일 접속).
78) Katz and Krueger(2016), p.16.

74)
75)
7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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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강조되었다. Farrell과 Greig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이피모건체이스
(JPMorgan Chase) 은행의 미국 고객 100만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된 내
역을 조사하여 빅데이터를 연구했다.79) 이 절차를 통해 30개 온라인 플랫
폼에서의 지불 패턴이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노동’ 제공 플랫폼, 크라우
드워크 중개 플랫폼, ‘자본’ 플랫폼, 방 임대나 제품 온라인 판매와 같은
중개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Farrell과 Greig는 성인 중 거의 1%가 매월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소득을 얻었고, 0.4%가 노동 플랫폼에서 소득
을 얻었음을 발견했다.80) 2015년 9월까지 3년간의 연구 기간 동안 0.9%
가 온라인 유료 노동에 적어도 1회 참여했다. 또한 크라우드워크에서 창
출된 소득은 감소된 다른 출처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어서, 특정
월의 크라우드워크 참여는 다른 고용에서의 소득 변동과 상당히 연계되
어 있다. 물론 이 연구를 위해 선택된 소득 외에 플랫폼에서 창출된 모든
소득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제외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페이팔과 같
은 제3의 지불 시스템을 통한 송금도 제외되었다는 것이다.81) 이것은 실
제 크라우드워크 참여를 과소평가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다소 다른 결과뿐 아니라 연구에 사용된 각기 다른 경험적 방법의 범
위는 이 영역에서 연구가 직면한 어려움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래서 이전
연구는 크라우드워크가 중요하며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임을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규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추정치는 없다.

2. 크라우드워크 및 크라우드 노동자의 특징
크라우드워크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된 과
업의 다양성이다. 업워크(Upwork)는 훨씬 복잡한 온라인 워크에 대해 중
개하는 반면, AMT는 간단한 온라인 과업을 중개한다. 태스크래빗은 잡무
와 기타 오프라인 작업을 중개하지만, 마이해머(MyHammer)는 더욱 숙련
된 장인들의 작업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버는 운전기사와 승객
79) Farrell and Greig(2016) 참조.
80) Ibid. p.21.
81) 예를 들어 크라우드플라워(Crowdflower)의 실행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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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개하여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딜리버루는 자전거 운전
자와 모터-스쿠터 운전자를 조직하여 식당 음식을 가정으로 배달한다.
이전 연구는 이러한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크라우드워
크에 참여한 사례에만 집중한 경향이 있다.
분명히 온라인 크라우드워크도 다양하지만, 이에 오프라인 과업이 추
가되면 수행될 노동의 다양성은 극적으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영국 사이
트인 마이빌더(Mybuilder)는82) 다양한 ‘종사자들’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
에는 벽돌공, 철거 도급업자, 전기 기술자, 가스 기사, 울타리 수리기사,
기초 작업자, 지붕 수리기사, 석공, 나무 치료 전문가, 창문 설비 기술자가
포함되어 있다. 태스크래빗은 가구를 조립하고, 정원 폐기물을 제거하거
나, ‘대부분의 가정 물품을 수리하고 교체하거나’, ‘무거운 물건 들기’를 수
행하기 위해 고용될 수 있는 ‘과업 수행자들’을 공급한다.83)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수행되는 크라우드워크에는 개인 서비스와 돌봄 역할, 다양한
청소 및 다른 가사일도 포함될 수 있다. 확실히 다양한 운전과 배송 업무
도 크라우드워크에 포함될 수 있다. 크라우드워크의 이러한 측면은 일반
적으로 개별화된 문서와 대중매체를 통해 조사되었다.84)
모든 크라우드워크의 공통되는 특성 가운데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지속
적으로 보고되는 것은 극도의 불안정성이다.85) 크라우드 노동자는 일을
구할 때, 충분한 일을 구할 때, 그리고 수행된 업무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
을 때 종종 어려움에 처한다.86) 크라우드 노동자는 작업 요청을 촉박하게
통보받고, 작업을 수락하지 못하면, 재정적 불이익이나 다른 형태의 불이
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작업에 만족하지 않았다고 간주될 때
에는 플랫폼이 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87) 고객으로부터 불리한 등급을 받
82)
83)
84)
85)

http://www.mybuilder.com(2016년 11월 1일 접속).
https://www.taskrabbit.co.uk/m/featured(2016년 3월 16일 접속).
예 : Bhattacharya(2015); Hayns(2016) 참조.
불안정성과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려면, Eurofound(2009)
참조.
86) Berg(2016) 참조; Eurofound(2015).
87) Amazon Mechanical Turk의 많은 문서들은 다수의 거부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례를 보려면 다음을 참조: http://www.cnet.com/news/amazons-mechanicalturk-lets-you-make-sort-of/(2016년 11월 1일 접속); http://kernelmag.daily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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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향후 작업 가능성이나 보수비율이 낮아지고, 심지어 플랫폼에서 제
외될 수도 있다. 연구는 다수의 크라우드 노동자가 불공정한 지불 보류에
대해 불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무료 작업을 위한 사기’의 한
가지 형태로 인식된다.88) 그 결과 크라우드워크는 널리 퍼져 있는 불안정
한 노동 및 소득 위험과 종종 연관된다.89)
이전의 연구는 크라우드 노동자의 특성에 의존하여, AMT와 크라우드
플라워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온라인 작업 종사자들에게 초점을 맞
추는 경향이 있었다. 온라인 크라우드 노동자는 특히 플랫폼 상의 유급
작업 같은 온라인 조사를 게시하는 간단한 방법에 의한 연구를 잘 받아들
인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된 연구는 미국의 AMT 근로자들이 젊고
(48%가 1980년대 생), 대학 졸업자이며(90% 이상), ‘인터넷 사용에 능숙
한’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90) 그 외의 면에서 미국의 AMT 작업자는
미국 인구의 분포와 유사하다.91) 예를 들면 미국의 AMT 워커는 거의 성
별이 50 대 50으로 구성되어 있다.92) 그와는 반대로 인도의 AMT 작업자
들과 다른 곳의 플랫폼 상에서는 약 70%가 남성이다.93) 또한 인도의
AMT 노동자는 미국의 노동자보다 약간 더 젊은 경향이 있다.94)
다른 연구에서는 AMT 노동자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Lilly Irani는 “내
가 만난 AMT 근로자들에는 해고된 교사들과 거동이 불편한 전문가들,
군 퇴직자들, 광장공포증 작가들,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
집에 머물러 있는 부모들, 그리고 심지어 말레이시아인 프로그래머 훈련
생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했다.95) 집에서 일하는 온라인 크라우드
features/report/4732/my-gruelling-day-as-an-amazon-mechanical-turk/
88) Elance에 의한 불만 사례를 보려면 여기를 참조: http://www.consumeraffairs.com/
employment/elance.html(2016년 11월 1일 접속).
89) Pennycook, Cory and Aakeson(2013) 참조.
90) Berg(2016); Ipeirotis(2010) 참조.
91) Zentz(2015) 참조.
92) AMT respondents 52% male, according to Eurofound(2016), p.5.
93) Ibid. See also, Kittur, Nickerson, Bernstein, Gerber, Shaw, Zimmerman, Lease,
and Horton(2013) 참조.
and
94) Kittur, Nickerson, Bernstein, Gerber, Shaw, Zimmerman, Lease,
Horton(2013) 참조.
95) Irani(2015b), p.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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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재택 근무를 선호하거나, 집 외부에서는 일을 할
수 없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장애가 있거나, 누군가를 돌볼 책임이 있
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근로를 수행한다.96) 다수의 미국 크라우드 노동자
들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령하는 임금은 다른 소득을 보충하는
수단이다.97) 실제로 매킨지글로벌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의
연구자들은 ‘독립노동자’ 중 30%가 그들이 ‘마지못해 함’ 또는 ‘재정적으
로 궁핍함’이라고 부르는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보고한다. 그들은 재정적
압박 때문에 불안정한 형태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98) 다른 증거들이 이
러한 설명을 뒷받침해 준다. 예를 들어, 대중매체에서는99) 크라우드 노동
자의 다양성뿐 아니라 일을 구할 때의 어려움, 즉 극히 낮은 임금, 무계획
적인 조직방식, 보장 부재, 보험 미제공 등을 거론한다.
유럽에서의 이전 연구는 더 제한적이다. 소수의 사례 연구 가운데 하나
는 프리랜서 플랫폼인 피플퍼아워(People-per-hour)를 자세히 검토했는
데,100) 그 사용자들 중 대부분(63.5%)은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나머지
는 전 세계에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미국에 대한 연구처럼 사
용자들은 젊고 성별 분포가 꽤 균등한 경향을 보였다.101) 최근 Eurofound
는 전 유럽에 걸쳐 일련의 사례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것을 통해 다른 곳
에서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을 잘 받았으며, 성별로 상당히 고르게 크라
우드 노동자가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보통 이러한 노동인력
들을 위한 크라우드워크란 ‘또 다른 직업, 교육, 또는 돌봄 책임과 병행
하는 여유 시간 동안의 업무’를 말한다.102) 이러한 초기의 탐색적 연구
를 넘어서는 세부적인 연구가 유럽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실태조사
96)
97)
98)
99)
100)

Berg(2016).
Ibid.. Farrell and Greig(2016) 참조.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
For instance, DePillis(2014); Shontell(2011); Kessler(2014); Rich(2013) 참조.
2015년 2월 22일 People-per-hour 웹사이트는 2만 명의 ‘엄선된 프리랜서’가 있
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욱 최근에는 등록된 노동자 수에 대한 수치를 찾을 수
없었다 - 아마도 마케팅 노력의 일환으로 그러한 수치를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떠나는 일부 경향 때문일 것이다(2016년 10월 17일 접속).
101) Green, de Hoyos, Barnes, Baldauf, and Behle(2013) 참조.
102) Eurofound(2016),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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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족하다.

제3절 실태조사 설계 및 조사 방법

위에 언급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가 보여주듯이 유럽 크라우드워크
의 기본 특징을 조사하는 연구는 현저히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
라우드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와 그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징, 그
들이 참여한 일의 유형, 크라우드워크가 그들의 주 소득원인지를 조사
하였다.

1. 조사 설계
크라우드워크 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설계할 때의 주된 어려움은 업무
의 다양성과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 및 개념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용어
의 불확실성 때문에, ‘당신은 크라우드 노동자입니까?’와 같은 직접적인
질문을 하려는 모든 시도는 불확실성과 응답자들의 혼동을 유발할 가능
성이 매우 높아서 미심쩍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
라서 훨씬 광범위한 온라인 경제 활동을 포괄하는 조사가 설계되었고, 여
기에는 물건이나 개인 소유물의 온라인 구매와 판매, 숙소 임대, 온라인
직업 검색, 시간이나 수행된 작업을 기록하기 위한 고용인들의 전문 앱
사용과 같이 크라우드워크와 혼동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된다. 비 크라우
드워크 활동을 걸러내기 위해 추가적인 질문들이 제시되었다.103) 크라우
드워크가 이런 방식으로 구분되었을 때, 착수될 작업 유형, 크라우드워크
빈도, 크라우드워크에서 파생된 소득 비중과 같은 항목에 대한 추가 질문
103) 이러한 조사 설계는 책임 연구원인 Ursula Huws 교수의 폭넓은 경험에 기반하
여 설계되었다. Ursula Huws 교수는 텔레워킹, 원격 중개 모바일 워킹, 해외용
역 아웃소싱과 같은 새로운 기술 관련 작업 유형에 대한 연구를 개척한 많은 경
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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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던져졌다. 이 방법에 의해 크라우드워크와 크라우드 노동자의 중요한
특성들뿐 아니라 조사 응답자 중 크라우드워크를 얼마나 하는지 그 정도
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표본 설계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오프라인 조사는 불가능했다. 따라서
표본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기존의 조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이 일반 아이옴니버스(iOmnibus) 조사는 시장 연구 기업
인 입소스-모리(IPSOS- Mori)사에 의해 실행되었다.104) 처음에는 영국에
서 조사가 실시되었고, 이후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에서 실
행되었다. 각 나라에서 입소스- 모리 아이옴니버스 조사 표본은 연령, 성
별, 지역, 직업 상태와 같은 많은 인구 통계학적 측면에서 대표성을 갖도
록 계층화하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인구 간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결
과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 표본추출 방법에서 두 가지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각 국가
에서의 시장 연구 방식이 달라 계층화 기준이 나라마다 다소 달라졌다(표
5-1 참조). 예를 들면 샘플의 연령대가 일률적이지 않다. 둘째, 이 영역에
서의 이전 연구가 부족하여 온라인 활동에 참여한 표본을 통제할 수 없었
다. 강력한 통제변수가 부재하기 때문에, 각 나라 인구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온라인 조사 결과를 일반화할 때의 유의사항과 같이 주의가 필요하
다. 즉, 크라우드워크의 전반적 규모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고자 할 때에
는 주의가 필요하다.105)

104) 입소스-모리 연구는 ESOMAR [웹사이트 세부사항]의 윤리 기준을 준수한다.
105) 저술 당시 온라인 결과물을 더욱 정교하게 보정하여 추정이 가능하도록 오프라
인 연구 수행을 위한 계획안이 개발되고 있었다. 그동안 아래에 제시된 결과는
각 나라에서의 크라우드 노동자를 광범위하게 대표하는 표본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더욱이 샘플은 특정 온라인 플랫폼과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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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표본과 계층화 기준
표본 수
크기

조사 일시

연령
범위

계층화 기준

영국

2,238

2016년 1월
22〜26일

16〜75

연령, 성별, 지역, 사회적 등급, 근무
지위

스웨덴

2,146

독일

2,180

2016년 4월
1〜4일

연령, 성별, 지역, 응답자 거주지의 인
16〜70 구 밀도, 세대 내 주 수입원, 가족 크
기, 근무 지위

오스트리아 1,969

2016년 4월
1〜4일

18〜65 연령, 성별, 지역, 근무 지위

네덜란드

2016년 4월
22〜27일

16〜70 연령, 성별, 경제활동, 지역, 직업 상태

국가

2,126

2016년 2월
16〜65 연령, 성별, 지역, 근무 지위
26일〜3월 7일

자료 : 필자 작성.

제4절 크라우드워크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1. 크라우드워크의 범위
이 절은 크라우드워크 참여 수준에 관한 결과 및 다른 유급과 크라우
드워크의 관계를 보여준다. 조사는 온라인 경제 활동에 대한 배경 정보뿐
만 아니라 크라우드워크 참여에 대한 더욱 상세한 증거를 제공한다. [그
림 5-1]에서 보듯이 조사 대상에게 온라인 경제활동은 일반적이었다. 특
히, 이베이(eBay) 같은 웹사이트에서 개인 소유물을 판매하는 것은 널리
퍼져 있었고, 각 나라 표본의 1/2 이상이 과거 언젠가 이러한 활동을 한
적이 있다. 이 수치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든 이러한 온라인 경제활동 형
태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말해준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수
치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크라우드워크－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된 유급 노동－참여는
다른 온라인 경제활동 형태보다 훨씬 일반적이지 않았다(그림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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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사된 전체 표본에 명확히 존재하고 있었다.
4개 국가(영국,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에서의 참여율은 매우 유사했으며,
그 범위는 9～12% 사이였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19%로 더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각 국가에서 대략 200～300명의 크라우드 노동자 샘
플을 의미한다. 단, 오스트리아는 예외로서 크라우드워크 숫자가 374명이
었다.
[그림 5-1] 국가별 소득 원천으로서의 온라인 경제활동 참여 비율

주 : NL(네덜란드); AT(오스트리아); DE(독일); SE(스웨덴); UK(영국)
자료 : Hertfordshire Business School(2016), 크라우드워크 조사.
기준 : 크라우드워크를 수행했다고 응답한 영국 2,238명, 스웨덴 2,146명, 독일 2,180명,
오스트리아 1,969명과 네덜란드 2,126명(가중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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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는 크라우드워크에 자주 참여한 표본의 비율이 아니라, 과거에
한 번이라도 크라우드워크에서 소득을 얻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
을 나타낸다. [그림 5-2]가 보여주듯이 각 표본의 훨씬 적은 비율이 크라
우드워크에 더욱 자주 참여했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즉, 우리 결과에 의
하면 이러한 표본에서 빈번한 크라우드워크는 비정기적인 크라우드워크
보다 훨씬 일반적이지 않았다. 영국,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샘플
의 5～6% 정도가 최소 주 1회 이상 유급 크라우드워크에 참여했고, 오스
트리아에서는 9%가 참여했다. 즉, 이전에 크라우드워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흥미롭게도 [그림 5-2]가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최소 월 1회 이상 크라우드워크에 참여했다고 말한
사람들의 숫자는 최소 주 1회 크라우드워크를 수행했다고 응답한 사람들
의 숫자보다 약간 높을 뿐이다. 이것은－훨씬 더 간헐적으로 크라우드워
크를 수행한 또 다른 그룹 외에－각 표본에서 상당히 정기적으로 크라우
드워크에 참여한 작지만 의미 있는 그룹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2] 국가별 크라우드워크의 빈도

주 : NL(네덜란드); AT(오스트리아); DE(독일); SE(스웨덴); UK(영국)
자료 : Hertfordshire Business School(2016), 크라우드워크 조사.
기준 : 크라우드워크를 수행했다고 응답한 영국 2,238명, 스웨덴 2,146명, 독일 2,180명,
오스트리아 1,969명과 네덜란드 2,126명(가중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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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크라우드워크의 정도를 고려할 때 참여 빈도에서의 변화를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전통적인 고용 형태와 달리 크라우드워크는
상당히 불규칙한 노동이다. 다른 국가보다 오스트리아에서의 크라우드워
크 참여율이 높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표본 문제 때
문이거나, 오스트리아 온라인 인구가 크라우드워크를 실험하려는 더 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빈번하게 일하는 소수 크라우드 노동자뿐 아니라 간헐적이거나 매우
가끔 일하는 크라우드 노동자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크라우드워크를 실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더 큰 그룹은 ‘플랫폼
관광객’ 또는 심지어 ‘플랫폼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불린다. 빈
도가 낮고 실험적인 크라우드워크의 패턴을 판별하는 것은 더 큰 인력 집
단 중에서 유급 노동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전략을 구사하는 집단의 출
현을 시사한다. 이러한 온라인 작업 검색 전략은 다른 온라인 접근법과
함께 크라우드워크 탐색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사의 두 가지 다른 결과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첫째, [그림
5-3]이 보여주듯이 실제로 온라인 출처에서 소득을 수령한 응답자들보다
더 많은 응답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찾았다고 보고했다.
이 수치는 과거 한 번이라도 그러한 일자리를 찾았다고 명시한 총 응답자
수를 나타낸다. 또한 응답자들은 어떤 형태의 크라우드워크를 찾았는지
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결과는 집에서 수행 가능한 온라인 크라우드워크
가 선호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는 집 외부에서 수
행하는 크라우드워크로서, 일반적으로 가장 적은 수요를 보인 것은 크라
우드워크로 수행되는 운전이 차지했다. 둘째, [그림 5-4]에서 볼 수 있듯
이 모든 국가에서 크라우드 노동자는 비 크라우드 노동자보다 전통적인
형태의 정규 고용을 찾으면서 직업 검색 웹사이트를 사용할 가능성이 상
당히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유급 일자리를 찾기 위한 체계적인 온
라인 전략의 출현을 시사한다. 조사 결과에서는 그러한 전략이 나타난 이
유가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적절한 유급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130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그림 5-3] 크라우드워크 검색자 비율

주 : NL(네덜란드); AT(오스트리아); DE(독일); SE(스웨덴); UK(영국)
자료 : Hertfordshire Business School(2016), 크라우드워크 조사.
기준 : 크라우드워크를 수행했다고 응답한 영국 2,238명, 스웨덴 2,146명, 독일 2,180명,
오스트리아 1,969명과 네덜란드 2,126명(가중치 적용).
[그림 5-4] 빈번한 크라우드 노동자, 비정기적 크라우드 노동자, 비크라우드 노동
자별 일자리 검색 플랫폼 사용

주 : NL(네덜란드); AT(오스트리아); DE(독일); SE(스웨덴); UK(영국)
자료 : Hertfordshire Business School(2016), 크라우드워크 조사.
기준 : 크라우드워크를 수행했다고 응답한 영국 2,238명, 스웨덴 2,146명, 독일 2,180명,
오스트리아 1,969명과 네덜란드 2,125명(가중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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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연구 결과 또한 크라우드워크는 고용의 다른 형태와 함께 이루
어진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그림 5-5]가 보여주듯이 5개 국가 모두에서
대다수의 크라우드 노동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조사된
모든 국가에서 크라우드워크를 통해 소득을 얻으면서 또 다른 직업을 가
지고 있는 응답자들의 비율은 표본에서 어떤 형태라도 직업을 가지고 있
는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106) 조사된 전 국가에서 이 결과가 일반적인 반
면, 크라우드워크와 다른 직업을 가질 높은 가능성 사이의 관계는 영국과
독일에서 특히 강했고, 정도는 덜하지만 네덜란드에서도 강했다.
[그림 5-5] 크라우드워크 및 기타 고용
전체 표본
고용률

크라우드워크
경험자의 다른
일자리 보유비율

빈번한 크라우드워크 경험자의
다른 일자리 보유비율

주 : NL(네덜란드); AT(오스트리아); DE(독일); SE(스웨덴); UK(영국)
자료 : Hertfordshire Business School(2016), 크라우드워크 조사.
기준 : 크라우드워크를 수행했다고 응답한 영국 2,238명, 스웨덴 2,146명, 독일 2,180명,
오스트리아 1,969명과 네덜란드 2,126명(가중치 적용).
106) 이러한 차이가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추가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Huws and Joyce(2016)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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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라우드워크의 특징
이전에 언급되었듯이 온라인 플랫폼은 매우 광범위한 여러 유형의 노
동을 중개한다. 따라서 크라우드워크 유형을 식별하고, 어떤 크라우드 노
동자가 어떤 유형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지
는 이러한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 설계되었다. 크라우드워크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답한 응답자들에게 어떤 유형의 유급 노동을 수행
했는지 물었고, 다음 목록 중 그들에게 해당되는 유형을 모두 확인하도록
했다.
․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택시 서비스 또는 운전 업무
․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 수행되는 간헐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작업(예 :
배관작업, 기기 수리, 전기 작업, 목공일)
․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정기적이며 계획된 작업(예 : 매일
또는 주 1회 청소, 베이비시팅, 원예)
․ 개인 서비스(예 : 미용, 마사지, 매니큐어)
․ 고객 대상 심부름 또는 사무실 업무
․ 컴퓨터나 다른 온라인 기기로 수행하는 사무실 업무, 짧은 과업, 또
는 ‘클릭 작업’
․ 컴퓨터나 다른 온라인 기기로 수행하는 창조적 작업이나 IT 작업(예:
디자인, 편집,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번역 등)
․ 전문 업무(예 : 법률 서비스, 회계)
결과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림 5-6]에서 조사된 5개 국가
의 크라우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다양한 유형의 폭넓은 작업에 참여했
다고 답했다. 모든 국가에서 온라인상의 짧은 과업과 클릭 작업은 가장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유형의 크라우드워크이며, 운전이 가장 적게 수행
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 집뿐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실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사
람들이다. 또한 크라우드워크의 다양한 유형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인
기 있는 크라우드워크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사람들이 구하고자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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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답한 다양한 유형의 숫자를 고려해 볼 때, 실제로 사람들이 수
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크라우드워크 유형의 다양성은 그리 놀랄 만한 일
이 아니다.
[그림 5-6] 국가별 크라우드워크의 유형

주 : NL(네덜란드); AT(오스트리아); DE(독일); SE(스웨덴); UK(영국)
자료 : Hertfordshire Business School(2016), 크라우드워크 조사.
기준 : 크라우드워크를 수행했다고 응답한 영국 235명, 스웨덴 243명, 독일 304명, 오스
트리아 428명과 네덜란드 245명(가중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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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과 크라우드워크
크라우드 노동자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그림 5-7]에서와
같이 놀랍게도 성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크라우드워크를 통해 소
득을 얻은 적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여성이 영국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조사된 다른 국가에서는 크라우드 인력의 최소 38%를 차지한다. 이러한
비율은 크라우드워크를 더 자주 한 집단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크라우드 노동자가 수행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작업을 감안하여 우리
는 이 결과 내에서의 성별 차이를 확인하고 싶었다. 즉, 남성과 여성이 다
른 유형의 크라우드워크를 수행하는가? 그러나 그러한 경향은 발견하기
가 어려웠다. 이것은 크라우드 노동자 개개인이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유
형의 노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적게 이러한 결과는 사용
된 일부 범주가 상대적으로 포괄적이라는 점을 반영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집에서 수행되는 정기적이고 계획된 노동’에는 청소와
[그림 5-7] 성별 크라우드워크

주 : NL(네덜란드); AT(오스트리아); DE(독일); SE(스웨덴); UK(영국)
자료 : Hertfordshire Business School(2016), 크라우드워크 조사.
기준 : 크라우드워크를 수행했다고 응답한 영국 207명, 스웨덴 198명, 독일 252명, 오스
트리아 359명과 네덜란드 187명(가중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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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둘 다 포함되며, 각각은 여성과 남성의 직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
지만 그러한 차이가 우리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
든 명확한 성별 차이가 크라우드워크의 유형별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수행한 다양한 유형의 크라우드워크 범위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그림 5-8]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전에 크
라우드워크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 평균적으로 남성들은
여성이 한 것보다 더 많은 유형의 노동을 했다고 응답했다.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남성의 경우 약 5가지 유형의 노동을 수행했으며,
이것은 여성이 수행한 4가지 유형의 노동에 비해 더 많다(독일 제외). 더
욱 자주 참여하는 크라우드 노동자들 사이에서 노동의 다양성에 관한 성
별 차이는 좁혀진다. 하지만, 남성이 평균적으로 약간 더 많은 유형을 지
속적으로 수행했다.
[그림 5-8] 수행한 작업 유형의 평균 가짓수 : 성별 및 국가별 모든 크라우드워크

주 : NL(네덜란드); AT(오스트리아); DE(독일); SE(스웨덴); UK(영국)
자료 : Hertfordshire Business School(2016), 크라우드워크 조사.
기준 : 크라우드워크를 수행했다고 응답한 영국 231명, 스웨덴 234명, 독일 295명, 오스
트리아 407명과 네덜란드 238명(가중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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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워크의 빈도는 수행된 과업 다양성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자주 참여하는 크라우드 노동자의 평균은 약 5∼6가지에 이
른다. 하지만 이유는 결과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아마도 그것
은 가능한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을 찾으려는 크라우드 노동자의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새로운 유형의 소득 기회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호기심을 반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이
러한 결과는 위에서 서술된 온라인 노동 검색을 위한 체계적 전략이 나타
날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이 전략은 잠재적 소득 기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관련된다.
이러한 해석은 실제 수행되는 노동유형과는 대조적으로, 인기 있는 노
동유형의 범위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
해 일을 찾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종류의 일을
찾은 것인지 물었다. 응답자들에게는 선택을 위해 3가지 옵션이 주어졌
다; 가정 내부에서 수행되는 일, 집 외부에서 수행되는 일, 운전. 이 질문
에 대한 응답은 2가지에 몰려 있었다. 다시 말해 크라우드 노동자는 3가
지 넓은 카테고리 중 2가지에 대해 검색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때 남성
평균이 여성 평균보다 다소 높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107) 다
른 고용 부문에서의 노동시장 세분화 정도와 비교할 때 성별 차이는 상대
적으로 작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운전하는 일을
구했었다고 답한 사람들 중 여성이 49%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영국에서
의 운전 고용에 대한 다른 자료와 대조된다. 2016년 35만 1,000명의 운전
기사 중 여성은 4만 7,000명에 불과했다. 23만 2,000명의 택시 운전사 중
여성은 1만 명이었고, 그중 18만 4,000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단 6,000명만
이 여성이었다.108) 조사 결과가 여성이 이전에는 배제되었던 직업을 가질
기회를 보여주거나 실제로 변화한 것보다는, 아직 불확실하게 남아 있는
염원을 나타내는지는 불확실하다.

107) 좀 더 자세한 내용은 Huws and Joyce(2016)를 참조.
108) UK Labour Force Survey Data(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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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크라우드 노동자의 연령
기존 연구는 크라우드 노동자가 전체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경향
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5-9]
는 조사 대상인 5개 국가 표본의 연령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주
2)에서 설명하듯이 표본의 연령별 분포는 다양하다. 높은 연령 그룹에서
의 차이가 특히 명확하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국가 전
체에는 명확한 패턴이 나타났다. 즉, 크라우드워크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
라 연령별 분포는 더 젊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림 5-9] 표본의 전체 성인 연령별 분포

주 : 1) NL(네덜란드); AT(오스트리아); DE(독일); SE(스웨덴); UK(영국).
2) 24세 이하 범주에는 영국, 스웨덴, 독일의 16〜24세 인구와 오스트리아의 18
〜24세 인구가 포함됨. 55세+ 범주에는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의 55〜65세 인구
와 독일과 네덜란드의 55〜70세 인구, 그리고 영국의 55〜75세 인구가 포함됨.
자료 : Hertfordshire Business School(2016), 크라우드워크 조사.
기준 : 크라우드워크를 수행했다고 응답한 영국 2,235명, 스웨덴 2,133명, 독일 2,170명,
오스트리아 1,951명과 네덜란드 2,126명(가중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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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크라우드 노동자의 연령별 분포

주 : 1) NL(네덜란드); AT(오스트리아); DE(독일); SE(스웨덴); UK(영국).
2) 24세 이하 범주에는 영국, 스웨덴, 독일의 16〜24세 인구와 오스트리아의 18
〜24세 인구가 포함됨 55세+ 범주에는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의 55〜65세 인구와
독일과 네덜란드의 55〜70세 인구, 그리고 영국의 55〜75세 인구가 포함됨.
자료 : Hertfordshire Business School(2016), 크라우드워크 조사.
기준 : 크라우드워크를 수행했다고 응답한 영국 207명, 스웨덴 198명, 독일 252명, 오스
트리아 359명과 네덜란드 187명(가중치 적용).

[그림 5-10]이 보여주듯이 한 번이라도 크라우드워크를 수행한 적이
있는 응답자들 중 25〜34세와 24세 이하 연령층이 증가했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고령 그룹(45〜54세와 55세 이상)은 모든 국가에서 감소했다(네덜
란드에서는 약간 감소). 매주 수행하는 크라우드워크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령별 분포는 더 젊은층을 향해 이동했다. [그림 5-11]이 보여주듯
이 주 1회 이상 크라우드워크를 수행한 크라우드 노동자 가운데 35세 이
하가 모든 국가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단, 네덜란드는 예외이다. 전
체적으로 조사 대상인 각 국가에서 크라우드 노동자가 전체 표본보다 더
젊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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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주 1회 이상 일한 빈번한 크라우드 노동자의 연령별 분포

주 : 1) NL(네덜란드); AT(오스트리아); DE(독일); SE(스웨덴); UK(영국).
2) 24세 이하 범주에는 영국, 스웨덴, 독일의 16〜24세 인구와 오스트리아의 18
〜24세 인구가 포함됨. 55세+ 범주에는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의 55〜65세 인구
와 독일과 네덜란드의 55〜70세 인구, 그리고 영국의 55〜75세 인구가 포함됨.
자료 : Hertfordshire Business School(2016), 크라우드워크 조사.
기준 : 크라우드워크를 수행했다고 응답한 영국 104명, 스웨덴 104명, 독일 135명, 오스
트리아 186명과 네덜란드 104명(가중치 적용).

크라우드 노동자가 더 젊다는 분명한 추세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연령층이 샘플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았고, 심지어 크라우드워크 수
준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워크 플랫폼과
더욱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경제가 단지 젊은 사람들에게만 흥미를 유발
한다는 스테레오 타입의 관점과 다르다. 또한, 복합적 IT 시스템을 활용
하려고 하는 고령층이 직면하게 될 문제가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일반적인 퇴직 연령을 넘어 노동 기간을 연장하는 데서 온라인
크라우드워크가 갖는 잠재성에 관한 다른 연구들의 결론을 뒷받침한
다.109)

109) Balance Network Seminar - Prolonging working life through ICT : the role
of crowdsourcing https://www2.warwick.ac.uk/fac/soc/ier/research/balancenetwork/(2016년 11월 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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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 육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전 연구는 크라우드 노동자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AMT 노동자의 경우 약 90%가 대학
수준의 교육을 이수했고, 이는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110)
놀랍게도 우리 연구는 다소 다른 결과를 발견했다. 다른 교육 시스템과
자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각 표본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 사이의 비교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림 5-12]가
보여주듯이 조사 대상 각 국가에서111) 학사 학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자
격을 갖춘 크라우드 노동자의 비율은 자체 표본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을 뿐이었다. 미국 AMT 노동자들에게서 발견된 높은 수준에 가까운 나
[그림 5-12]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표본과 크라우드 노동자의 비율

주 : AT(오스트리아); DE(독일); SE(스웨덴); UK(영국)
자료 : Hertfordshire Business School(2016), 크라우드워크 조사.
기준 : 크라우드워크를 수행했다고 응답한 영국 2,238명, 스웨덴 2,146명, 독일 2,180명,
오스트리아 1,969명(가중치 적용).
110) Berg(2016); Ipeirotis(2010).
111) 네덜란드 표본에서는 교육과 관련한 결과를 해석할 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네
덜란드는 [그림 5-12]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네덜란드 크라우드 노동자는 교
육 수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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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미국과 비교할 때 이 결과는 유럽 크라우드 노동
자의 차이를 반영하거나, 표본에 있는 오프라인 크라우드 노동자들이 포
함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사의 결과는 종종 가정
되었던 것보다 전체 인구와 크라우드 노동자의 교육 수준이 거의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6. 크라우드워크 종사자의 개인 소득
흥미 있는 부분은 크라우드 노동자의 소득이다. 개인별 총 소득과 크라
우드워크에서 얻은 소득의 비율 조사 대상인 5개 국가에서 영국의 파운
드, 스웨덴의 크로네, 독일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의 유로 등 3가지 다른
통화가 사용 중이어서 소득 비교가 복잡했다. 또한 유로가 아닌 통화에서
는 소득 자료가 약간 다르게 분류되었다. 이런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크
라우드 노동자의 소득 분포가 전체 표본과 대략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
다.112) 하지만, 국가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크라우드
노동자가 최저 소득 그룹에 더 많고, 최고 소득 그룹에 더 적었다. 정도는
덜하지만, 유사한 경향이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에서도 나타났다. 하지
만, 영국과 독일에서는 크라우드 노동자가 전체 표본보다 최저 소득 그룹
에 있을 가능성이 좀 더 적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크라우드 노동자 가
운데 중상층 소득자가 많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원인은 분명하지 않으므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크라우드워크에서 얻은 소득이 크라우드 노동자의 총 소득
에 기여하는 비율을 검토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그림 5-13]은 그 결
과를 보여준다. 다만 개인의 재정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많은 응답자들
이 답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림은 매우 명확해 보인다. [그림 5-13]이 보여

112) 좀 더 자세한 내용은 Huws, Spencer and Joyce(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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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듯이 크라우드워크로부터 얻은 소득이 크라우드 노동자들의 전체 소득
중 10% 이하를 차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실제로 스웨덴을 제외한 모
든 국가에서 크라우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크라우드워크로부터 얻은
소득은 그들의 소득 중 1/4 미만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그림 5-13] 총 수입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크라우드워크 수입의 비율

주 : NL(네덜란드); AT(오스트리아); DE(독일); SE(스웨덴); UK(영국)
자료 : Hertfordshire Business School(2016), 크라우드워크 조사.
기준 : 모르겠다고 답했거나 답하고 싶지 않다고 한 영국 응답자 237명, 스웨덴 응답자
248명, 독일 응답자 308명, 오스트리아 응답자 434명, 네덜란드 응답자 251명(가
중치 적용됨)은 제외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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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크라우드워크가 그들의 소득 전체라고 답한 응답자들도 있었
다. 또한 영국과 스웨덴의 크라우드 노동자 중 약 1/3의 경우 크라우드워
크가 소득의 반 이상에 기여했고,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이 비율이 약
1/4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크라우드 노동자의 단 14%만이 크라우드워크
로부터 그들의 소득 중 절반 이상을 벌었고, 58%는 10% 미만을 벌었다.
크라우드워크에서 소득을 얻었다고 말한 오스트리아 응답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과 비교할 때 이 결과는 흥미롭다. 모든 점을 고
려해 볼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오스트리아 응답자들이 크라우드워
크에 참여할 가능성은 더 많지만, 소득을 크라우드워크에 의존할 가능성
은 더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절 소 결

본 연구는 이전의 양적 연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크라우드워
크의 많은 특징을 찾아내는 데 성공적이었다. 특성 중 가장 명백한 것은
크라우드워크의 다양성이다. 우리의 표본이 모든 특정 플랫폼과는 독립
적이었기 때문에 크라우드 노동자가 참여한 작업 유형의 다양성이 강하
게 나타났다. 모든 조사 대상 국가의 크라우드 노동자들은 소득을 얻기
위해 다양한 유형 범위의 노동을 수행해왔고, 그것들은 모두 온라인 플랫
폼을 통해 중개되었다고 답했다. 게다가 가장 빈번하게 참여하는 크라우
드 노동자들은 가장 다양한 종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크라우드 노
동자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노동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다. 특정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었던 이전 연
구들은 이러한 다양성을 과소평가했다.
크라우드워크 참여에서의 성별 차이는 적었다. 이 결과는 이전 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 북아메리카 AMT 근로자들을 사례로 들 수 있다.113) 하

113) Eurofound(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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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본 연구는 수행된 크라우드워크 유형에서 성별 차이가 있다는 점도
발견했다. 남성은 여성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노동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
였지만, 인기 있는 노동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적었다. 수행된 크라우드워크 유형에서의 성별 차이는 여성의 가정 역할
이 고용 형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 것일 수 있다. 이전 연구는114) 크
라우드 노동자가 온라인 노동을 찾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소득 기회와 돌
봄 책임 간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여성 크라우드 노동자는 둘을 병행할 수 있는 노동을 우선순위에 놓는 경
향이 높아 보인다.
연령별 분포에 관한 결과도 조사 대상인 각 국가에서의 평균 연령보다
현저히 젊다는 크라우드 노동자의 연령별 분포에 관한 선행연구를 뒷받
침했다.115)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젊은 근로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불
안정한 고용에 널리 퍼져 있음을 반영한다. 일부 젊은 크라우드 노동자들
은 이러한 형태의 노동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선택권이 없다. 하지만, 가능한 출처가 무엇이든 그것으로 얻은 소
득을 종합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 결국 McKinsey의 ‘마지못해 함’
또는 ‘재정적으로 궁핍함’ 때문에 크라우드워크에 참여하게 된다.116) 이
러한 해석은 크라우드워크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크라우드 노동자가
점차 젊어진다는 다른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크라우드 노동자에
서 젊은 연령 그룹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고령 노동자들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근로에서 수입을 얻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는 고령자들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온라인 크라우드워크의 잠재
성을 언급했고,117) 우리 결과도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 연구에서 더욱 놀라운 결과는 크라우드 노동자들의 학력에 관한
것이다. 이전 연구는 크라우드 노동자들의 학력이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
고 주장했다.118) 하지만 본 연구는 크라우드 노동자와 전체 표본 사이의
114)
115)
116)
117)

Berg(2016); Eurofound(2015); Irani(2015).
Berg(2016); Ipeirotis(2010).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
Balance Network Seminar - Prolonging working life through ICT : the role of
crowd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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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준 차이가 훨씬 적다는 점을 발견했다. 크라우드워크 종사자들은
평균 이상의 교육 수준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대단히 높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은 우리 조사에 오프라인으로
운전일을 수행하는 크라우드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
해 이전 연구는 온라인 크라우드 노동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른
연구가 보여주듯이 온라인 크라우드 노동자들은 ‘인터넷에 능한’ 경향이
있고,119) 이러한 속성은 정규 교육을 받은 기간이 더 많았다는 것과 연
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 연구는 전체적으로 인터넷 기술이 젊은
사람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퍼져 있음을 입증
한다.
또한 대부분의 크라우드 노동자들이 노력에 비해 낮은 소득을 받는다
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의 조사에서 크라우
드 노동자는 최저 소득 그룹에서 많이 발견되었다(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는 부분적으로 예외임).120) 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은 크라우드 노동자의
경우 크라우드워크는 전체 소득의 작은 부분만을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
는 크라우드워크가 종종 다른 출처에서 얻은 저소득을 보충하는 것이라
고 주장하는 이전 연구를 뒷받침한다.1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사는
다수의 크라우드 노동자의 경우 크라우드워크가 그들 소득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에 기여한다는 점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조사 대상
국가에서 발견되었다. 이 집단이 향후 규모 면에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추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앞서 제시된 결과는 크라우드워
크 특성에 대한 결정적인 결론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광범위한 크라우드
노동자의 특성 조사를 통해 온라인 인구의 정도를 파악하고 플랫폼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노동자의 식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다른 모든
1회 조사와 같이 상관관계 파악은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
118) Berg(2016); Ipeirotis(2010).
119) Ibid.
120)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중상층 소득 그룹으로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크
라우드워크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121) Berg(2016); Eurofound(2015); Irani(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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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크라우드 노동자의 동기뿐 아니라 그들의 근로조건의 세부사항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크
라우드워크의 범위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나, 크라우드 노동자의 상세한
특징은 당분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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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크라우드 고용과 기타 파편화된 일자리(Patchwork jobs)의
근로조건

제1절 들어가는 글

사회․기술․경제적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고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 노동시장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
변화를 마주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
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적다. 이 같은 지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
하기 위하여 유로파운드122)는 2013/2014년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유럽연
합 국가와 노르웨이에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그 중요도를 더해가는 새로
운 형태의 고용을 분석하고 그 특성과 영향을 탐구하였다.
이 글은 개개인이 수행하는 작은 업무 단위로 근로의 파편화(fragm
entation)를 가져온 크라우드 고용과 다른 고용 형태에 주안점을 두고, 연
구 과제의 몇 가지 주요한 결과를 정리하였다.123)

122) 유로파운드(Eurofound)는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의 약칭으로, 노사정으로 구성되는 유럽연합의 산하기
관이다. 1975년에 설립되었으며 노동 및 사회정책 관련 분야에서 유럽 나라들에
대한 비교연구 및 조사와 자문을 통해 유럽에서의 생활 및 근로조건 개선에 기
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편저자 주).
123) 이 글에서는 크라우드워크 대신에 크라우드 고용(crowd employment)이라는 표
현을 사용한다. 그 포괄범위는 전체 플랫폼 노동과 같다(편저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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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고용’은 약 2000년도부터 유럽연합 국가와 노르웨이에
서 새롭게 등장했거나 그 중요도를 더해가는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특징을 갖는다.
․ 기존 1 : 1 고용과 다른 형태의 고용주와 임금근로자 간의 관계. 즉,
근로자 한 명당 다수의 고용주가 있거나 고용주 한 명당 다수의 근
로자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고용주와 다수의 근로자가 있는 경
우를 다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 파견 근로는
연구 목적에 준하여 보았을 때 ‘새로운’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연속․정기적 단위가 아닌 비연속․단속적 단위이거나 매우 제한적
인 기간 동안의 근로 제공. 다만, ‘표준적’ 단시간 또는 계절성 근로
등, 해당 업무의 다른 특성이 연구 목적에 준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공급사슬 내의 ‘표준적’ 관계를 넘어서, 근무지 및 프로젝트 업무의
전통적인 수행을 공유하는 자영자, 특히 프리랜서 간 네트워크 또는
협업 방식의 업무 배열
․ 의뢰인 또는 고용주의 사업장이 아닌 근무지. 예를 들어, 개인 사무
실에서 하거나 ‘돌아다니는’ 업무 등 가동성이 한층 뚜렷한 활동. 다
만, 기존의 재택근무는 제외
[그림 6-1] 새로운 고용형태의 특징

자료 : Eurofound(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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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컴퓨터, 아이패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의존하는 업무로,
이러한 기술이 근로 관계 및 업무 패턴의 본질적 특성에 변화를 가
져오는 경우
․ 일반 노동법 또는 특정 법률의 적용 대상, 단체협약의 규제 대상, 혹
은 전혀 규제를 받지 않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사례들
․ 모든 산업 부문 및 직종에 해당되거나, 또는 개별 산업 및 직종에 제
한된 형태
위와 같은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유로파운드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
을 9개의 넓은 범주로 구별하였다. 각 범주는 중첩될 수 있으며 개별 고
용은 하나 이상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그 가운데 크라우드
고용을 포함해서 파편화된 근로의 특성을 보이는 네 개 유형 각각의 주요
특성 및 이들이 근로조건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제2절 크라우드 고용

1. 일반적 특성
크라우드 고용에서는 단체 또는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특정 업무를
해결하거나 서비스 및 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다른
단체 혹은 개인에게 접근한다(Green and Barnes, 2013; Papsdorf, 2009).
하나의 큰 업무가 보다 작은 하위 업무로 분할되어 원격으로 행해지는
‘가상의’ 분업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크라우드 고용 플랫폼의 근로
자가 행하는 업무는 종종 작고 독립적이며 일률적임과 동시에 특정한 산
출물의 공급을 목표로 한다(Felstiner, 2011; Kittur et al., 2013). 그러나
크라우드 노동자는 ‘마이크로 태스크’(자동화 수준이 낮고 근로자의 자유
재량이 더욱 요구되는 미세업무), ‘단순 프로젝트’(자동화되지 않고 근로
자의 투자를 더욱 요구하는 업무), 그리고 드문 경우이지만 ‘복잡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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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등을 위해 고용되기도 한다. 더욱이, 몇몇 플랫폼은 ‘물리적으로’ 또
는 ‘특정 장소에서’ 행해지는 업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건을 배달하거나 의뢰인의 사유
지에서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크라우드 고용의 작동 방식은 다섯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Wexler,
2011). 첫 번째로, 의뢰인은 일반 근로자보다 불특정 다수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효율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업무가 있음을 인지한다. 둘째, 의뢰
인은 온라인 플랫폼에 업무 수행을 의뢰하는데, 이에 관한 설명, 규칙, 기
대하는 바 등을 덧붙일 수 있다. 셋째, 업무 수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제의를 한다(혹은 경쟁 유형에 따라서 서비스 자체를 제출하기도 한다).
넷째, 의뢰인은 모집된 제의․제출안이나 결과를 평가한다. 다섯째, 의뢰
인은 성공적인 제의․제출안이나 결과를 선택하거나, 혹은 어느 것도 만
족스럽지 않을 경우 모두 거절하기도 하고 새로운 의뢰를 한다. 다수의
플랫폼이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불특정의 잠재적 고용주․의뢰인
집단에 먼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작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다른
유형들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은 중개 역할을 하며 의뢰인과 근로자 간 업무 거래
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고객과 근로자 간에는 공식적인 계약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보통 양측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크라우드 고용
플랫폼은 상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정보보호법 등 일반적인 법률 체계를
따라야 하지만, 현재는 3자 간 고용 관계나 근무 상태와 관련한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하는 법률 체계가 없다.

2. 의뢰인과 근로자
크라우드 고용은 웹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광고, 음향 및 영상의
전사 작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장 조사, 그리고 디지털화 등 온라인 친
화적이거나 온라인 전용의 경제 부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Felstiner,
2011; Silberman et al, 2010). 따라서 종종 창의적 산업의 업무(번역가, 교
정교열가, 웹디자이너, 소프트웨어 전문가, 기자 등)와 관련이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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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사업 중 다수가 그들의 데이
터베이스에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데 크라우
드 고용을 사용한다. 크라우드 고용의 성장에 발맞춰 점점 더 많은 수의
경제 부문과 직업군이 그 사용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크라우드 고
용에 관련 경제 부문과 직업군의 다양성이 더욱 높아지는 특성을 갖도록
한다.
현재 확인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고객과 근로자가 주로 크라우
드 플랫폼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국민임을 알 수 있다(Ipeirotis, 2010b).
이에 대한 설명 중 하나로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신생 단계라는 점과 그에
따라 자연히 지역 단위의 모객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구전 마케팅에 의
존한다는 점을 꼽아볼 수 있다.
크라우드 고용 형태를 띤 일부 업무는 근로자에게 높은 수준의 자격,
창의성, 소프트 기술124)을 요구한다(Howe, 2008; Brabham, 2012; Ipeirotis,
2010b). 반대로 미세업무는 낮은, 그리고 때때로 부수적인 임금을 필요로
하는 저숙련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크라우드 노동자는 주로
젊은층으로(Ipeirotis, 2010b), 크라우드 고용을 자신의 본업으로 여기지
않는 듯 보인다. 외려, 다른 직장이나 학업, 또는 기타 잡무에 뒤이은 여
가시간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의뢰인의 경우 크라우드 고용을 사
용하는 주된 이유는 거대한 지식 목록에 접근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어쩌면
더욱 신속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크라우드 고용은
대체로 낮은 보수, 사회보험료 절세, 제로에 가까운 인사 관리비와 함께
고용주가 시설, 자재 및 노동력에 대한 지원 등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
는 경향을 보이므로 비용 절감의 가능성도 있다.
크라우드 노동자가 참여하는 동기로는 이러한 종류의 업무가 갖는 재
미, 배움 및 셀프마케팅의 기회, 일과 사생활의 더 나은 조합 등이 있다
(Klebe and Neugebauer, 2014). 또한 사람들은 추가적인 소득의 원천으
로 크라우드 고용 플랫폼에 참여한다(Klebe and Neugebauer, 2014; Silberman
et al., 2010; Ipeirotis, 2010b).
124) 소프트 기술은 대인관계나 소통의 기술 및 업무 윤리, 리더십, 감수성 등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개인의 성격 및 성향의 총칭이다(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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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조건과 노동시장에의 영향
크라우드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임금이
낮다. 예를 들어, 조사 연구에 따르면 AMT의 업무 중 90%가 0.10달러(0.07
유로) 이하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당 2달러(1.44유로)에 해
당한다(Irani and Silberman, 2013). 체코의 톱디자이너스(Topdesigner.cz)에
관련한 정보에 따르면 각 업무의 규모가 매우 작으며 보수는 평균 €2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클릭워커(Clickworker) 플랫폼의 경우 근로자가 약
30시간의 근무를 통해 월평균 €200〜400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추산된
다. 크라우드 고용에 있어서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은 업무가 연속적이지
않은 데 따른 수입의 불안정성과 함께 근로에 대한 보수가 언제나 보장되
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크라우드 노동자는 자영자로 여겨지므로 의뢰자로부
터 그 어떤 혜택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받지 않는다.
Felstiner(2011)와 Klebe and Neugebauer(2014)가 지적한 다른 부정적
인 측면은 고용주 및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부족한 정보, 신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 체계의 부재, 사생활 침해 가능성, 관리자 및 동료의 지원
부족 등이다. 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고용을 통해 위임되는 미세업무의
경우 저숙련 업무이거나 허드렛일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에 들이는 품에
비해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긍정적 측면을 보면 언제, 어디서 근무를 하는지, 업무에 얼마나 시간
을 소요할지,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등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높은 자
율성 덕택에 일․가정 균형과 개인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는 동시에 자기조직화의 필요성 및 일과 사생활의 모호한 구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크라우드 고용의 다른 긍정적인 측면은 실제로 일을 하면서 배우거나
능력을 계발할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Silberman et al.,(2010)은 크라우드 고용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많은 사
람들을 위한 직업을 창출했다고 지적했으며, Kittur et al.,(2013)과 Felstiner
(2011)는 농촌 지역이나 경기침체를 보이는 지역을 포함하여 소득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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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고 논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크라우드 고
용은 이력서를 풍부하게 하는 등 고용 가능성과 경력개발 증진을 통하여
젊은 사회초년생에게 첫 직장 경험을 위한 좋은 접근법이 될 수 있다. 특
히 업무를 위한 경쟁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그 보상 기준이 이전 경험이
나 명성보다 내용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어 실적은 적으나 좋은 기술을
가진 젊은 전문가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 Kittur et al.,(2013)은 직무가 작은 과제로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 크라우드 고용이 현재의 근로자들을 대체하고 일부 숙련직 유형을
비숙련직으로 대체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낮은 가격․임금으로
인한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크라우드 노동자가 의존
할 수도 있는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3절 포트폴리오 업무(portfolio work)

1. 일반적 특성
포트폴리오 업무는 다수의 의뢰인을 위하여 일을 하는 프리랜서, 자영
자, 또는 소규모 기업체가 맺는 작은 규모의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많
은 크라우드 노동자가 포트폴리오 근로자에 포함되나, 모든 포트폴리오
근로자가 크라우드 노동자는 아니다. 그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Clinton
et al., 2006) :
․ 자신을 드러내고 광고하는 능력을 포함해서 관리를 통한 독립적인
소득창출 업무
․ 끊임없이 새로운 업무 환경 및 의뢰인의 요구에 맞추어야 하는 필
요성을 포함해서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의뢰인과의 관계를 구축 및
유지
․ 특정 조직의 테두리를 넘어서 다양한 업무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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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상법 이외에 법률이나 단체협약 측면에서 프리랜서, 자영자
및 자영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이러한 유형
의 업무는 주로 프로젝트를 기본 단위로 마련되는 서비스 계약의 형태로
의뢰인과 근로자 간의 양자 관계 내에서 규제된다. 따라서, 수당 역시 이
러한 방식으로 합의되며－근로시간보다 주로 최종 산출물의 전달을 기준
으로 정해진다－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의 문제는 근로자의 책임으로 남아
있게 된다.

2. 의뢰인과 근로자
포트폴리오 업무는 창의적 산업(기자, 번역가, 미디어 산업 등)(Platman,
2004; Deuze, 2008; Fraser and Gold, 2001)과 전문가, 과학기술 업무, IT
및 부동산 관련 업무(Leighton and Brown, 2013)에서 점점 더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연성, 투자 대비 가치 및 의뢰인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유형의 고용이 갖는 유인으로 꼽히는 반면,
기존 조직 문화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나 낮은 신뢰도, 예산 제한 및 비용
절감 등의 재정적 제약과 같은 저해 요인도 있다(Platman, 2004).
포트폴리오 근로자는 주로 남성이며 청장년층이다. 이들은 독립성과
자아 실현, ‘흥미로운 일’에 집중할 기회, 앞으로의 발전, 도전적 과제에의
성취 등에 기대를 갖고 이끌리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경영 책임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 큰 규모의 사업 개발
을 추구하지 않는다(Leighton and Brown, 2013).

3. 근로조건과 노동시장에의 영향
포트폴리오 업무는 높은 유연성과 자율성 및 그에 따른 향상된 일․가
정 양립, 그리고－업무 의뢰를 받는다면－높아진 임금 수준을 특징으로
삼는다. 이는 개인의 자아성취감, 만족도, 활동의 다양성, 새로운 도전, 그
리고 다양한 기술을 결합하는 기회 및 프로젝트와 보수에 대한 선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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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가져온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사회보장이 각 계약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달라지
게 되고, 근무 시간에 한계가 없으며, 교육 및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접근
이 제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업무 유형, 업무량, 빈도 등과 관련하여
업무 패턴이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며, 일이 전혀 주어지지 않다가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은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는 포트폴리오 워커로 하여금
아픈 중에도 일을 하거나, 휴일을 미루거나, 연속적으로 긴 업무를 수행
하는 기간을 갖는 등의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Platman, 2004). 나아가 임
금 안정성이 상당히 낮을 수 있다.
주어진 업무는 기술과 경험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표준적 고용
형태에 비하여 사회적 지위가 더 낮을 수 있다(Cohen and Mallon, 1999;
Fraser and Gold, 2001; Platman, 2004; Wild, 2012). 사회적 상호 작용이
제한된 탓에－특히 자택에서 근무할 경우－포트폴리오 근로자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다(Clinton et al., 2006; Wild, 2012).
노동 시장의 관점에서는, 포트폴리오 업무가 노령화를 보이는 노동 인
구의 근로 생활을 은퇴 기간 혹은 그 이후까지 연장하는 유연한 고용 유
형을 제공하며, 이는 은퇴 이후의 추가 수입 및 노인 근로자의 지식․전
문성 인정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Platman, 2004; Wild, 2012).
또한 포트폴리오 업무는 근로자들에게 정규 직장 이외의 자영업 활동
을 시작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영업자에게는 실제 회사 운영을 시작하
기 전에 초기의 재정 안정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Wild, 2012).

제4절 바우처 근로

1. 일반적 특성
이 고용 형태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을 위
해 현금을 대신하여 제3자(일반적으로 정부 기관, 은행, 우체국 등)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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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바우처․쿠폰을 사용한다. 근로자는 이 바우처를 은행이나 우체국
에 제출하고, 관련 기관으로 자동 이체되는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임금을
받는다. 따라서 바우처 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전통적 근로자보다는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정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종종 특정 업무나 기한부 과제에 해당하며 그 결과
임시 근로(Casual work) 및 포트폴리오 근로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 내 서비스에 이용되거나 농업과 관련된다. 이들 두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이들이 종종 미신고 근로의 핵심이며 바우처 업무가 그
러한 고용의 합법화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
이다.
유럽 내 다수의 시스템하에서는 단체 협약 및 법률이 바우처 근로자들
에게 최저 또는 기준 임금 수준을 보장한다. 또한 대부분의 시스템은 바
우처 근로가 다른 유형의 고용을 대체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바우처의
최대 수량과 임금 수준 및 고용주가 바우처 업무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 등을 규제한다.

2. 의뢰인과 근로자
바우처 근로 시스템의 특성상, 의뢰인의 대부분은 개인 가정(부유하고
나이가 많은 경향이 있음)이거나 농업 부문 출신이다. 바우처 업무를 이
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적․사무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합
법적인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윤리적인 고려 사항뿐 아니
라, 예를 들어 상해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의 실질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대부분의 바우처 근로자는 여성이며(농업 관련 바우처 근로가 지배적
이므로 남성 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이탈리아는 예외로 한다), 40세 미
만이거나 50세 이상이고, 저숙련 근로자다. 이들이 바우처 근로를 선택하
는 이유는 지역사회 내에서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근무 시간 및 근
무 관리에 관한 유연성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미신고
근로보다 훨씬 안정적인 신고된 근로를 선호한다. 그러나 분석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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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필요에 의해 참여하게 된 바우처 근로자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취업의 기회가 제한적이고 근무 가능한 정규직이 없으므로 실업이나 다
른 비정규직을 대신하여 바우처 업무를 수락한다는 것이다.

3. 근로조건과 노동시장에의 영향
일반적으로 바우처 근로자는 고용 불안정 및 과도한 유연성과 함께 각
고용이 가지는 고정적이며 단기적인 계약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낮은 고
용 안정을 경험할 수 있다(Korunka et al., 2007). 그러나 몇몇 바우처 근
로자들은 이러한 유연성 및 사회보장제도에의 접근에 가치를 두며, 거주
지에서 가까운 일터라는 점에 만족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많은 경우
바우처 근로자는 높은 자율성을 갖기도 하는데, 특히 일을 하는 동안 의
뢰인이 부재한 경우가 많은 가사 서비스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그들이 팀 업무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우처 근로자의 소득은 제한된 근로시간 때문에 낮은 편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임금을 바로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선호하는데, 예를 들면, 바
우처를 받은 후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월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
다는 것이다.
근로조건이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른다. 따라서 안전보건 문제 등을
포함하는 근로조건은 각 사례별로 다를 수 있으며, 기존 고용계약상 허용
되지 않는 활동이나 일반적 근로기준법을 벗어난 근로 환경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바우처 근로가 상당한 신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일과 관련이 깊
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위험의 가능성을 무
시할 수 없다.
바우처 근로자는 연수 및 훈련 등 그들의 고용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타 인적자원관리 방안에 대한 접근 기회가 거의 없다(Gerard et al.,
2012; Politique Scientifique Federale, 2009; Kreimer and Hartl, 2004).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바우처 근로를 찬성하는 주요한 논지는 해당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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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제한된 범위 내의 활동에 있어서 간단하고 비관료적인 고용 형태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 및 고용주로 하여금 미신고 근로를 법제화
하면서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더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는 방
안－표준 고용에 비해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나아가 바우처 근로는 노동시장에의 접근 및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경
력을 쌓게 해주며, 보유 기술과 근로 의지를 유지․계발하는 한편, 잠재
적 고용주와의 관계 형성을 도움으로써 특정 집단의 근로자에게는 근로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제5절 임시 근로

1. 일반적 특성
임시 근로의 고용은 안정적이거나 연속적이지 않으며, 고용주가 정기
적으로 근로자에게 업무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반면, 필요에 따라 근로자
를 부르는 유연성을 갖는다.125)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2000)는
임시 근로를 ‘연속적 고용에 대한 기대가 없는 비정기적이고 단속적인 근
로’로 정의한다. 이들 근로자의 근로는 고용주의 업무량 변동에 따른다.
Eurofound(2015)는 임시 근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이들 유
형은 모두 한 국가 내에서 공존할 수 있다.
․ 단속적 근로 : 고용주는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주로
개인의 프로젝트나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작업과 관련한 특정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때 고용은 기간제 성격을 띠며, 이는 작업의
완수 또는 일정 근무일수를 의미한다.
125) 여기에서 임시 근로로 옮긴 casual work는 우리나라의 통계에서 사용되는 임시
직과는 다른 개념으로, 고용의 임시성에 주목한 번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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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출 근로(on call work) :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연속적인 고용 관
계가 있으나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속적으로 업무를 할당하지 않
는다. 오히려 고용주는 근로자를 필요에 따라 호출할 수 있는 선택
지를 갖는다. 이 중에는 최소 및 최대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고용 계
약이 있으며, 고용주가 근로자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아도 되는 ‘0시간
(zero hour)’ 계약도 있다.
이들 두 유형의 임시 근로에 있어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업무를 근로
자에게 빨리 할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고용주는 자체적으로 또는
중개자(파견사업주 및 온라인 크라우드 고용 플랫폼 등)가 관리하는 임시
근로자 인력 풀을 자주 이용한다. 인력 풀의 모집은 신문 구인 광고나 공
공 직업안내소, 소셜 미디어, 소문 등을 통하여 여타 채용 모집과 비슷하
게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미리 정해진 선정 기준을 사용한다. 일선
관리자는 회사 관행에 따라 인력 풀에 직접 접근하거나 인사 부서를 통하
여 추가적인 인사 관련 작업을 수행한다. 업무 요청에서 실제로 업무에 착
수하기까지의 기간은 회사 관행 및 인사 관련 작업의 필요에 따라 다르
다. 단편 증거를 보면 짧게는 한 시간에서 4주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2. 고용주와 근로자
임시 근로는 대체로 농업이나 관광산업, 소매업, 복지 및 간병(care) 산
업 등 계절성을 띠는 부문이나 가변적 수요를 가진 부문에 제한되어 있다
(IFAU, 2001; ISTAT, 2010; The Irish Times, 2013; Pennycook et al.,
2013; De Graaf Zijl, 2012a). ILO(2004)에 따르면 고용주가 호출 및 0시간
계약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추가 인적 자원의 임시적 필요－계절적 필
요에 빠른 대응, 수요가 집중된 시간이나 기간 동안의 협조, 정규 근로자
의 부재 및 휴가 대체 등－를 상대로 제공하는 유연성이다.
지금까지 취합된 자료로 미루어볼 때 임시 근로는 여성과 청년 근로자
에게 집중되어 있다(IFAU, 2001; Mandrone and Radicchia, 2010; De Graaf
Zijl, 2012a; Flexbarometer, 2014; Pennycook et al., 2013). 또한 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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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근로와 관련을 가지는데(ISTAT, 2010; Eurofound, 2010), 영국의 사
례와 같이 관리직, 전문직 및 기술직에도 사용된 바가 있다(Brinkley, 2013).
호출근로 및 0시간 계약은 일부 유형의 근로자－일과 가정 및 여가활
동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변적이고 근로시간이 짧은 일을 선호하
는 사람 및 학생 등－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기도 한다(ILO, 2004). 다른 동
기로는 추가적인 소득을 얻거나 전문 기술을 향상시키며 경험을 쌓는 것
일 수 있다. 후자는 임시 근로가 표준 고용으로의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
이라 여긴다. 그러나 대다수의 임시 근로자는 능동적인 결정이라기보다
불가피한 필요에 의해 이러한 고용 유형에 참여한다고 추정된다. 높은 실
업률을 보이는 지역 및 경제부문의 근로자들은 실업의 저주를 피하기 위
하여 구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하고자 한다.

3. 근로조건과 노동시장에의 영향
임시 근로는 일반적으로 고용주에게 높은 유연성을, 그리고 근로자에
게는 낮은 안정성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에게 업무－그리고
그에 따른 임금 및 종종 사회보장까지－가 아주 드물게, 또 대체로 제한
된 기간 동안 주어진다. 이는 매우 낮은 고용안정성, 예측할 수 없으며 비
정기적인 근로시간, 낮은 임금, 없거나 제한적인 부가급여, 그리고 낮은
직업만족도로 이어진다(ILO, 2004; Layte et al., 2008; De Graaf Zijl,
2012b; Pennycook et al., 2013; Konjunkturinstitutet, 2005). 또한 이는
일․가정 양립 문제에 있어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충의 원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근로자가 임시 근로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
생활비 확보를 위해 다른 소득 활동과 병행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임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자율성과 적은 업무
수요를 갖는 경향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 호출 계약 근로자들이 더 적은 직원 교육훈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IFAU, 2001). Eurofound(2015)가 임시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일부 발견했으나, 신입 연수․오리엔테이션(induction
training)의 형태였다. 다른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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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훈련시간 동안의 급여가 지
급되지 않는다.
임시 근로와 관련한 일부 법적 체계는 근로자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혜
택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제한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론상 보장
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시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업무를 할당받지 못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제도가 근로자들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최
소 근무 시간이나 임금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임시 근로자가 사회보험급여 수급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다.
대표성 문제에 있어서 임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직원들과 동
일한 단결권에 의해 보호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기 고용 근로자들은
회사에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조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임시 근로 계약은 청년 및 해고된 근로자 등 특
정 범주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중요한 경력을 얻도록 도움
과 동시에 미신고 및 불법 근로를 감소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IFAU,
2004; Karlsson, 2009).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계약 형태가 과도하게 정규
직을 대체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Eurofound, 2008). 이는 위태로운 형
태의 고용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이 재구성될 가능
성을 제기하며(IFAU, 2001), 특정 집단의 근로자가 이러한 계약 형태에서
지배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노동시장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최
근 몇 년간 임시 근로는 고용 유지를 돕기도 했으며 업무량과 임금이 일
정 수준 감소하였지만, 부분적으로는 고용 창출에도 기여했다.

제6절 결론 및 정책 제언

유로파운드의 ‘새로운 형태의 고용’에 관한 연구에서 그려낸 바에 따르
면 유럽 전역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의 새로운 고용이 등장하고 있다. 이
들 고용 형태 간의 상당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유연성’은 그 모두에 내
재된 핵심 특징이다. 새로운 고용 형태가 부상하는 이유는 고용주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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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측에서, 혹은 양쪽 모두, 한층 증대된 유연성을 요구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다는 점이나 사회적 변화에 기인한다. 결
과적으로, 논의된 고용 형태 중 일부는 기회를 잡은 반면 다른 일부는 불
가피한 필요에 의해 등장하였으며,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의 유인은 다를
수 있다.
각 고용 형태가 가지는 실제적 영향은 경우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나 현재까지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의 일반화된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특성 및 선호, 그리고 그들
사이의 상호 합의에 따라서 아래에 편익이라 기술하는 요소들이 각각의
경우에 불리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프리랜서나 자영자, 포트폴리오 근로 및 크라우드 고용은 다양화를 통
하여 업무 내용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로 제공한다.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을 기본으로 한 방식은 근로자의 자율
성을 증진시키고 유연성과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인 영향－근로자의 선
택에 의한다는 점에서－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심한 경쟁과 더불
어 가능한 어떤 업무이건 맡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도 있다. 동시에 이러한 고용 형태들은 고용 및 임금의 불안정성과 낮은
수준의 사회 보장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프리랜서나 자영자
의 업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고용
형태만의 특징은 아니다.
이와 유사하게 바우처 근로는 일부 부정적인 근로조건－주로 고용 불
안정, 사회적․직업적 고립,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나 경력개발에의 제한
적 접근－을 나타내는데, 이 역시 고용 형태 자체보다는 어떤 유형의 업
무가 적용되었는가가 더 중요하다. 반대로, 임금근로자 신분의 법제화－
또 그에 따른 사회 보장과, 부분적으로 최소 임금, 보건안전 기준 등－와
같이 근로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특징도 고려되어야 한다.
논의된 새로운 형태의 고용 중 임시 근로는 근로조건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 및 임금 안정성, 사회 보장, 인적자원 관리
에 대한 접근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 지루한 업무라는 특징을 갖는
다. 높은 유연성은 향상된 일․가정 양립으로 혜택을 보는 일부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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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더 많은 안정성을 바라는 대부분의 근로
자에게는 ‘너무 과한’ 경향이 있다.
교육 훈련과 기술 개발에의 접근, 그리고 대표성과 더불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환경과 동료와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논의된 고용
형태는 전통적인 모델들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스트레스
수준 및 업무 강도가 증가할 위험이 있으며, 업무의 분열화는 개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자기조직화, 자기관리, 셀프 마케팅을 요구하는 결과를
낳는다.
명시된 모든 새로운 유형의 근로는 특정 집단에 속하는 근로자에게는
노동시장 통합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임시 근로나 바
우처 근로의 경우 이들은 정규직을 원치 않는, 또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혹은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임시
근로와 크라우드 고용은 청년층에게 첫 경력을 쌓기 위해 노동시장에 접
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새로운 고용 형태가 갖는 고용 창출 효과는 상당히 제
한적이다. 현재까지 증명된 바로는 바우처 근로와 임시 근로가 어느 정도
의 고용 창출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표준적 고용
을 대체할 가능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포트폴리오 근로와 크라우드 고용이 적은 경영상 위험을 가지고 비교
적 보호된 환경에서 자영업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반
면, 임시 근로와 바우처 근로의 경우 낮은 임금 및 제한적 사회 보장과 연
관된 파편화된 직업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동시장 파편화를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또는 노사 당사자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포트폴리오 근로의 경우, 관련한 당면 과제－ 낮
은 수준의 사회 보장과 고용 및 임금 불안정성 등－가 해당 방식으로 근
무를 하는 데 따른 특징이라 볼 수 없고 프리랜서나 자영자의 업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126)
126)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고용 형태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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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의하면 공공 정책의 개입이 유용하게 작
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근로조건이나 노동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계
약 관행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규제를 명확히 하고 촉진하는 것이 갖는 발전적 가능성을
강조한다.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는 점
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고용주
에게도 필요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
아가, 고용주, 근로자 및 그들의 대표진과 컨설턴트가 이해하기 쉽도록
분명하고 간결해야 한다. 또한 잦은 법 개정이 표적 집단에 혼란과 불안
정을 초래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임시 근로와 크라우드 고용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망’이 필요
하다. 이는 새로 고안되거나 개선되어야 하는 모니터링 및 통제 장치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근로감독관(labor inspectorates)이 인식 및 자원 부
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고용 형태에 특별히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후속 조치가 가능한, 예를 들어 근로자가 현행 체계
의 악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기구를 설립한 노동조합의 대책
등도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고용 형태와 그에 관련한 경험 및 근로자와 고용주
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등을 주제로 한 국제적 교류를 권
고한다.

별히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를 포함하거나 넘어서는 식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
미이다.

제2부

노동법과 사회복지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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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디지털 노동의 몽타주 : 복종하는 신체에서
반응하는 신체로

“권력은 자신이 구성해 놓은 개인을 경유한다.”127) 푸코에 의하면, 개
인이 권력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개인을 구성하는 것이다. 반
대로 주권에 대한 법모델은 개인을 전제한다.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들이 권리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한다. 자발적으로 지배를 받아들이
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국가는 이렇게 위임된 권한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
다. 개인들의 안전 보장이 그것이다. 노동계약을 자발적 종속의사로 개념
화하는 것과 동일한 담론구조이다. 양자 모두 관계(권력관계, 노동관계)
를 구성하는 항(개인, 노동자)에서 출발한다. 모두 안전을 위하여 자발적
예속에 합의한다. 하지만 홉스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부른 것
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전쟁이 아니다. 개인들이 먼저 있어서 사회계약
을 통하여 국가라는 권력관계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거꾸로 주권국가
의 권력관계가 주권적 개인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므로 개인에서 출발해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관계

127) 미셸 푸코(2015),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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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떻게 개인을 구속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관계가 어떻게 자신이 원하
는 주체를 만들어내는지 분석해야 한다. 통치하기 위해서는 주체를 통치
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각각의 권력양식은 그 양식에 적합한
주체를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권력으로 작동될 수가 없다. 주권권력이 권
력의 지시에 복종하는 개인을 만들어냈다면, 규율권력은 지배를 내면화
한 개인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곧 푸코가 ‘통치가능성’ 개념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다음의 인용문을 가지고 좀 더 논의해 보자.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예를 들어도 좋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쓴다. 이
막막하고 어떤 결론에 이를지 전혀 모르는 작업, 저 새벽의 작업, 신앙과 무신
앙 사이에 있는 저 잿빛 공간의 작업을 그녀는 어찌어찌 마무리하게 된다. 믿
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이 자기가 쓴 것이 그 순
간 ‘돌연’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된다. 이를 읽은 타인 또한 당연히 그녀가 이
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리라.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 써 있으’니까. 그리고 불
현듯, 돌연 그녀는 깨닫게 된다. 어느새 자신도 믿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자기
가 쓴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말았음을.”128)

이 인용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글쓰기는 아는 것을 종이 위에 적는 일
이 아니다. 어떤 생각이 확고하게 미리 머릿속에 있어서 그것을 이런저런
형식으로 활자로 옮기는 과정이 결코 아니다. 반대로 글쓰기는 생각을 만
드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우연성에 몸을 맡기는 일”129)이다.
자기가 글로 써 놓은 것이 곧 자기 생각이다. 최초의 착상을 원고지에 활
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미 필자의 착상은 수정되고 새로운 착상이 떠오
른다. 필자는 글로 쓴 것을 자기의 생각이라고 믿는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필자가 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글이
필자를 만들어 내는 형국이다. 망연자실(茫然自失)한 일이다. 저자는 자
신을 잃어버리므로. 언어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시니피에(기의)가 시니피
앙(기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시니피앙이 시니피에를 만든다.
피대표가 대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피대표를 만든다. 대표는 뿔
뿔이 흩어져 있는 개별자들의 단순한 덩어리에 불과한 것에 집단적 정체
128) 사사키 아타루(2015). p.417.
129) 위의 책,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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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부여한다. 피대표는 그렇게 법의 무대에서 재현(대표)됨으로써 법적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정의감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의감
을 만들어 낸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법
과 정의의 관계는 상호반성적 생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정
의감을 법으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그 정의감에 수정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의감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의감이 다시 법을 고쳐 쓰게 하
고, 고쳐 쓴 법은 다시 새로운 정의감을 생성한다. 마치 칡덩굴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얽혀 자라나듯이, 법과 정의는 서로 상대방을 거울삼아 스스
로를 비춰보면서 생성돼 나간다. 권력이 주체를 생산한다는 말이 이것
이다.
이 이론을 노동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각각의 노동관계는 자신이 구성
해 놓은 개인, 즉 노동자의 몽타주를 경유한다. 산업노동관계의 권력양식
이 복종하는 신체를 만들어냈다면, 디지털 노동관계의 권력양식은 반응
하는 신체를 만들어낸다.

1. 복종하는 신체
산업노동관계는 동질적인 노동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생산에 협력하
는 하나의 노동공동체를 상정한다. 이 노동공동체는 집단적 척도를 갖는
다.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노동시간과 노동장소, 그리고 집단적으로 결정
되는 임금. 노동자들은 이렇게 집단적 척도에 의해서 구성된 노동공동체
를 통하여 집단적 정체성을 공유한다. 노동3권의 토대는 바로 이 집단적
정체성이다. 산업노동관계의 집단적 척도는 표준화(규범화, 정상화) 기획
을 통해서 표준화된 신체를 만들어낸다. 이 표준화된 신체는 복종하는 신
체이다. 이 노동자들의 노동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타율
적 노동이다. 이러한 노동관계에서 사용자의 지배권은 직접적인 방식으
로 작용한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노동을 지시하고, 지시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지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 이러한 점에서 직접적
지배권은 지시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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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지배권에서 제재는 징계의 형태로 나타난다. 징계권은 찰리 채
플린이 <모던타임스>에서 드라마틱하게 형상화한 바와 같이 산업노동관
계의 권력양식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각국의 노동법은 사용자
의 징계권을 규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 근로기준법도 “정당한 이
유”(제23조) 없는 징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재에 관한 사항”(제93조)은
취업규칙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는 지시권과 징계권을 통해
서 노동의 과정을 관리한다.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일하기만
하면 된다.
과학적 노동관리를 이론화했던 테일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영진은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업무를, 또 노동자는 나머지 업무를 수행한다.”130)
경영진에게 적합한 업무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노동자에게 적합한 업
무는 경영진이 수립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른바 구상과 실행의 분
리이다. 구상과 실행이 분리된 노동과정에서 결과는 구상한 자의 책임이
된다. 생산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이것이 이른바 과
정관리 노동조직이다. 사용자는 노동의 과정을 관리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
을 진다.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과정관리에서 노동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결
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채무를 이행한다. 그 노동을 사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
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넘어간다.
이러한 노동관계 개념은 산업사회의 경제학적 기업관으로도 착상된다.
대표적으로 Ronald Coase를 들 수 있다. 코즈는 1937년에 쓴 논문 기업
의 본질131)에서 생산이 가격 메카니즘(시장)에 의해서 조정된다면 기업
같은 조직은 필요 없을 것인데 왜 기업이 존재하는가 묻는다. 그러고는
대답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기업의 특징은 가격 메카니즘의 대체인 것
같다.”132) 가격 메카니즘을 이용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이 거래비용이 기
업이라는 위계 조직을 통하여 생산을 조직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같아지는
한계 지점에서 기업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130) 테일러(1994), p.112.
131) Ronald Coase(1937), pp.386∼405.
132) 위의 글, p.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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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고용을 예로 들어보자. 각각의 노동자를 생산과정의 매 단계
마다 가격 메카니즘을 통해서 고용하려면 노동자에게 지출되는 비용보다
적절한 가격을 찾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클지도 모른다. 극단적으로는 한
명의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도 매 순간 가격을 정해서 계약을 새
로 체결해야 한다면 사실상 일을 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그러한 식으로 계약더미를 양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일련의 계약들은 하나의 계약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이 단
계에서, 기업에 고용되는 생산요소를 투입시키는 계약의 성격을 지적하는 것
이 중요하다. 그 계약은 해당 생산요소가 일정한 보수를(고정급이든 변동급이
든) 대가로 일정한 한계 내에서 사업주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동의하는 계약
이다. 이 계약의 핵심은 사업주의 권한에 가해지는 한계를 말할 뿐이라는 점
에 있다. 이 한계 내에서 사업주는 그러므로 다른 생산요소들을 지휘할 수 있
다.”133)

코즈가 언급하고 있는 계약, 곧 노동계약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사업
주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동의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은 사업주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정하는 계약이 아니라, 반대로 사업주가 무엇을 할 수 없
는가를 정하는 계약이다. 그 한계 내에서 사업주는 자신의 처분에 맡겨진
노동자의 노동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코즈의 말대로 노동계약은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기능을 수행한다. 하나
는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
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계약의 범위 안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 개념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행사하는 처분권은
계약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는다. 반대로 디지털 사회의 노동
관계 개념은 코즈의 기업 개념과는 다른 기업 개념으로 착상된다. 그것은
목표관리와 자기통제로 요약되는 기업 개념이다(아래 논의 참조).

133) 위의 글, p.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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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응하는 신체
디지털 노동관계는 노동공동체를 해체하고 각 노동자에게 개별적 정체
성을 부여한다. 산업노동관계의 노동공동체를 구성했던 집단적 척도는
개별적 척도로 대체된다. 노동시간과 노동장소와 임금은 개별화된다. 각
노동자는 동료 노동자를 동지로 생각하기보다는 경쟁자로 여긴다. 디지
털 사회의 노동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다만 그 선택에 따라
만들어낸 성과에 대한 평가가 뒤따른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산
업사회의 과정관리 노동조직에서 결과는 사용자의 책임에 속하지만, 디
지털 사회의 목표관리 노동조직에서는 과정과 결과 모두 노동자의 책임
으로 귀속된다. 과정관리에서 노동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수단채무라면,
목표관리에서는 결과채무이다.
목표관리에서 사용자의 지배권은 유보적인 방식으로 작용한다. 즉 평
가나 계약 속에 유보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지시권이 아니라 평가권이 중
요하다. 성과급이나 재계약 등 평가에 따른 제재는 징계가 아니라 계약조
건의 적용으로 이해될 뿐이다. 저성과에 대해서는 감봉이라는 징계가 아
니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적용할 뿐이며,134) 반복되
는 저성과에 대해서도 해고 등의 징계가 아니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적용할 뿐이다. 혹은 디지털 노동관계에서는 플랫폼 접속을
차단할 뿐이다. 노동자는 평가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지 파란불
이 들어오고 있는지 매순간 체크하면서 최적의 자원 분배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혹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용자는 굳이 잔소리를 할 필
요가 없다. 최대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노동자는 스스로 최적의 노동이행
경로를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서동진은 자기계발담론의 유행을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자본이 노
134) 감급의 제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제95조)라는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성과급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
기 때문에 저성과를 이유로 지급되지 않는 성과급의 규모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는 사정을 보더라도 산업노동관계의 징계권과 디지털노동관
계의 목표관리가 갖는 차이가 작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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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노동자를 지배가능한 대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경영담론적 기획이
라고 분석한다.135) 현대의 경영담론은 이미 설정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일하는 주체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도 없이 스스로 끊임
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주체를 구성해낸다. 다시 말하면, 현대
의 디지털 경영담론은 생산량이나 노동시간 같은 외적인 기준을 통해 노
동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자아를 직접 겨냥하고 그것을 통
해 노동자가 스스로 기업전략과 일치된 주체로 자신을 향상시키고 변모
시키도록 요구한다. 인적자본이나 인적자원 같은 말들은 단순히 노동자
를 가리키는 새로운 명칭이 아니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담
론적 실천이다. 이처럼 노동자의 정체성은 선험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사회적 실천이 결합되고 배치되는 방식에 따라
서 언제나 재정의될 뿐이다.
디지털 노동관계의 노동자는 성과와 관련된 숫자, 성과지표에 민감하
게 반응한다. 사용자는 숫자를 통해서 경영담론을 노동자의 내면에 각인
시킨다. 이처럼 디지털 노동관계가 만들어내는 주체는 사용자의 지시에
복종하는 신체가 아니라, 숫자가 보내오는 신호에 반응하는 신체이다. 이
반응하는 신체는 세 가지 속성을 갖는다. 항시대기, 실시간 경쟁, 접속이
그것이다.
가. 항시대기
디지털 노동관계가 생산하는 반응하는 신체는 항상 일하고 있는 상태
는 아니지만, 언제라도 외부의 신호에 반응할 수 있는 항시대기 상태에
있어야 한다. 항시대기 상태는 “언제라도 동원될 수 있는 상태”136)이며,
“때가 오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스스로를 동원해야”137) 하는 상태이다.
135) 서동진(2009). 경영담론이란 “자본의 사회적인 실천이 이뤄지는 대상, 그리고 이
를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표상을 생산함은 물론, 양자를 특정한 합리성 혹은 목
표에 따라 결합시키는 도구, 수단, 계산(측정, 평가 등) 등의 테크놀로지를 두루
아우르는 것”(위의 책, p.164)이다.
136) 알랭 쉬피오(2016), p.422.
137) 위의 글, p.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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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항시
대기 중인 반응하는 신체는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
시적인 반고용/반실업 상태에 처한다. 안정적인 시공간 속에서 상시적으
로 노동을 제공한다는 상시성이 복종하는 신체의 주된 특징들 중 하나였
다면, “사용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동원할 의무, 즉 언제
라도 이용할 수 있고 반응하는 상태에 있을 의무”138)는 반응하는 신체의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이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배달앱을 통해서 배
달주문을 대행하는 배달대행기사에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부정한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문에는 반응하는 신체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다.
“배달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 사무실 또는 가맹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다른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배달요
청 내역을 확인하고(…).”139)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배달요청 내역”이란 곧 외부에서 전달되는 디지
털 신호이며, 그 신호를 확인하고 배달을 나간다는 것은 곧 신호에 반응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사회의 수치(數治)는 그 사회의 노동력
을 총동원한다.
알랭 쉬피오는 이 총동원 체제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가용성(可用性)’
과 ‘반응성(反應性)’으로 요약한다.140) 가용성이란 노동조건이 사전에 특
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노동조건의 불특정은 노동자를 시공
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언제 어디서나 동원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전제조건이다. 영국의 이른바 ‘영시간 계약
(zero hour contract)’141)은 가용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순수한 형태로 발
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응성은 노동의 이행 방법이 사전에 특정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에게는 노동의 이행과 관련하여 일정
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유는 사용자가 기획한 범위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는 자유이다. ‘기획된 자유’142)인 것이다. 이 자유
138)
139)
140)
141)

위의 글, p.422.
서울행정법원 2015.9.17. 2014구합75629.
알랭 쉬피오, 앞의 글, p.423 이하.
이정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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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위(action)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기
획의 규칙에 따라 기대되는 반응(reaction)을 할 수 있는 자유에 불과하
다. 반응이 적절하고 정확하게 기획된 대로 표현되고 있는지 여부는 사용
자에 의하여 평가된다. 그러므로 평가는 결코 중립적인 과정이 아니다.
반대로 평가자의 의도가 실현되는 과정, 목표관리 경영담론이 작동하는
과정이다.
항시대기에 내재하는 두 가지 속성, 즉 가용성과 반응성, 다른 말로 하
면 “근로이행의 시공간적 범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목표관리
에 내재하는 기획된 자율은 노동자 인격의 구속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
라 반대로 강화시킨다.”143) 복종하는 신체는 노동시간 동안 공장에서만
복종하면 되었지만, 반응하는 신체는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구분 없이,
회사와 가정의 구분 없이 항시대기 상태에 있어야 한다.144)
나. 실시간 경쟁
항시대기는 항상적인 경쟁으로 귀결된다. 모든 노동자를 항시대기 상
태에 임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항상적인 경쟁 상태에 처하도록 만든다. 디
지털 기술은 실시간 경쟁을 가능하게 만든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호에
유효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고, 모든 노동
자들이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곧 실시간 경쟁 상태가 지속된
142) 알랭 쉬피오, 앞의 글, p.421.
143) 위의 글, p.434.
144) 최근 LG유플러스는 “오후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카오톡 보내기”를 금기사항에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경향신문, 2016년 4월 28일).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오
후 10시 이전에는 업무 관련 카카오톡을 보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고 그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더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비판
을 의식한 탓인지 엘지유플러스의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권 부회장이
밤 10시라고 했지만, 취지는 퇴근 이후 스마트폰 메신저로 일과 관련된 문자를
주고받지 말라는 것”(한겨레, 2016년 6월 24일). 무슨 말인가? 엘지유플러스의
퇴근 시간은 사실상 밤 10시라는 말이다. 진실은 이렇듯 언제나 갈라진 틈 사이
로 자신을 드러낸다.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구분이 무너지는 것은 디지털 노동
관계의 또 다른 특징이다. 노동시간의 단축과 일․가정 양립은 이러한 점을 염
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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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인용했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다시 한
번 인용하자.
“가맹점이 배달요청을 할 경우 모든 배달원의 스마트폰에 그 배달요청이 표
시되고, 어느 한 배달원이 해당 배달요청을 수락하게 되면 다른 배달원의 스마
트폰에서 위 배달요청은 사라지며, 여러 건의 배달요청이 동시 또는 이시에 있
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45)

남보다 한 발 먼저 신호(지표)에 반응하기, 그것은 성과를 좌우하고, 성
과는 노동자의 운명을 좌우한다. 디지털이 노동자에게 선사하는 자율은
경쟁으로 귀결된다. 자유와 경쟁은 현대 시장의 두 얼굴이다. 디지털 노
동관계에서 노동자는 노동시간을 스스로 처분하는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항상적인 경쟁 상태에 놓여 있을 뿐이다.
다. 접 속
반응하는 신체는 옆에 있는 동료를 실시간 경쟁 상태의 경쟁자로 인식
한다. 경쟁자와 동지적 신뢰관계를 형성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반응하는 신체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접속에 만족할 뿐이다. 관계는 공동의 시공간을 요구한다. 하나의
공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하면서 삶의 중요
한 시간을 공유할 때에만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 속에서 노동하는 자는
자신의 삶을 하나의 서사로 만들 수 있다.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젊은 노동
자에게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그 시간 속에 담겨 있는 노동의 지혜, 경험
의 축적을 담담히 전승해 줄 수 있는 노동자, 얼굴엔 검은 주름이 깊게 파
였고 손바닥엔 굳은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는 그런 늙은 노동자. 리처드
세넷은 “굽은 발로 절룩거릴지라도 그 자신이 아니라 자기 일을 자랑스
러워하는 헤파이스토스”야말로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존엄한 인간의 모습”146)이라고 했다. 하지만 디지털 노동관계에서는 그

145) 서울행정법원 2015.9.17. 2014구합75629.
146) 리처드 세넷(2010), p.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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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서사의 형성이 의문시된다. “디지털 모바일 노동은 자신의 삶을 연속
적인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전후 연관성도 사라지게 한다. 서사적
인 인생사를 꾸려가는 게 의문시된다는 말이다.”147) 산업사회의 노동관
계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공동의 시공간을 전제한다. 공동의 시공간은 공
통의 척도(commensurable)를 요구한다. 이것이 곧 산업노동관계의 합리
성이다. 반면에 접속은 탈시공적이다. 그러므로, 급진적으로 말하자면, 디
지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노사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
제는 디지털 시대에 집단적 노동관계의 형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질
문으로 이어진다(아래 논의 참조).

제2절 자율의 이상과 숫자에 의한 협치

노동의 조직양식이 과정관리에서 목표관리로 변모하는 이면에는 자율
적 통치에 대한 이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피터 드러커의 경영철학과 노
버트 위너의 사이버네틱스는 그러한 이상을 공유하는 철학의 두 가지 사
례이다.

1. 자율의 이상
피터 드러커는 1954년에 출판한 경영의 실제148)라는 책에서 현대경
영의 원리로 목표와 자율에 의한 경영을 제시했다. 드러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목표관리의 주요한 공헌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명령에 의한 경영을 자기통제에 의한 경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준
데 있다.”149) 목표관리와 자기통제에 의한 경영은 드러커에 의하여 ‘경영
147) 김영선(2015), p.63.
148) 피터 드러커(2006).
149) 위의 책, p.196. 이재규의 번역본에서는 ‘self-control’을 ‘자기관리’로 번역하고
있는데, 자율경영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control from outside’를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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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으로 명명된다.
“이 같은 경영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이 목표관리와 자기통제에
의한 경영활동이다. 그것은 모든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과 개인의 공통의 번영
을 자기 자신의 목표로 인식하도록 해준다. 그것은 외부통제 대신에, 한층 더
엄격하고 훨씬 더 정확하고,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가능하게 해준
다. 그것은 경영자로 하여금 누군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또
는 그것을 하도록 지시해서가 아니라, 그가 수행하는 과업의 객관적인 필요성
때문에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한다. 그는 누군가가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
신이 그것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한다. 달리 말하면, 그는 자유
인으로서 행동한다. (…) 목표관리와 자기통제에 의한 경영은 ‘경영철학’이라고
명명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150)

드러커의 기업관은 이미 기업의 개념151)에서 그 맹아가 드러나고 있
는데, 드러커는 기업을 하나의 사회제도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제도는 그 구조의 규칙들에 의해 지배되고 생존 욕구에 의해 결정
되는 자율적인 존재로 분석되어야 한다. 즉 스스로의 목표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152)
드러커의 경영철학을 현장에 가장 철저하게 적용했던 사람은 미국의
대기업 GE의 최고경영자였던 잭 웰치이다. 웰치는 목표관리경영을 ‘차등
경영(differenciation management)’이라고 했다.153) 웰치의 말을 들어보
자. 차등경영은 각 노동자의 성과를 기업의 사명(기업은 어디로 가고 있
는가?) 및 가치(기업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와 연동시키는 것이다. 차등경영의 핵심은 성취도 평가에 있다. 성취도
평가란 노동자들이 이루어낸 성과들이 얼마나 기업의 목표를 진전시켰는
지, 노동자들이 얼마나 기업의 가치를 잘 표현했는지를 1년에 한 번 또는

150)
151)
152)
153)

통제’로 번역하고 ‘control from inside’를 ‘내부통제’로 번역하고 있듯이, ‘self
-control’은 ‘자기통제’로 번역되어야 원문의 맥락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 글에
서는 자기통제로 고쳤다. 이하의 인용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위의 책, p.204.
피터 드러커(2012).
위의 책, p.41.
Jack Welch(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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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경영자는 기업의 사명
과 가치를 노동자들이 꿈속에서도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정곡을 찔러 생
동감 있게 표현해야 한다.”154) 평가 결과에 따라 노동자들을 상위 20%,
중위 70%, 하위 10%로 분류한다. 분류 작업이 끝나면 경영자는 각각의
범주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데, 이것이 핵심이다. 즉, 상위 20%는 보상을
받지만, 하위 10%는 회사를 떠나야 한다.
노동자의 성과를 차등분류해서 보상과 해고를 결부시키는 차등경영은
노동의 객관적 차원만 생각할 뿐, 노동의 주관적 차원은 고려하지 않는다.
노동의 객관적(objective) 차원, 즉 객체(object)로서의 노동은 상품으로
의제된 노동이다. 상품은 등급별로 가격을 제대로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것
처럼, 상품으로서의 노동도 등급별로 차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
활용이 가능한 상품과 폐기처분해야 할 상품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과 마찬가지로, 상품으로서의 노동에 대해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노동력
과 폐기처분해야 할 노동력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칼 폴라
니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의 노동은 결코 상품이 아니다. 상품으
로서의 노동은 어디까지나 법률적 의제에 불구하다. 그 허구성을 마치 실
제인 것처럼 착각하면 인간을 사물로 취급하는 가치전복의 상황이 발생
한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의 정의관념을 세계에 투영하고, 그 과정
을 통해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이 노동의 주관적(subjective) 차원,
즉 주체(subject)로서의 노동이다. 목표경영이 노동의 객관적 차원만을
포착하면서 주관적 차원을 도외시할 때, 인간은 주체에서 객체로, 인격에
서 사물로 전락한다. 인간이 객체라면 주체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주체의
지위에 등극하는 것은 기업 혹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시장이다.155)
목표관리와 자기통제에 의한 경영을 현대경영의 이상이라고 생각한 피
터 드러커의 관점은 흥미롭게도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의 기본 관점
154) “I’m talking about a company’s leaders being so specific, granular, and vivid
about mission and vlaues that employees could recite them in their sleep.”
155)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 즉 이른바 일반해고를 둘러싼 논의가 터잡고 있는 목
표관리 경영담론이 노동의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을 전복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는 박제성(2016c), p.6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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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다. 1950년에 노버트 위너는 인간의 인간적 활용 : 사이버네틱
스와 사회156)라는 책에서 인간과 동물과 기계는 모두 커뮤니케이션 자
율제어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개
하였다.
“살아 있는 생물체의 물리적 기능과 새롭게 등장하는 일부 커뮤니케이션
기계의 작동은 피드백을 통해 엔트로피를 통제하려는 유사한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정확히 서로 대응한다. (…) 개체의 물리적 반응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의 유기적인 반응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
다.”157)

여기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피드백’이다. 피드백은 실제로 수
행된 동작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 내부로 되가져와 다음 동작을 제어하는
것이다. 피드백은 “과거의 수행 능력에 따라 앞으로의 임무 수행을 조정
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158)을 수행한다.

2. 숫자에 의한 협치
위너와 드러커가 동시대에 사이버네틱스와 경영학이라는 서로 다른 분
야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새로운 사회 조직 원리를 구상했다는 사실은 특
정한 시대에 사회를 정초하는 상상력은 보편성을 갖는다는 점, 다시 말하
면 한 사회는 동시대의 보편적 믿음이 정초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흥
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보편적 믿음이 곧 법이며, 법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에게 천명하는 도그마, 즉 인적 도그마이다. 입법
(立法)이란 법을 세운다는 것인데, 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 법인지 누
156) 노버트 위너(2011).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는 위너가 만든 말로서 키잡이를 의
미하는 그리스어 쿠베르네테스(kubernetes)에서 유래하는데, 쿠베르네테스는 또
한 정부나 통치를 의미하는 거번먼트(government)의 어원이기도 하다. 키잡이
는 배의 운행을 제어하는 사람이다. 사이버네틱스나 거번먼트는 모두 조직의 제
어와 관련이 있다. 다만 거번먼트가 외부적 제어, 타율적 제어와 관련이 있다면,
사이버네틱스는 내부적 제어, 자율적 제어와 관련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157) 위의 책, p.33.
158) 위의 책,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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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보아서 알 수 있도록 드높인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천명한다는 것
이다.159) 그것은 도그마이기 때문에 논증의 대상이 아니라 반대로 모든
논증의 기초로서 그 기초 위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논증을 기각시킨
다.160) 또한 그것은 과학적으로 발견되거나 신에 의하여 계시되는 도그마
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천명하는 도그마, 인적 도그마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 인간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곧 그 사회의 당위[Sollen]
를 비춰보는 거울이다.161) 모든 사회는 그 인적 도그마에 기초하여 성립
된다.162)
양차 대전 이전의 서양 사회가 뉴튼의 고전물리학과 그것을 인간과 사
회에 적용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었다면, 양차 대전 이후에는
새로운 믿음이 부상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아마도 양차 대전이 끝나고 난
직후의 서양 사회의 인식론적 환경과 관련된 것인지도 모른다. 훨씬 더
깊고 넓은 담론들을 너무 단순화시킨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말한다면, 뉴
튼 물리학의 관료적 현현, 거대한 시계태엽장치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메카니즘, 한마디로 말해서 근대이성의 육화로 간주되
었던 국가에 의하여 저질러진 참상은 타율적 통치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
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반대로 자율적 협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
장시켰을 것이다. 그것이 공학에서는 사이버네틱스로, 경영학에서는 목표
관리와 자기통제에 의한 경영철학으로, 철학에서는 소위 포스트모더니즘
으로, 정치학에서는 시민사회론으로, 법학에서는 이른바 소프트로(soft
law) 이론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알랭 쉬피오의 표현을 빌리자
면, ‘율칙에 의한 통치(gouvernement par les lois)’에서 ‘숫자에 의한 협치
(gouvernance par les nombres)’163)로의 전환이다.
159)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의 상앙은 법의 엄격성을 보여주기 위해 광장에 기둥을 세
웠다. 서양의 언어에서 법령(statute)과 국가(state), 그리고 조각상(statue)은 모두
동일한 라틴어 어원(status)을 갖는다. 그것은 “똑바로 서 있는 상태”를 뜻한다.
160) 가령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1항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노
동입법론을 문제삼는다.
161) 법을 거울에 비유하는 것은 오래되었다. 가령 작센법을 의미하는 작센슈피겔
(Sachsenspiegel)은 작센인의 거울이라는 뜻이다.
162)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알랭 쉬피오(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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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동관계에서 작동하는 권력양식은 산업노동관계의 권력양식
과는 사뭇 다르다. 디지털 사회(이 말 자체가 숫자의 사회를 의미한다)에
서 작동하는 통치성은 숫자에 의한 통치, 곧 수치(數治)라고 할 수 있는
데, 숫자는 지배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서 지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數治는 권력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내면화한다. 數治는 행위를
명령하고 강제하고 처벌하는 대신, 원하는 행위를 숫자로 환산하여 평가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행위자 스스로 그 행위를 선택하게 만든다. 취업률
을 대학평가지표에 반영하면 대학은 스스로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
향으로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학과를 조정한다. 고용률을 국정운영의 목
표로 설정하면 정책당국은 고용의 양에 대해서만 신경쓸 뿐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數治의 결정적 문제점은 숫자의 조작이나 왜
곡이 아니다. 數治는 기본적으로 수치화될 수 없는 것을 배제한다. 민주
주의적 심의의 문제를 통계적 정확성으로 대체한다. 數治가 가장 잘 구현
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장이 정부를 대체한다. 숫자는 통치(=정부)의 문제
를 기술적 절차로 대체한다.164)

제3절 반응하는 신체의 노동법상 문제

1. 지배권 또는 관할권
전통적으로 노동법상의 노동관계는 지시종속관계로 이해되어 왔다. 이
것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시권에 종속되어 노동하는 관계를 말한다. 사
용자는 노동자에게 노동의 이행을 지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불이행 시 징계를 가한다. 권력의 행사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이행이
직접적이고 가시적이다. 이처럼 지시권에 종속된 노동관계를 노동계약관
계, 혹은 고용이라고 부를 수 있다.
163) 이 개념에 대해서는 Alain Supiot(2015) 참조.
164) 로렌조 피오라몬티(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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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현대의 노동관계는 이 지시권의 행사가 간접적이거나 계약 속
에 유보되는 형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목표관리 노동
조직, 비임금노동, 하청노동 등의 확산과 함께 그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
러지고 있다. 고용의 성립과 종료에 관한 주도권 및 노동조건에 관한 결
정권이 사업주에게 유보되어 있고 사업주는 노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직접 지시하고 감독하지 않더라
도 노동의 이행은 결국 사업주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모
던타임스>에 나오는 찰리의 사장은 찰리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했지만, 오늘날에는 사용자가 “항상 노동자 옆에 꼭
붙어서 드라이버를 돌리는 모든 동작 하나하나를 지켜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165) 계약을 이행하는 것 자체가 노무관리권의 실현 과정일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종속적 노동관계는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
다)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동)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166) 후
자의 두 범주는 사업주를 대리하거나 대표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결국 사
용자란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의미한다. 사업주(事業主)란 말 그대로 사업
의 주인을 말한다. 사업의 주인이란 사업을 지배하는 자를 의미한다. 근
대법의 기본 개념들은 대부분 로마법에서 유래하는데, 지배의 개념도 마
찬가지다. 주인을 가리키는 로마법상의 용어가 도미누스(dominus)인데,
도미누스는 집을 의미하는 도무스(domus)에서 나온 말이다. 도미누스는
집안을 지배하는 자, 가장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오늘날 지배를 의미하는
서양의 단어 도미네이션(domination)이 유래한다. 요컨대 사용자란 사업

165) 원문: “In order to exercise significant control, a putative employer need not
‘hover over [workers], directing each turn of their screwdrivers and each
connection that they made.’” 2015년8월27일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
가 브라우닝페리스(Browning-Ferris) 사건에서 도급인인 브라우닝페리스의 사용
자성을 인정하면서 사용한 표현이다. 사건번호: Case 32-RC-109684. 판정문의
한글 번역은 박제성 외(2016), p.320 이하 참조. 특히 인용된 표현은 p.340 참조.
166) ｢근로기준법｣ 제2조 및 ｢노조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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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배하는 자를 의미한다.
지배한다는 것은 관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배권=관할권). 곧 사용
자(=사업주)란 사업을 관할하는 자를 말한다. 관할권이란 원래 특정한 사
건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재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법인지 선언하는 것이다. 관할권을 영어로 jurisdiction이라
고 하는데, 이 말은 법(juris)을 말한다(diction)는 뜻이다. 요컨대 지배권
이란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사업 내에서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자가 바로 사용자이다. 노동법은 사용자의
관할권을 제한하고 노동자에게도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려는
법이다. 그렇게 해서 지배자의 법과 피지배자의 법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상황을 고무하며, 그 갈등을 좀 더 정의로운 법이 생성되는 동력으로 삼
고자 한다. 법과 정의가 상호반성적 생성관계에 놓여 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지배권이 발현하는 양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직접적
지배권과 유보적 지배권, 그리고 간접적 지배권이 그것이다. 직접적 지배
권은 전통적인 노동계약관계에서 발현되는 양식이다. 직접적 지배권은
지시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유보적 지배권은 사용자의 지배권이 평가
나 계약 속에 유보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거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을 최대한
착취하게 만드는 것은 유보적 지배권의 행사에 속한다. 간접적 지배권은
특히 하청노동에서 사용자의 지배권이 발현하는 양식이다. 하청에 노무
관리를 맡기고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하청을 교체함으로써 원청이
원하는 바를 하청이 스스로 파악하여 실현하게 만드는 것, 나아가 사업
주의 이익을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사업구조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구
조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의지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드는 것 등이 모두 간접적 지배권의 행사에 해당한
다. 특히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 노동관계에서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동
과정이 지배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를 ‘알고리즘적 종속관계
(subordination algorithmique)’167)라고 부르기도 한다.
167) Nicolas Amar et Louis-Charles Viossat(2016),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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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의 구조
지배권(관할권=Jurisdiction=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의 세 가지 양식

직접적 지배권

유보적 지배권

고용의특고화

고용

간접적 지배권

고용의 하청화

특고

하청

사업의 세 가지 양식

자료 : 필자 작성.

다소 도식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직접적 지배권은 노동계약
관계, 즉 ‘고용’에서 발현되는 지배권의 양식이고, 유보적 지배권은 비임
금노동관계, 즉 ‘특고’에서 발현되는 지배권의 양식이며, 간접적 지배권은
사내하청, 프랜차이즈, 재벌 등 ‘하청’에서 발현되는 지배권의 양식이다.
다만, 이 대응관계는 각 노동관계의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고용에서도 지배권은 유보될 수 있으며
(특히 목표관리 노동조직에서 그렇다), 하청에서도 지배권은 직접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이 경우 노동계약관계로 재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배
권의 분화는 노동계약의 도급계약화(고용의 특고화, 고용의 하청화) 현상
을 반영한다(앞의 그림 참조).
여기에서 구분하고 있는 고용, 특고, 하청은 모두 사업의 발현 양식이
다. 사업이란 상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서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결합할 수 있는 자유가 구현된 것이다. 사업
은 기업과 다르다.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체, 특히 위계적 조
직체를 가리킨다. 우리 노동법이 그 적용에 있어서 기본적 준거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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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사업이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168) ｢노
조법｣은 업종이나 지역 또는 전국 차원의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는 하지만, 집단적 노동관계의 일방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사업주(=
사용자) 또는 사업주들의 단체(=사용자단체)이다. 사업주는 자신의 필요
에 따라 사업의 형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사업은 하나의 기업 형
태로 수행될 수도 있지만, 복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원하청, 프
랜차이즈, 재벌)일 수도 있다. 노동법이 개인이나 법인처럼 전통적으로
사법상의 법주체를 구성하는 법형식만을 포착하는 데 그친다면, 법의 목
적을 실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상법은 오늘날의 경영방식
이나 사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네
트워크를 법의 적용 단위로 파악하는 제도들을 발전시켜왔다.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연결납세,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좋은 사례이다. 사업은 노
동법의 목적에 따라 동태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3항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법
의 정신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지배권, 특히 간접적 지배권과 유보적 지배권은 비가시적이다. 푸코의
판옵티콘 분석이 보여주듯이,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더욱 강력하다.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배권의 행사는 비가시적이지만, 지배권
에의 종속은 가시적이다.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비대칭은 피지배자가 스
스로 지배권의 전달자가 되는 독특한 권력구조를 만들어낸다.169) 노동자
는 자신의 노동을 지배하는 사용자의 권력을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존재
하고 있다는 것은 안다. 그리고 자신의 노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용
자는 언제라도 그 권력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도 안다. 그것
을 알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신을 스스로 종속시킨다. 오늘날의 노동법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비가시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와 그
것에 종속되는 자 사이의 지배종속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68) ｢근로기준법｣ 제11조.
169) 미셸 푸코(2003), p.303 이하, 특히 p.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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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적 노동관계
2008년 한국의 촛불, 2011년 스페인의 분노자들(Indignados), 2011년
미국의 월가 점령(Occupy Wall Street)170), 2011년 한국의 희망버스, 2016
년 프랑스의 철야농성(Nuit Debout) 등에는 공통점이 있다. 깃발들이 주
도하고 동원한 시위가 아니라 개인들이 사회연결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
유하고 확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모여들었다는 점이다. 시위 장소에 깃
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위 군중들은 깃발 아래 집결하는 대신 깃발
옆에 나란히 서는 쪽을 선택했다. 이 운동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
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대강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운동의 양식이 조직에 의한 운동에서 조직과 함께
하는 운동으로, 조직에 가입하는 운동에서 주장에 가입하는 운동으로 변
하고 있다는 가설이다. 전자의 슬로건은 “같으므로 함께한다”이며, 후자
의 슬로건은 “다르지만 함께한다”이다.
이러한 가설을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단결권을 조직을 결성하거나 조직에 가입하는 것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어떤 주장에 가입하는 것도 단결권의 한 양식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주장에 가입한다는 것은 주장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가
변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떤 국면에서는 갑 노조의 주장에
가입할 수 있고, 또 다른 국면에서는 을 노조의 주장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입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이상하다면 동조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주장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 주장에 동조하고 그 주장의 관철을
위해서 행동을 함께한다는 의미이다.
단결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단체교섭권도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에 의한 교섭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주장에 노동자들이 동조
하는 것을 단체교섭권의 내용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체행동권도
마찬가지다. 노동조합만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단체행동에 나서

170) 데이비드 그레이버(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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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단체행동권으로 보장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노동관계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
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주어가
조직이 아니라 ‘근로자’인 까닭을 재인식할 필요성이 더 크다.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젊
은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이 처음이
아닌데 유독 이번 사건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 외에 별다른 단체행동을 조직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시민들
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사건 현장에서 연대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다. 노동조합은 왜 이러한 참사에 항의하
는 파업을 하지 않을까? 노동조합 자체의 고민이야 따로 있을 수 있겠지
만, 우리는 법률적 측면에서 이 질문을 검토하고자 한다.
만약 노동조합이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항의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면서 사건 당일 바로 파업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혹
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파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판례에 따
르면 그러한 파업은 조정을 거치지 않은 돌발파업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침해하는 파업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의한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
법｣ 위반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불법파업을 엄단하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할 수 있을까? 서울메트로는 업무방해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고
소할 수 있을까? 법원은 정말로 파업을 위법하다고 판결할 수 있을까? 그
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
할 것이다. 노동자를 어처구니없는 죽음으로 내몬 노동조건에 항의하면
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파업이 기존 법
질서에 의하여 불법으로 판결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기존 법질서에 심
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반응하는 신체의 법주체성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법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행위하는 자가 아
니라 반응하는 자가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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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원천적 존재임을 승인하는 것이다. 그
런데 하나의 행동이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분석되는 사회에서
는 그러한 법주체의 개념이 의문시될 수 있다.
루크 도멜은 만물의 공식171)에서 오늘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알고리
즘으로 법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샤워할 때 물을 낭비하지 말라는 규칙과 물 낭비를 방지하는 절수용 샤워
기 기술,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말라는 규칙과 자동차가 운전자의 혈중알
콜 수치를 측정하여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잠금장치 기술,
과속을 하지 말라는 규칙과 일정 속도 이상으로는 가속이 되지 않도록 자
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기술(유럽연합에서는 이미 버스와 화물차에
적용되고 있다)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오늘날 기술은 법을 체화하고 있다.
비법적인 것이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행위자는 스스로의 도덕
적 판단이나 준법의식으로 규칙을 지키는 대신 기술이 설정해 놓은 공식
에 따를 뿐이다. 규칙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면 나쁠 것도 없어 보인다. 하
지만 법철학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은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다.
“행위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그 행동을 얼마나 도덕적인 것으로,
또는 준법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172)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속에서 법주체는 점점 더 희미하게 사라진다.
기업도 예외가 아니지만173), 법인보다 자연인에게 사태는 더 심각하다.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책임 있는 행위를 하는 법주체의 몽타주가 희미
해진다고 하는 이러한 사태는 19세기에 종속된 노동자의 존재가 그러했
171) 루크 도멜(2014).
172) 위의 책, p.173.
173) 네트워크로 재편된 사업구조를 지배하는 사업주를 노동법상 사용자로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제성(2016b), pp.1∼37 참조. 한편 이와 유
사한 문제의식으로, 사용자의 기능이 복수의 사업주에게 분산되어 수행되는 경
우에는 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주 모두를 사용자로 포괄하고 문제되는 법적
책임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는 식으로 사용자 개
념을 기능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Jeremias Prassl and Martin
Risak(2016), pp.619∼6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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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현대 민법에 또다시 중대한 위협이 된다. 그리고 19세기에 노동법이
노동자들의 집단적 자유를 승인하여 개별적 차원의 불평등과 종속의 관
계를 집단적 차원의 평등과 자치로 전환함으로써 민법을 위험에서 구해
주었듯이, 21세기에도 노동법이 다시 한 번 민법을 위험에서 구할 것이다.
노동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그리고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
동체제”174)를 구축함으로써.

제4절 소 결

1917년에 이미 윌리엄 헨리 레핑웰은 과학적 사무 관리175)라는 책에
서 테일러의 관리 기법을 단순반복적인 사무직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
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무실이라는 고정된 장소에
적용시키는 단계라는 점에서 여전히 기계적 테일러리즘의 한 부분에 불
과하다고 할 것이다. 장소적 구애를 받지 않는 공간적 관리 기법으로서의
디지털 테일러리즘은 장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176) 지
식노동의 하청화는 이 디지털 테일러리즘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기계적
테일러리즘, 곧 산업노동관계의 과정관리 경영담론이 인간의 노동을 구
상노동과 실행노동으로 이분화했다면, 디지털 테일러리즘, 곧 디지털 노
174) 이 개념에 대해서는 알랭 쉬피오(2015), 앞의 글 참조.
175) William Henry Leffingwell(1971).
176) 필립 브라운 등은 20세기가 기계적 테일러리즘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디지털
테일러리즘의 시대라고 분석한다. 관리자, 전문가, 기술자들의 지식을 경영의 관
점에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자동조립라인으로 재탄생시킨 포디즘 생산
방식이 바로 기계적 테일러리즘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면, 디지털 테일러리즘은
관리자, 전문가, 기술자들의 지식노동을 파악해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소프트웨
어, 전자표준화, 매뉴얼 등으로 재가공해 실용적 지식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공장 안으로 노동이 집약되는 기계적 테일러리즘과는 달리 디지털 테일러리즘
은 세계 어디든지 짧은 시간 안에 업무를 분산시키고 또 결합시킬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필리 브라운 외(2013), pp.123～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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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계의 목표관리 경영담론에서는 과거 구상노동으로 분류되었던 지식
노동 자체가 다시 구상노동과 실행노동으로 이분화된다. 표준화될 수 있
는 모든 지식은 과학적 관리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표준화된 지식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더 이상 진정한 지식노동자가 아니라 실행 지식을 단순반
복하는 단순노동자로 전락한다.
이 노동의 분리 과정에는 공통점이 있다. 언제나 누군가는 생각을 금지
당한다는 점이다. 과정관리 경영담론은 노동자에게 생각하지 말라고 한
다.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지시대로 일하라고 한다. 그렇다고 목표관리
경영담론이 노동자에게 생각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목표관리 경
영담론 또한 노동자에게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생각하지 말고, 어떤 정
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에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하라고 한다. 반응하는
것은 ‘주저하지 않는 것’177)이다. 주저하는 것은 외부의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주체적 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행위하는 주체는 언제
나 머뭇거리고 주저하며, “정의로운 자는 늘 너무 빨리 오는 자신의 판단
을 보류한다.”178) 그러나 목표관리 노동조직에서 노동자는 언제나 생각
하지 않고 일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
인간의 노동이 동물이나 기계의 노동과 다른 점은 노동을 하기 전에
이미 노동의 결과를 머리 속에 그린다는 점이다. “애초에 가장 서투른 건
축가와 가장 숙련된 꿀벌을 구별짓는 것은, 건축가는 벌통 속의 벌집을
짓기 전에 이미 자기 머릿속에 그 벌집을 지었다는 점이다. 노동의 결과
는 노동자의 상상 속에 관념적으로 미리 존재한다.”179) 인간 노동의 본질
은 착상한다는 점에 있다. 아무리 단순한 노동일지라도 그렇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노동은 정신노동이다. 또한 모든 정신노동은 육체노동이다. 착
상은 언제나 뇌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착상(着想=conception)한다는 것은 자기를 세계에 잉태[着床=conception]
시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지 않는 노동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
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없다. 르루아 - 구랑에 의하면 인간의 직립이 가져
177) 구리하라 야스시(2016), p.18.
178) 한병철(2016), p.174.
179) 칼 맑스, 자본론, 제1권, 제3편,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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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는 손의 해방은 송곳니를 퇴화시켰고, 해방된 손과 짧아진 얼굴은
기술과 언어의 출현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준다. “이처럼 언어와 손의 관
계는 유기적이다.”180) 그러므로 생각(언어)과 노동(손)을 분리시키는 것
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노동의 비인간화는 디지털 사회에서 더 심화된다. 산업사회에서는 노
동시간 동안만 노동의 비인간화가 진행되고, 노동시간을 벗어나면 집안
일이든 마당일이든 동네일이든 나랏일이든 어쨌든 인간적인 노동이 가능
했다. 그러나 디지털 사회에서는 노동시간과 비노동시간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면서 노동자는 깨어 있는 내내 항시대기해야 하는 상태에 처하고
그 결과 노동의 비인간화는 상시적으로 진행된다.181) 비인간화된 노동, 상
품으로 전락한 노동의 재인간화를 추구하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 목적이라
면, 디지털 사회에서 노동법의 역할은 한층 더 엄중하다고 할 것이다.

180) André Leroi-Gourhan(1964), p.56.
181) 예를 들어 우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하는 시간은 물질적인 생산을 위해 직접
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은 아니지만 기업의 이윤을 만들어내는 시간임에는 틀
림없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는 그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그 프로그램들은 거의 대부분
무료로 배포된다), 거의 전적으로 이용자들의 접속시간에 달려 있다. 인간의 노
동만이 가치를 생산한다는 고전적 명제를 따른다면, 이 접속시간은 노동시간으
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접속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적
어도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바로 ‘생산시간과 노동시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크
리스티안 마라찌(2013) 참조).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종류의 노동을
비물질노동 또는 인지노동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인지노동에 기반한 자본주
의를 ‘인지자본주의’로 분석하고자 하는 이론적 흐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조정
환(2011) 참조.

제8장 긱 경제의 노동 현안과 근로자 보호: 법률적 관점 193

제8장

긱 경제의 노동 현안과 근로자 보호 : 법률적 관점182)

제1절 들어가는 글

이 글에서는, 최근 뉴스, 신문 및 언론 논평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
는 이른바 긱 경제의 노동 함의를 다룬다. 일반적으로 긱 경제는 크라우
드워크(crowdwork)와 주문형 앱노동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노동이 주된
요소인 것으로 이해된다(Aloisi, 2016; Cardon and Casilli, 2015; Kessler,
2015a; Smith and Leberstein, 2015, Sundarajan, 2016).
크라우드워크는 불특정 수의 단체, 기업 및 개인이 인터넷으로 서로 접
촉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
객과 근로자를 연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에
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 미세업무, 즉 상당히
분절된 활동으로 때로는 하찮고 단조롭기도 하지만 인공지능 이해 수준
을 넘어서는 판단력을 요구하는 작업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사진 태그하기, 사이트나 텍스트의 감정 또는 적절함을 평가하기, 설문조
사 완료하기 등(Howe, 2006; Irani, 2015a). 그 밖의 경우로, 로고 만들기, 사
182) 본장의 필자는 국제노동기구(ILO)와 보코니 대학(Bocconi University) 재임. 이
글에 제시된 견해는 필자의 견해로서 ILO의 입장은 아닐 수도 있음을 밝힌다.
이 글은 De Stefano(2016b)를 바탕으로 정리된 것으로, 해당 원고는
Comparative Labor Law & Policy Journal 37(3)의 특별판인 “Crowdsourcing,
the gig economy and the law”에 실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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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개발 또는 마케팅 캠페인의 초기 프로젝트와 같이 상대적으로 더 규모
가 크고 의미 있는 작업들이 크라우드 소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Kittur et
al., 2013; Leimeister and Durward, 2015; Kuek et al., 2015). ‘주문형 앱
노동’의 경우, 운송, 청소, 심부름 등과 같은 전통적 작업 활동과 관련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사무직도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고 배
정될 수 있다. 이러한 앱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서비스의 최저
품질 기준 설정, 인력 선정 및 관리 과정에 개입한다.
물론, 이 두 유형의 노동은 서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지니는데, 크
라우드워크는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원칙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든
지 플랫폼, 고객 및 근로자의 활동을 허용하는 데 반해, 주문형 앱노동은
업무의 수요와 공급을 온라인으로 연결만 시켜주고 그 업무는 이후에 지
역별로 실행된다는 점이 대표적인 차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후자
의 경우에 매칭은 크라우드워크에 비해 훨씬 더 지역적 차원에서만 가능
하다(Aloisi, 2016; Greenhouse, 2015; Singer, 2014). 따라서, 이와 같이 서
로 다른 긱 경제의 두 부분을 한데 묶어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
고 있다.
무엇보다도, 크라우드워크나 주문형 앱노동은 그 자체로도 단일하거나
동질적인 개념이 아니다. 가령,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은 업무 결정 및 보
수 지급 방식을 다양하게 채택한다(Eurofound, 2015; Huws, 2015). 동일
한 업무를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작업하고 고객은 최상의 생산물만을 선
택하며 그에 대해 지불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고객과 근로자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
아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 플랫폼이 보수를 지급한 뒤에 고객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는, 플랫폼이 고객과 근로자의 관계에서 촉
진자(facilitator)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Risak and Warter, 2015). 특정
업무에 대해 최저 보상을 설정하는 플랫폼이 있는가 하면, 요청자가 보상
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도 있다(Eurofound, 2015). 더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의 성격과 복잡성은 동일한 플랫폼 내에서도 상당
히 다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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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형 앱노동도 동질적인 개념이 아니다. 가장 먼저, 청소, 심부름, 주
택 보수와 같은 다양한 활동의 수급을 매칭하는 앱과 운전 등의 비교적
전문적인 서비스나 법률 서비스, 자문과 같은 사무 업무를 제공하는 앱으
로 구분할 수 있다(Aloisi, 2016). 일부 앱에서는, 아무런 마찰이 없는 것
은 아니지만,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도 있다. 가령, 운전 서
비스도 프리미엄 가격으로 제공하느냐 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
느냐로 나뉘며, 접근하는 근로자 풀을 달리함으로써－예를 들어 전문 기
사 또는 직장 출퇴근 시 동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차별화할 수 있다
(Griswold, 2014). 이러한 차이는 모두 기술적인 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을 제안, 수락,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Risak
and Warter, 2015). 제안, 수락, 실행의 통합된 과정은 해당 계약이 법적
으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 및 장소 등과 같은 기타 요소들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다시 적용 법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플랫폼을 통하거나 앱을 사용하여
체결된 계약의 구조로 인해, 계약상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하는 특정
규제 체제의 적용이 촉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유형의 노동은 묶어서 분석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길 만한 몇 가지 공통적 특성을 지닌다. 우선적으
로, 두 유형 모두 IT에 의해 가능한 방식이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초고속
으로 작업 및 서비스의 수급을 매칭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마찰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일자리 기회가 빠른 속도로
제공, 수락되고 근로자들이 플랫폼과 앱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
문에, 정확하게 원하는 시점에 작업을 완료하거나 임시직을 수행할 수 있
는 매우 광범위한 인력 풀에 접근할 수 있다(McKinsey, 2015). 이러한 인
력 풀의 상당 부분은, 직장 출퇴근 시 자신의 차량으로 동승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경우와 같이, 자신의 여가 시간에 특정 플랫폼이나 앱을 활용하거
나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사람들일 수 있다.
그러나, 긱 경제의 기업 한 곳 이상으로부터 받는 보상이 근로자의 주된 또는
유일한 수입원인 경우도 있다(Berg, 2016; Hall and Krueger, 2015; Sing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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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긱 경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긱 경제에서의 노동 관행은 기업의 경계를 재설정하고 기존의 기업 패러
다임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 경제학자 코아스(Coase)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미 알려져 있는 ‘균열 일터(fissured workplace)’(Weil,
2014a)와 ‘위계적 아웃소싱(hierarchical outsourcing)’의 담론(Muehlberger,
2005)에 더하여, ‘시장’과 ‘위계’ 패턴의 재구성이 더욱 촉진되고 있다(Coase,
1937; Coase, 1960; Gilson et. al., 2009; Williamson, 1981). 사실상, 크라우드
워크와 주문형 앱노동에서는 ‘복합 기업’보다는 개인들에게 활동을 아웃소싱
하는 광범위한 ‘개인 아웃소싱(personal outsourcing)’이 허용된다. 뒤에서 살
펴보겠지만, 이로 인해 용역 및 업무 배분의 조건을 표준화하면서 공정과
산출에 대해 상당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실
제로, ‘긱 경제’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매우 가변적인 노동력에 접근
할 수 있다. 이는 관련 기업들에 전례 없는 수준의 유연성을 부여한다. 근
로자는 적기에 공급되고 ‘일한 만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받으며,
실제로 고객을 위해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보수가 산정된다. 이러한
모형의 작업 구조를 묘사하는 데에는 크라우드워크 기업인 크라우드플라
워(Crowdflower)의 CEO를 인용하는 것이 더없이 좋은 방법일 듯하다.
“인터넷이 생기기 전이라면 10분간 앉아서 당신을 위해 일한 다음 바로 해
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정말로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아주 적은 돈을 지불하고 더 이상 필요 없을
때에는 바로 해고할 수 있다.”(Marvit(2014)에 인용된 부분).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가장 유명하고 널리 사용되는 크라우드워크 플
랫폼의 하나인 AMT를 소유하고 있는 아마존(Amazon)의 CEO가 사용한
표현과 같이, 이러한 관행은 ‘서비스로서의 인간(humans as a service)’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Silberman and Irani, 2016). 또한, 위에서 인용된 표
현들은 단지 크라우드워크를 가리키고 있지만, 주문형 앱노동에 대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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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왜 이러한 유형의 노동에 노동연구기관과
연구자, 정부 및 사회 전반이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되기도 한다. ‘서비스로서의 인간’은 인간 상품화의
극단적인 형태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전달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의 상품화(commodification)와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
는 긱 경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훨씬 더 광범위한 부분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긱 경제의 몇 가지 특성은 일련의 이유로 인
해 이러한 상품화 효과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Bergvall Kåreborn and
Howcroft, 2014; Rogers, 2015b). 첫째, 주로 크라우드워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평적으로만 발생할 수 있는 거래들은 장막의 다른 편에서 구조
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인간 활동과 근로자들을 은폐하는 데 기여한다
(Irani, 2015b). 대부분의 크라우드워크 거래에서는 인간 접촉이 거의 이
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보이지 않는 근로자(invisible workers)’라는 새로
운 집단의 형성에 기여한다. 이 또한 결코 긱 경제의 범위 내에 한정되지
않고 가사근로나 재택근로와 같은 다른 부문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서 이 근로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신기술을 통해 활동하기 때문
에 더욱 보이지 않는다는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과는 연관성이 없다. 또 다른 심각한 위험은, 물리적 잡무의 수요
와 공급을 매칭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든 앱이든 IT 경로를 통해 일자리가
‘공급’된다는 사실이 이러한 근로자들에 대해 지니는 기업과 고객의 인식
을 ‘왜곡’할 수 있으며 그들의 활동에 대해 비인간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이는 이론과 실제 모두에서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활동은 근로로 인정조차 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에 있다. 실제로, ‘긱(임시직)’, ‘작업(task)’, ‘도움(favour)’, ‘서
비스’, ‘동승(ride)’ 등으로 불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
(work)’나 ‘근로자(worker)’라는 용어가 쓰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바로
‘긱 경제’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이 용어가 태생적으로 노동보호와 고용규제
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병행적 차원(parallel dimension)
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가 된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활동의 근로로서의 성격과 인간적 요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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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되면 현실적으로 유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De Stefano, 2016a).
고객이 마우스 클릭 한 번 또는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불러서 업무를
수행하고 나면 다시 크라우드나 주문형 노동력으로 사라지는 근로자들은
IT 장비나 온라인 플랫폼의 연장선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고객은 이 근로자들이 소프트웨어나 기술적 도구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문제없이 순조롭게 작동될 것이라 기대하게 되고, 그러다가 무언가 잘못
되면 다른 경제 분야의 근로자들보다 더 혹독한 평가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그들의 향후 근로 및 수입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앱을 통해 계속 일하거나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서 더 높은 보수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적으로 과거 활동에 대한 평가와 등
급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특히, 물리적 세계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경우에
는 상당한 정도의 ‘감정 노동’이 요구된다. 즉, 업무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객에게 친절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Dzieza, 2015; Rogers, 2015a). 근로자의 성과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과
평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technology enabled possibility)
이 기업이 유연성과 통제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
(Sachs, 2015).
우선적으로, 그러한 기술은 내부의 성과 검토 인력과 제도의 필요성을
낮춰줌으로써 슬림한 조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고객 관리
의 상당한 부분을 개인 근로자들에게 ‘전가’하거나 아웃소싱할 수 있게
한다. 여러 경우에 근로자들은 자신의 업무 성과와는 관련 없이 간혹 발
생하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쉬운 예로, 차량 공유
서비스 앱의 고객이 앱상에서 적당한 기사를 찾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
었다면, 그 고객은 앱에 대한 불만을 그 개인 기사에게 낮은 평점을 주는
방식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개인 근로자에게 위험과 책임을 전
가할 가능성은 물론 이러한 측면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경우
에, 긱 경제에 속한 근로자들은 독립 계약자로 분류된다(Risak and Warter,
2015; Smith and Leberstein, 2015, Cherry, 2016). 이에 따라, 고객들은 잠
정적 대행 책임과 보험 의무뿐만 아니라, 해당 관할권에 따라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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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사회보장기여, 차별금지 규정, 병가 수당 및 휴일의 이행을
포함하여 고용법 및 노동 보호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의무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Rogers, 2015b). 앞서 지적한 리스크들은 근로자들이 자영
업 지위와 관련된 유연성을 지님으로써 상쇄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즉,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으며 자신이 원할 때마다 앱이나 플랫폼으로 활동
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Hall and Krueger, 2015; Harris and Krueger,
2015; Kuek et al., 2015). 따라서, 긱 경제는 근로자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는 접할 수 없었을 일자리 기회를 탄력적인 일정으로 누릴 수 있게 함으
로써, 근로와 기타 업무, 가족 관련, 학업 또는 여가 활동과 일정을 조정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야간작업의 가능성도 높여주며, 가상 세계에서 제
공된 일자리의 경우에는 장애 등의 다양한 이유로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
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
로자 측면에서의 유연성은, 긱 경제가 일반적으로 기업들에 부여하는, 논
란의 여지 없이 확실한 유연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긱 경제가 유연성 측면에서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하여 잠재적
으로 지니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
다. 긱 경제의 일자리 대부분이 탄력적 일정으로 주어지는 것은 분명 사
실이지만, 이러한 장치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근로자 간 경쟁이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
기도 하면서(Agrawal et al., 2013; Kingsley et al., 2014), 보상 수준을 지
나치게 끌어 내리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매우
오랜 시간 일하면서 유연성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만 한다(Berg, 2016;
Cherry, 2009; Eurofound, 2015).
또한, 일자리가 주로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게시되거나 수행되도록 요
구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근무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크게 제한된다. 특히, 크라우드워크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처럼, 거래가 서
로 다른 지역 및 표준시간대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
늦은 밤이나 일반적인 근무시간 외 시간에 일해야만 할 수도 있다(Gupta
et al., 2014). 말할 필요도 없지만, 소득 안정성은 긱 경제 근로자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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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게 여전히 신기루일 뿐이다(Singer, 2014). 앞서 인용한 바 있듯이,
유연성의 주된 원천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을 고용하고 “10분 후에 … 해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연금제도 등의 기본적인 사회적 제도가 주로 사용자에 의해
정규 근로자에게만 제공되고 기타 노동력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하다. 실업급여와 같은 기타 사회적 혜택
을 고려하면 문제는 훨씬 더 확대된다. 즉, 이러한 혜택이 피용자에게만
한정되는 경우, 긱 경제에서 자영업자로 취급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 다음 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
자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제3절 긱 경제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ILO는 4가지 범주의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즉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철폐, 아동 노동의 폐지, 고용 및 직업 관련 차별의 철폐를 승
인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과 권리는 보편적인 것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며, ILO의 8개 핵심 협약에 포함되어 있다. 1998년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1998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은 모든 ILO 회원국에 관
련 협약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원칙과 권리들을 존중하고 증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긱 경제의 근로자들에게
는, 비정규 고용에 속한 기타 근로자들이 함께 안고 있는 위험 외에도, 이
러한 원칙과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위험이 존재한다.
가령, 결사의 자유에 있어, 특히 크라우드 노동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상
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결집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의 근로와 이러한 유형에 관련된 요구 사항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감안하여 공통의 목적을 중심으로 크라우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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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조직화하려는 몇몇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였다(Silberman and
Irani, 2016).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을 통한 활동은 대체로 온라인 활동이
지니는 전형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Beyer, 2014; Salehi et al., 2015).
또한,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에 존재하는 치열한 경쟁을 감안하면, 근로
자들이 상호 협력을 꺼려하며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요
인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특정 플랫폼이나 앱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얻고 더 나은 보수의 일자리를 얻는 데 있어 평판이나 평가 등급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용 형태에서는, 단결권이 자신들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특히 그러한 권리 행사를 꺼려할
수 있다(Dagnino, 2015). 이는 크라우드워크의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주문형 앱노동과, 이러한 근로자들을 조직화하려는 활동가들에게도 해당
된다. 또한, 간단한 비활성화(deactivation)나 플랫폼 또는 앱 강퇴를 통해
쉽게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 고용 유형, 특히 임시직의 경
우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클 수 있다(De Stefano, 2016d).
IT 기술에 의해 플랫폼과 앱에 상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기업
이 조직화 활동을 감시하고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며, 이러한
현상은 이미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Murphy, 2015). 다른 한 편으
로, 긱 경제에서 일부 기업들의 확대 및 성장이, 가령 차량 동승 서비스와
같이 전통적으로 매우 분화된 일부 부문에서 수평적 통합을 유도하여 결
과적으로 더욱 쉽게 노동조합이나 규제기관의 목표 대상이 될 수 있는 더
큰 규모의 주체를 형성함으로써, 결사의 자유 행사를 촉진할 수 있는 것
으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도 정치적 의지에 좌우된다(Rogers,
2015a). 또한, 이러한 수직적 통합은 바로 동일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긱
경제의 여러 파편화 유형과 중개기관 확산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Prassl
and Risak, 2016).
크라우드워크 및 온라인 플랫폼은 개발도상국의 비도시 지역(Greene
and Mamic, 2015; Narula et. al., 2011) 또는 난민 캠프(Oshiro, 2009)와
같이 여러 가능한 근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근로자들에게 일자
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공동체에 상당
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과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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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 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을 통한 일
자리 기회 접근성은 신속한 인터넷 접속 가능성 여부에 크게 좌우되는데
(Kingsley et al., 2014), 이러한 인터넷 가용성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들
의 경우에 구체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 외의 연
구에서도, 개발도상국에서 실제로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의 효과는 비교
적 여유 있는 배경 출신의 근로자들에게 한정될 뿐이며 비록 ‘사마소스
(Samasource)’와 같이 일부 취약 집단들을 특정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이
존재하기는 하지만(Kuek et al., 2015) 저소득 근로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누리는 경우는 흔치 않음을 잘 보여준다(Thies et al., 2011).
게다가, 이러한 근로 유형이 지니는 높은 이동성도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과 관련하여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가령, 이미 일부
국가에는 사람들이 ‘골드 파밍(gold farming)’에 고용되어 있는 ‘공장’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골드 파밍이란, ‘자신이 선택한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role playing game)에서 빨리 레벨을 올리고’ 싶지만 ‘높은 레벨의 캐릭
터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반복적인 작업은 피하고 싶은 선진국의 온라인
게이머들을 위해 근로자들이 가상 보물을 수확해 주고 보수를 받는 특정
한 유형의 가상 근로를 가리킨다(Cherry, 2010, 471). 일부 골드 파머들은
1일 최대 12시간까지 일하기도 하며(Barboza, 2005), 중국의 노동 수용소
에 억류된 이들이 골드 파밍에 고용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Vincent,
2011). 골드 파밍 공장의 존재와 노동 수용소 내 골드 파밍의 행태는 즉각
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한다. 즉, 가상 근로는 반드시 일반 사
람들의 가정에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장’과 노동 착취 작업장
에도 충분히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어떠한 유형의 크라우드
워크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곳에 작업장이 존재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
다. 또한, 이러한 관행들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강제 노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기존의 장치로는 적발되지 않을 위험
도 있다. 가령, 공급 체인에 관한 윤리 규범(code of conduct)과 감독 체제
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잠재적 형태의 강제 노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크라우드워크와 같은 가상 근로 유형들이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유형들
이 강제 노동 금지를 위한 규제와 정책을 피해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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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Cherry, 2011).
아동 노동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도, 불법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전통적인 장치들을 우회할 가능성은 크라우드워크
의 확산으로 분명히 증가한다. 실제로, 아동 노동은 강제 노동보다 더 많
은 국가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훨씬 더 보편적으로 존재
한다.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아동들에게 돈으로 보수가 지급되거나 온라
인 게임이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수가 지급되는 작업을 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Cherry, 2011; Marvit, 2014). 이러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
서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에 노출될 수도 있다. 아동의 부적절한
온라인 노동 접속을 금지하는 감시 체제는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기
존의 아동 노동 금지 장치만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아동 착취 가
능성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또한, 긱 경제는 차별과 관련하여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
상, 가상 근로는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지닐 수도 있다. 가령,
실제적인 개인 접촉을 피하고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처리함으로써 차별
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소에 구애받
지 않고 온라인으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건강이나 장애와 같은 이유
로 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가상 근로는 차별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기회 및
위험에 대한 논의는 Cherry(2011)와 Martin(2012)을 참조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은 온라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의
지리적 위치를 서비스 공급자가 제한할 수 있다(Kingsley et. al., 2014).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국가, 지역 또는 공동체 전체가 접근이 차단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제한이 언어 등과 같은 객관적 이유로만 이루어진다는 보
장은 없다. 따라서, 차별 관행은 분명히 가상 근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주문형 앱노동의 경우에도 유사한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근로 유
형이 차별 근절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와 관련
한 차별 위험성은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Leong, 2014). 고객들의 암묵적
이고 명시적인 편견이 특정 일자리에 대한 근로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무엇보다도, 업무 성과를 검토․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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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고객의 평가는 해당 앱 가입 및 향후 일자리 접근 가능성을 유지하
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편견에 의한 평가는 근로자의 고용 기회에 상
당히 유해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근로 관행은 상
대적으로 생소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채용과 평가 위험을 기존의 차별
금지 제도나 정책으로 규제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가 긱 경제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
하다.
이러한 특정한 위험 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긱 경제의 근로
자들은 노동의 기본적 원칙 및 권리와 관련하여 비정규 근로자 전반에 영
향을 미치는 몇 가지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형
태의 비정규 근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애로 사항과 격차가 보고되어 왔
으며, 여기서 이를 모두 열거하기는 불가능하다(ILO, 2016 참조). 그러나,
이러한 고충들의 일부, 즉 자영업 및 고용상 지위 오분류와 관련된 문제
들은 긱 경제 근로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ILO 감독기구들
은 다양한 기회를 통해, 자영업자가 고용 및 노동 관련법의 적용에서 전
반적으로 제외되는 경우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으
로부터도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자영업
종사자나 오분류된 근로자는 경쟁법 및 독점금지법과 같은 규정에 위반
되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로부터 배제되거나 제
한될 수 있다(De Stefano, 2016d). 게다가, 아동 노동 및 차별 금지 규정
의 적용 범주에도 속하지 않을 수 있다. 오분류로 인한 위험 요소들이 긱
경제에서 일부 아동 노동 문제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바로 동일한 문제점
들이 이러한 근로 유형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고용상
지위의 문제는, 최저임금 및 고용상 혜택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 노동권 및 인권의 기회가 걸려 있는 근로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더욱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 긱 경제의 근로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들을 일부 살펴보았으
며, 이후에서는 긱 경제로 인한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잠
정적인 정책 방안을 시범적으로 제시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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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미래 지향적인 대책의 탐색

긱 경제에서 노동 보호 촉진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부문의
일자리들이 근로로서 충분히 인정받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이는 긱 경제
의 관행으로 인해 초래되는 심각한 상품화 위험을 저지하는 데 있어 필수
적인 조치다. 앞서 논의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플랫폼, 앱,
IT 장치의 연장선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문화적 투쟁은, 비인간화
를 저지하고 ‘보이지 않는 근로자’라는 새로운 집단 형성 위험을 막는 이
론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 긱 경제의 활동이 비록
IT 도구에 의해 중개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적 특성이 인정된다
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Irani, 2015a). 또한, 그
러한 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지나치게 가혹한 평가 및 등급 매기기
관행이나 그러한 관행이 근로자들의 근로 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가 완화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긱 경제를 전체 경제 내에서 하나의 고립된 영역으로 인식
해서는 안 된다. 현재와 미래의 노동시장에서 노동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임시직화(casualization), 리
스크의 탈상호화(demutualisation), 공식 경제의 비공식화(informalisation)와
같은 노동시장 내 더 광범위한 동향과 긱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긱 경제의 중요한 근로 유형 중
에서 얼마나 많은 유형들이 기타 비정규 고용 유형과 유사한 속성을 지
니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De Stefano, 2016b; De Stefano,
2016c). 이러한 유사성을 인식함으로써 노동 담론에 있어 불필요한 재분
할(subdivision)을 피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나 또는 임시직 및 위장 고
용 관계와 같은 특정 고용 형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비정규직
보호 강화 및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 전략에 긱 경제의 근로
를 통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긱 경제 내 근로자들을 분류하기 위한 새로운 고용 범주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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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이 부문에서 기업들의 발전 전망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기존 규
제를 약화하는 등의 성급한 법률적 대응을 피하기 위해서도 역시 중요하
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특히 비정규 고용 유형에 대한 규제 완화
가 성장, 혁신 또는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Berg, 2015; Berg and Kucera, 2008; Adams and Deakin, 2015;
Lee and McCann, 2011). 또한,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통제와 같은 고
용 규제의 기본적 개념들은 긱 경제에도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일부 기존의
규제는 이 부문의 고용 유형들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노동시장 현실에 적합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개인적인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어 있
거나 기타 지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고용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도
입할 수 있을 것이다. 긱 경제의 근로는 해당 근로자를 피고용자(employee)
로 인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알프레드(Alfred), 인스타카트(Instacart), 먼체리(Munchery) 등의 일부 기
업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자체 근로자들을 피고용자로 분류하였다(Smith
and Leberstein, 2015).
등급 평가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하고, 무엇보다도, 인적사항 비활성화
나 근로자 채용 및 보수 조건의 변경과 같은 기업의 결정에 있어 공정성
을 보장하며, 긱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 중 하나인 평판이 지니는 고
유의 특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좋은
평가들의 플랫폼 간 휴대 가능성(portability)을 허용하면 근로자들이 단
일 플랫폼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거부한다면
이는 기존의 사용자와는 달리 촉진자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플랫폼의
취지에 들어맞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 그리고, 노동시장의 기타
부분만큼이나 긱 경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점으로, 일부 보호 내용은 보편
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고용상 지위와 무관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분명히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결사
의 자유, 단체교섭권,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접근성은 어떤 근로자에게도 거
부될 수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조치들과 같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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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호도 모든 근로자들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크라우드워크의 산업
안전보건 리스크에 대한 논의는 Huws(2015)를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이미 고용과 자영업 사이의 보호 격차는 이전만큼 극심한
상태는 아니다. 긱 경제와 관련하여서도, 새로운 근로 유형이 새로운 침
해 위험을 내포하지 않도록 이러한 권리들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기존의
제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특히, 크라우드워크와 같이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
어지는 근로 형태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개발도상국
에서 크라우드워크를 수반할 수 있는 개발 및 고용 기회들이 제공되는 대
가로 양질의 근로조건이 저해되지 않도록 규제기관과 노동시장 운영자들
의 상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 및 사용자 단
체들의 역할과 사회적 대화가 근본적으로 요구된다.
실제로 플랫폼과 고객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상호 협력하게 하는 플랫폼을 통해(Silberman
and Irani, 2016; Salehi et al., 2015) 크라우드워크에 있어서나, ‘현실’ 세
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유형의 조직이 이미
이 부문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Said, 2016). 이러한 조직들은 부문별
기존 주체들에 의해 결성될 수 있으며,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일부의 경우,
긱 경제의 근로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들이 상대적으로 더
전통적이고 구조화된 주체들과 협력한다는 데 있다(IRU, 2015; Kessler,
2015b). 이러한 협력의 한 예로 독일 노조인 IG Metall이 설립한 플랫폼
인 페어크라우드워크(FairCrowdWork)를 들 수 있다. 이 노조는 현재 아마
존 미캐니컬 터크의 근로자를 결집시키는 플랫폼인 ‘터크옵티콘(Turkopticon)’
의 설립자 일부와도 협력 관계에 있다. 사용자 단체들도 디지털 경제에 대
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BDA
(2015) 및 IOE(2016)에 밝힌 입장과 McKinsey Global Institute(2015)를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긱 경제 내 활동의 인간적 특성과
근로로서의 성격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독점금지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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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령, 2015년 12
월에 시애틀 시의회는 차량 동승 앱 기사들의 노조 결성을 허용하는 조례
를 승인하였다(Wingfield and Isaac, 2015). 이 조례가 독점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거의 즉각적으로 제기되었으며(De Pillis, 2016), 이는
이 분야 근로자 및 사용자의 조직화 유지를 위한 개입 조치가 더욱 긴밀
히 요구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근로자의 집단적 조직이 독점금지법의 제
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은 ILO의 기본 원칙들에 부합하며, 특히 “노동
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원칙과도 상통한다. 이는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중
시하고 있는 원칙으로, 구체적으로는, 노조 활동을 독점금지법에 위배되
는 단체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인간의 노
동은 상품이나 거래 물품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최초의 법률인 ‘1914년 미
국 클레이턴 독점금지법(US Clayton Antitrust Act of 1914)’에서 유래한다
(De Stefano, 2016e).
조직화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준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통해 최대한 많은
수의 근로자들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근로자 조직화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이미 설립된 노조 및 근
로자 대표 기구들은 긱 경제의 근로와 관련하여 기존의 제도들을 활용하
는 방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예로, 공동 결정이나 정보
및 협의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크라우드워크나 기타 유형의 주문형 워크
를 통해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결정과 관련하여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Klebe and Neugebauer, 2014). 또한, 노사는 긱 경제의 노동 보호 문
제들을 다루는 직무 윤리 규범을 제정․지원․보급하는 데 관여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로서 독일의 유보수 크라우드소싱에 관한 직무
윤리 규범을 들 수 있는데, 이미 독일의 3개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이 채택
하였으며 독일 크라우드소싱협회(German Crowdsourcing Association)의 지
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모두 근로자들이 향후 변화하는 긱 경제,
그리고 더 넓게는 노동세계에서 진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규제(self-regulation)에 대한 요
구(Cohen and Sundararajan, 2014)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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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근본적인 요구가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자기 규제가 기업에
의해서, 또는 ‘소비자’ 부문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만을 만족시키려는 목
적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도 안 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긱 경
제는 전 세계에 막중한 당면 과제를 안겨 주었다. 긱 경제와 향후 기술이
촉진하는 발전으로 인해 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기회들이 모두에게 돌아
가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근로자 보호 축소에 초점을 둔 단순하고 성
급한 대응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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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크라우드워크의 급속한 성장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크라우드소
싱’이란 말이 사용된 것은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183) 오늘날 소비자들
은 금융 서비스(크라우드 펀딩)에서부터 노동 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을 조달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 고객과 대규모 주문형 노동자 풀
(pool)을 중개하기 위해, 긱 경제, ‘공유 경제’, 새로운 산업의 디지털 플랫
폼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의존해 다양한(그러나 겹치는 면도 있음)
유형의 ‘크라우드워크’라는 이름으로 성장했다.184)
이런 유형의 사업 모델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다양하다. 어떤 플랫폼은
특정 서비스(우버나 리프트(Lyft) 같은 운송 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른 유형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독점 배송하며(AMT나 업워
크(UpWork) 같은 디지털 작업 플랫폼), 실생활에서는 음식 배달에서부터
모듈러 가구 조립까지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음식 배달을
위한 딜리버루와 광범위한 가정용 서비스 태스크래빗)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운영과 접근 방법 속에서도 두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띈
183) https://www.wired.com/2006/06/crowds/.
184) 본 장에서 크라우드워크는 플랫폼 노동 전반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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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는 플랫폼의 고객들에게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주문형 노동자 그
룹에 대한 수요이고, 또 하나는 서비스 배송을 일관되게 하기 위한 복잡
한 알고리즘에 기반한 통제 메커니즘이다.
긱 경제의 규모를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나－관할법과 조사
에 따라 추정치가 크게 달라지므로－거의 모든 평론가들은 이 분야가 계
속 성장할 사업 모델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동시에 지방․국가 및
국제적인 규제 기관들이 이런 떠오르는 산업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규제
할 것인가와 기존의 고용법 구조 내에서 그 위상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
는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얼핏 보기에도 많은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다. 우선, 그 어떤 플랫폼도
그 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을 전
통적인 서비스 제공자나 고용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독립적인 ‘자영자’
와 고객들 사이의 단순한 중개자로 간주한다. 인터넷은 일자리라는 말보
다는, 긱스, 태스크, 라이드, 히트(Human Intelligence Tasks, HITs)라는
말들로 넘쳐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라우드워크의 문제는 두 가지
다 : 하나는 고용법의 범위에 관한 문제－즉, 주문형 경제 근로자가 종업
원인지, 따라서 최저임금법에서부터 불공정 해고 보호까지의 일반적 법
규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지－또 하나는 절차법에 관한 문제－즉, 근로
자가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상당한 개인적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기 위해, 근로시간 계산이 조정되어야 하는지－이다.
본 논문은 첫 번째 문제, 주문형 일자리를 기존의 법 체계 내에서 어떻
게 고용법의 범위 내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에서는 주문형 경제의 일자리
로 야기된 핵심적인 법적 문제, 즉 주문형 노동자는 근로자인가? 그렇다
면 플랫폼이나 그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고용주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
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다. 전 세계 고용전문 법
률가들은 이 문제가 법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음을 즉시 인식할 것이
다. 실제로 주문형 플랫폼을 지탱하는 기술은 새로운 것이지만, 법적 문
제들은 대개 그렇지 않다.
제3절과 제4절에서는 크라우드워크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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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근로자나 독립적 계약자 지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는 대신, 다른 각도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서의 고용 관
계를 분석해야 한다. 즉, 어느 당사자가 책임 있는 고용주로 인식될 수 있
는가의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필자는 고용주의 기능적 개념을 채택함으
로써 법원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피하고 유연하지만 논리 정연한 방식으
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제2절 긱 노동과 법

주문형 경제의 일자리가 고용법의 범주 내에 있는지를 결정할 때, 소송
청구인은 두 가지 난관에 부딪힌다. 첫째는, 대부분의 운영자 계약 조건
이 제시하는 바처럼, 플랫폼 근로자들이 자가 고용된 ‘자영자’인가라는
－흔히 계약으로 합의된－가정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설령 근로자라
고 적절하게 분류되어 법의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과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일에서부터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하고 사회보험 분담금을 내는 일에 이르기까지, 누가 고용주의 책임을 져
야 하는가?

1. 자가 고용
독립적 계약자로의 분류는 많은 주문형 플랫폼 사업 모델의 가장 핵심
적인 문제이다. 자가 고용된 자영자들은 고용법의 보호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회보험 분담금 납부 대상도 아니다. 독립 계약자들은 대개 장
비 비용과 운영비를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간접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법
적 측면에서, 이용자와 플랫폼 사이의 계약(소비자와 근로자 모두)에는,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 역할임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자가 고용임을 명
시적으로 확인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우버는 ‘예약 영업 행위가 교통편 제공 회사(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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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를 위한 공개적 중개인으로서의 행위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명시한
다.185) 미국의 경우, 필요한 소프트웨어(앱)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 고객이
동의해야 하는 조건은 더 명시적이다. 여기에서는 고객들에게 대문자로
다음과 같이 알린다. “우버는 운송이나 물류 서비스 또는 운송 수단으로
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음을 주지하시오.”186)
이런 계약상 기술의 또 다른 예는 태스크래빗이라는 플랫폼에서도 발
견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분석될 것이다. 이 서비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고객은 업무수행자(Tasker)로부터 태스크 서비스를 받으려는 개인이나 회
사를 의미하므로, 업무수행자의 고객이다. 업무수행자는 고객을 위해 태스크를
수행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회사이다. 고객과 업무수행자를 포괄해서 이하 ‘사
용자’라 칭한다. 서비스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이용자들 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다. [….]
회사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업무를 수행할 인원도 고용하지 않는다. 회
사는 업무수행자의 작업이나 업무에 어떤 방식으로든 감독․지시․통제하지
않는다. 업무수행자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187)

태스크래빗은 결국, 고객과 업무수행자 간의 고용주 지위에 관한 질문,
즉 ‘모든 이용자는 해당 법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자의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 또는 근로자로 적절하게 분류할 책임을 진다’라는 질문을 답하지
않고 남겨둠으로써, 고용주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다.188)
중개와 독립이라는 계약서 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실행하
고 있는 통제의 수준은 중요하다.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185) https://www.uber.com/legal/gbr/terms.
186) https://www.uber.com/legal/usa/terms, 독일어판 2항: ‘Die Dienstleistung von
Uber besteht lediglich in der Vermittlung der Beförderungsdienstleistung und
in der Abrechnung der Beförderungsdienstleistung im Namen des Beförder
ungsdienstleisters. Uber selbst bietet keine Beförderungsdienstleistungen an
und führt auch keine Beförderungen durch.’ https://www.uber.com/legal/
deu/terms.
187) https://www.taskrabbit.com/terms(excerpts from clauses 1 and 2).
188) 같은 글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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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임금 수준을 설정하는 것부터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규정하고 감독하는 일까지 모든 업무와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법원과
행정 기관이 크라우드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을 과제로 삼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의 초기 판례는189) 곧 유럽의 유사한 사건으로
이어졌다.190) 대부분의 사건들은 아직도 계류 중이지만, 이미 내려진 판
결도 복잡한 사실이 얽힌 데 대한 최초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일관되지 않
은 편이다.
진행 중인 미국의 소송 과정에서 어느 격분한 지역 법원 판사가 언급
했듯이, 주문형 경제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일은
네모난 못을 주고 두 개의 원형 구멍 중 하나에 박으라는 것과 같다. 법원이
20세기에 근로자 분류를 위해 개발한 검증기준들은 21세기 문제를 다루는 데
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요인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면, 다른 요인들
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또 어떤 요인들은 모호하다.191)

2. 고용주 분별하기
주문형 노동자가 근로자로 분류되면, 두 번째 문제가 생긴다. 책임 있는
고용주가 누구냐 하는 문제이다. 어떤 플랫폼 모델에서는 소비자가 자신
이 게시한 과제에 대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플랫폼은 작업이 완료되
면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계산해, 수수료를 부과한 후 노동자에게 돈을 지
불할 뿐이다. 그러나 전 세계 대부분의 법 체계에서 고용 관계는 근로자
와 고용주라는 두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 형태로 이원적일 수밖에 없다
는 것을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문형 노동에는 다수의 당사자(고객, 플랫폼, 때로는 노동자도
포함)가 모여 있으며, 이들 모두가 크라우드워크의 조직과 실행에 관여한
다. 쌍무 고용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단일 고용주의 실체를 정의하는 데
189) 최신 내용에 대해서는 Miriam Cherry의 논문을 참조하시오.
190) Parkinson(2015).
191) Cotter et al. v. Lyft Inc.,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Order of March 11, 2015 Denying Cross-Motion for Summary
Judgment(Case No. 13-cv-04065-VC)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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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영국 관습법 같은 법 체계의 경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적 의무가 단일 실체에 초점을 맞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단일 실체가 모든 고용주 기능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핵심
보호기준으로부터 배제되는 다중 고용 시나리오에 처하게 만든다.
고용주의 기능을 분리시키는 기술은 신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법적 질문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과 다양한 플랫폼의 사업
모델을 고려할 때, 제기된 질문들은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균열된’ 일
터에서의 ‘이례적인 일자리’를192) 구조화하기 위해 사용된 계약 모델이
이미 받아들여진 규제 범주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수십 년 동안의 사
법적․학술적 논쟁을 거쳐서 알게 된 것에 불과하다.193) 각 노동자 그룹
별로 다수의 고용주가 있을 수 있는 소위 3자간 고용 관계의 오랜 사례
두 가지는, 여러 관계 회사를 통하든 임시직 파견 사업주를 통하든, 회사
그룹과 아웃소싱이라 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다른 사업 조직 모델이 전
통적인 단일 고용주 사례를 넘어서는 경우 고용주의 개념적 일관성을 재
설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법 체계가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그것이 주문형
경제에서 ‘긱’, ‘태스크’, ‘라이드’가 노동이며, 따라서 그런 기반 위에서 규
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의 접근 방법이
항상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쉬운 메커니즘
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좁은 의미, 즉 양자간 고용 관계에서의
근로자를 정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오늘날 노동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좁은 전형에 고용을 제한시킴으로써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192) Weil(2014b).
193) See further Albin and Prass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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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긱 노동에서 고용주 분별하기

법은 기존의 접근방식이 갖는 ‘지속적이고 점증적인 사실과의 불일
치’194)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본 논문은 고용주
의 개념에 대한 재고가 크라우드워크의 보다 생산적인 분석을 위한 시작
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하는데, 이때 Paul Davies와 Mark
Freedland가 처음 제기한 다음과 같은 제안－물론 다른 문맥에서의 제안
이긴 하지만－을 받아들인다.
정말 핵심적인 문제는 처음에는 직관에 반하는 낯선 관점에서 가장 잘 이해
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문제는 노동자의 이원적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
용주에 대한 일원적 분석에 있다.195)

이런 사고 방식을 개발함에 있어서, 필자는 고용주의 일원적 분석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은, 고용 주체가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의 단일 상대 당사
자로 정의되는 경우,196) 고용주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기능적 개념을 통
해 가장 잘 극복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아래의 논의는 크라우드워크 맥락에서 이 개념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
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용주의 기능적 개념이라는 아이디어를 만들
어 낸 필자의 최근 연구에 나타나 있다.『고용주의 개념(The Concept of
the Employer)』에서 제시했듯이, 고용법 규범 적용의 적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에 대한 정의가 보다 개방적 기능을 갖는 개념으로 신중
하게 재정립되어야 한다. 공간적 제한으로 인해 그 개념을 개발하는 부분
을 폭넓게 다루는 것은 어렵겠지만 중요한 두 단계가 강조될 수 있다. 첫
째, 고용주에 대한 전통적인 일원적 분석에는 오랫동안 기능적 요인들이
수반되어 왔다는 것이다. 고용법은, 최소한 간접적으로, 노동자 고용에서

194) Davies and Freedland(2006), 274.
195) 같은 책, 273.
196) Prassl(2013).

제9장 크라우드워크에서 고용주는 누구인가: 오래된 문제, 새로운 관점

217

부터 그들의 급료 책정까지 5가지 고용주 기능을 규정하고, 그 기능을 반
차별법에서부터 최저임금 조항까지 여러 영역에서 규제한다. 이 절은 이
5가지 기능의 실행에 대한 집중적 검토를 통해 엉터리 자가 고용 문제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 우버 같은 일부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에서 어떻게 고
용주의 기능이 전 범위에 걸쳐 실현되며, 따라서 책임 있는 고용주로 인
식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5가지 기능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태스크래빗의 경우에는 복수 실체의 고용주 기능 실행이라는 보
다 복잡한 질문을 다룰 것이다.

1. 고용주의 기능
본 분석의 목적상, 고용주의 ‘기능’은, 변경 가능한 서비스 계약 범위 내
에 있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로서 고용주가 마땅히 취해야 하는 여러 행위
중 하나이다. 이 기능은 명시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용주의 정의는 근로자 보호법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사후 고려 사항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개념은 근
로자나 노동자의 정의를 묵시적으로 모방한 것으로, 근로자를 정의하는
요인으로부터 고용주 기능의 ‘역-설계(reverse-engineering)’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197)
통제, 경제적 의존성, 또는 의무의 상관관계 같은 고용주의 기능에 대
한 검증을 통해 고용주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한된 과거의 결정만을
토대로 고용주 기능을 분류하는 사실 기반 시나리오에는 많은 변화의 가
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198) 사례별 실제 결과라기보다는 상이한 사실
관계에 기반한 개념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제시한다.
주어진 문맥 속에서 개별적 요인의 존재 여부보다는 그 요인들이 수행하
는 특정 역할이 더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 요인들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199)
197) Prassl(2015), 24-25.
198) 후속 사례들이 주로 관습법에서 발췌되었지만, 이 접근법은 민간 부문에서도 비
슷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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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다섯 가지 주요 기능과 그 기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200)
가. 고용 관계의 시작과 해지 : 이 범주에는, ‘채용권’에서부터 해고권까
지, 근로자와의 관계 존속에 미치는 고용주의 모든 영향력이 포함
된다.
나. 노동과 그 결과물 수혜 :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지는 노동과 그 결과
물 제공 의무, 그리고 그에 부수되는 권리
다. 일과 급여 제공: 임금 지불과 같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
라. 사내 시장(Enterprise-Internal Market) 통제 : 근로의 대상과 수행
방법을 요구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모든 생산 요소에 대한 통제를
통한 조정
마. 회사 외 시장(Enterprise-External Market) 통제 : 잠재적 이익을 얻
기 위한 경제 활동 수행. 그로 인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음.
고용주가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위에
언급한 어떤 기능도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다섯 가지 기능의 조화이다. 각 기능은 고용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
하고, 상업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한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기능이 서로 조합되어 노동자를 고용하고 고용주로서 행위하는 일반
적인 법적 개념을 형성하고, 피용자 보호의 적절한 범위에 종속되는 대상
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주의 기능적 개념화는, 계약서 상의 고용주 정의가 각 기
능의 실행 여부로 대체되는 개념이다. 바로 아래 설명되는 것처럼 단일
실체든, 한 곳 이상의 통제 장소(locus)201)에서 다른 기능이 실행되는 상
황에서든 말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노동과 그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한 사례 분석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199) ‘동일 원칙’(Äquivalenzprinzip) : Nogler(2009).
200) 해당 목록에 대한 초기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Freedland(2003), 40.
201) 통제의 장소(locus)라는 용어는, Freedland(2003), 45-47에 interal로 명시된 사실
에서 기인하는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만든 용어다. 외부 관리 통제의 영향을 받
지 않는 전통적인 회사에서도 통제 행위는 여러 임원 그룹 중 한 사람 이상의
복수에 의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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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버 : 단독 고용주로서의 플랫폼
고용법이라는 전통적인 계약상의 관점을 통해 분석하면, 운송 플랫폼
의 운영은, 특히 플랫폼이 노동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동일하게 특정화하
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우리는 플랫
폼이 노동자의 피고용 상태를 부인하고 그들의 위상을 단순 중개인으로
만들기 위해 계약 조항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삽입시키는지를 이미 살펴
보았다.
반면, 분석의 초점을 우버의 고용주 기능 실행 여부로 옮기면, 이 플랫
폼이 일반적으로 운송 및 물류 서비스의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된 모
든 고용주 기능을 사실상 실행하고 있음이 명확해진다. 다음 단락에서는
각 기능을 차례로 살펴보며, 우버가 어떻게 운전자 노동의 이익을 취하고,
고용주로서의 통제행위를 모두 실행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운전자
경험을 설명한 후, 관련 위험과 비용을 동일하게 책임져야 함을 보여줄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우버의 사업 모델은 매우 간단하다. 고객이 작은 프로
그램(앱)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기만 하면, 인터넷 접속과 GPS 위치
추적이 가능해진다. 계정을 만들기 위해 잠재적 고객은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용카드 정보가 확인되면, 고객은 승차 요청을 시작할
수 있다.202) 그러면 우버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가까
운 운전사에게 연결된다. 청구, 요금, 기타 모든 다른 상호 교류가 온라인
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우버 앱은 승객과 운전사가 서로 통화
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나타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203)
가. 고용 관계의 시작과 해지
이 고용주 기능에는 근로자의 ‘채용권’에서부터 해고권까지, 근로자와
202)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https://help.uber.com/h/15b0d4d8-2763-40d4-80c0ff83a9a37cc4.
203) https://www.twilio.com/use-cases/masked-phone-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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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 존속에 대한 통제가 포함된다. 언뜻 보면 이 플랫폼은 개별적 ‘승
차’, 즉 시작과 끝은 통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버 고객은, 근처의
운전사에게 즉시 전파되는 정보인 특정 장소에서의 승차를 요청하기 위
해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한다.204) 운전사는 탑승 요청을 받고 해당 고객
에게 향한다. 고용 관계는 고객의 목적지에서 끝난다. 간혹 승차를 요청
하고 수락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어느 한 쪽에서 탑승을 취소할 수도 있다.
반면 실제로는, 플랫폼과 근로자와의 관계는 짧은 개별적 승차 약속과
는 관계 없이 훨씬 장기적이다. 이 플랫폼은 완전히 관계 존속의 통제 내
에 있는 것이다. 운전사는 그 앱을 사용하기 위해 우버와 계약을 체결해
야 한다.205) 그러나 그 과정은 단순 등록 이상으로 훨씬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는 운전사의 차량을 조사하고, 그들의 면허를 검사하며, 해당 관할
지역의 관련 보험 가입 증명서를 요구한다.206) 우버는 또 운전자의 플랫
폼 접속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업계의 선도 블로그에는 다음과 같은 글
이 있다.
다음은 모든 우버 운전사의 최악의 악몽이다. 우버로부터 당신은 우버 파트
너로서 비활성화되었음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받는다거나 당신은 우버와 함께
운전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앱으로 받는 것. 승차 공유 일자리에서 해고되는
것, 더구나 비활성화에 대한 경고나 설명도 받지 못하는 것은 몹시 실망스러운
것이다. 당신이 다시 로그온하려 해도 에러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207)

이유는, 고객 불만에서부터 평균 등급이 5를 벗어나 4.6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다양하다. 재활성화시키려면 우버가 인가하는 재교육 과정을 거
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의 실질적 가치가 낮다는 점이 가장 큰 불만의 원
인이 되었다.208) 따라서 이 플랫폼은 운전사의 노동관계 존속에 대한 전
면적 통제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개별 승차의 짧은 시간 동안조차도, 고객이나 운전사가
204)
205)
206)
207)
208)

https://www.uber.com/features.
https://get.uber.com/drive/.
https://newsroom.uber.com/australia/ubersafeau/.
http://www.ridesharingdriver.com/fired-uber-drivers-get-deactivated-and-reactivated/.
http://observer.com/2015/02/uber-drivers-the-punishment-for-bad-ratings-iscostly-training-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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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능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예를 들면, 고객은 개
별 운전사가 누구인지, 구성 지도 상의 어느 차가 그들의 운송 요청을 수
락했는지 모른다. 어떤 버전의 앱에서는 운전사들이 다른 승객들의 평균
등급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고객일 가능성이 큰 낮은 등급
의 승객을 회피할 수도 있다.209)
반면, 운전사의 실제 선택은 최소한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매우 제한적
이다. 첫째는 운전사의 앱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탑승 요청 수락률을
평균 80%로 유지해야 하며, 탑승 요청 취소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
을 두고 있다.210) 두 번째는, 운전사가 행선지를 판단하기 위해 요청을
받고 직접 고객에게 연락하지 않는 한 대개 개별 탑승객의 행선지를 모른
다는 것이다.
나. 노동과 그 결과물 수혜
우버는 또 운전사의 노동의 대가를 직접 받는 당사자로서 두 번째의
고용주 기능을 실행한다. 대금 지불은 플랫폼에 의해 고객으로부터 자동
인출된다. 우버는 또 청구서 발행, 분쟁 조정, 고객 불만 처리 등 모든 측
면을 다룬다.211) 전 시스템이 탐승자와 운전사 간의 직접 대금 거래(팁
금지까지 포함해서)를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212)
다. 일과 급여 제공
일거리 제공과 관련해, 여기에서의 핵심 도구는 운전사가 우버의 고객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우버가 제공한 스마트폰이다. 운전사에게
직접 요금이 지불되지 않는다. 고객에게 청구된 요금 총액에서 우버가
209) http://www.npr.org/sections/alltechconsidered/2015/07/18/423549092/what-does
-your-uber-driver-think-of-you
210) http://www.ridesharingdriver.com/fired-uber-drivers-get-deactivated-andreactivated/.
211) https://help.uber.com/h/3eb4e4a1-94ed-42d2-9cb6-d13d03166234.
212) https://help.uber.com/h/1be144ab-609a-43c5-82b5-b9c7de5ec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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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내지 30%의 수수료를 제하고,213) 약 1주일 후에 운전사의 계좌에
입금된다. 수수료율이 운행요금을 받는 횟수에 따라 떨어지기 때문에, 플
랫폼은 특히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불 수수료
금액을 다양하게 변경하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214) 또 다른 공통 전략
은 우버가 새로운 도시나 지역에 처음 진입할 때에는 운전사에게 관대한
요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요율은 요금 인하와 우버 수수료 인상을 통
해 결과적으로 낮아진다. 댈러스의 한 운전사는 “그들이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숨도 쉬지 못할 겁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
다.215)
라. 회사 내 시장 통제
네 번째 기능하에서 고용주는 근로 대상과 근로 방법을 요구할 수 있
는 권한을 포함하여, 모든 생산 요소에 대한 통제를 통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기술과 인적 요소의 결합을 통해, 우버는 승
차가 제공되는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운
전사가 승차 요청을 수락하면 그 운전사는 승객을 향해 가서 승객이 원하
는 목적지로 향하는데, 이 모든 것이 운전사의 우버 앱을 통해 이루어지
는 것이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잘못 선택되었거나 결과가 불리하다고
느끼면 고객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216)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버는 운전사가 사용하는 차량 유형도 철저히 통
제한다.217) 가끔 청결상태나 흠집까지 검사한다. 회사 내 시장에 대한 통
제는 승객 탑승 중 기사가 틀고 있는 음악까지로 확대되기도 한다. 회사
와의 파트너십으로 인해 운전사는 승객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

213) http://www.cnet.com/news/uber-tests-30-commission-for-new-drivers-insan-francisco/.
214) https://help.uber.com/h/8ba64dc9-a85b-4923-8277-c0e813395d79.
215) http://www.nytimes.com/2016/02/03/business/uber-drivers-and-others-inthe-gig-economy-take-a-stand.html.
216) https://help.uber.com/h/0487f360-dc56-4904-b5c9-9d3f04810fa9.
217) https://www.uber.com/driver-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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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음악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218)
GPS 위치 추적 같은 기술 기반 통제 외에도, 우버는 운전사들을 엄격
하게 통제하기 위해 별점 등급 평가를 사용한다. 고객과 운전사는 운행
후 서로를 익명으로 평가한다. 평가 점수는 다음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승객과 운영자에게 보여진다. Ben Sachs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회사는 이를 통해 (1) 고객 피드백을 얻을 수 있고, (2) 해당 성과 수준을 측
정할 수 있으며, (3) 고객 피드백 결과 운전사가 회사 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고용주가 하는 일이
다.219)

마. 회사 외 시장 통제
우버는 또 고용주의 마지막 기능도 동일하게 수행한다. 우버는 잠재적
이윤을 대가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물론 기업 활동에서 손실
을 입을 수도 있다. 언뜻 보면, 이번에도 직관에 반대되는 생각이지만, 위
험과 수입 수준이 각 개별 운전사의 행동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
맹 운전사의 수가 많으면 회사 수입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
근 노동부 지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상기시킨다.
노동자가 이익을 내는지 손실을 내는지를 고려함에 있어서 초점은 노동자에
대한 통제 능력이 자신의 이익과 손실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다 …. 노동
자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것과 고용주가 제공할 수 있는 일거리의
양은 노동자에 대한 통제 능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피용자를 독립 계약자
와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거의 제시하지 못한다. 두 당사자 모두 일을 더 할
수 있다면, 또 더 많은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다.220)

반면, 운전사의 소득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우버의 역
동적 가격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개별 도시의 가격 수준, 소위 할
218) https://newsroom.uber.com/uber-spotify-music-for-your-ride/
219) http://onlabor.org/2015/05/20/uber-and-lyft-customer-reviews-and-the-rightto-control/
220) http://www.dol.gov/whd/workers/misclassification/AI-2015_1.htm, section I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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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요금을 통해 특정 장소와 시간에 따른 특정 수요 요인 등을 감안해서,
거리와 시간에 따른 병산 요금을 결정한다.221) 결국 플랫폼이, 통합된 체
계하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버 탑승이라는 사업을 완전
히 통제하는 것이다.222)
지금까지 우버의 사업 모델을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이 플랫폼은 분명
히 고용주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현대 기술에 크게 의존하
고 있지만, 운전사들을 피용자로 분류한다면 전통적인 일원적 고용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기능들이 실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
플랫폼은 그것이 운영되는 사법 지역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관련 법
률에서부터 집단 협상에 이르기까지, 고용권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
는 것이 마땅하다.

3. 복수의 고용주 플랫폼 : 태스크래빗
이전 항들에서 설명했듯이, 우버의 사업 모델은 단일 실체(플랫폼)에
의해 모든 고용주 기능이 실행된다는 전통적인 고용주에 대한 가정과 놀
라우리만큼 유사하다. 따라서 당연히 노동자와의 서비스 계약에서 이해
당사자인 고용주로 규정되어야 한다.223) 그러나 다른 크라우드워크 플랫
폼의 운영과 비교해 보면, 우버가 변형적 플랫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도 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복수의 이해 당사자들－고객, 플랫폼, 그리
고 때로는 노동자 자신까지－이 크라우드워크의 조직과 실행에 개입된다.
따라서, 모든 고용주 기능을 실행하는 단일 실체만을 유일한 규제 대상
모델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그런 기능들은 때로는 플랫폼, 고객, 크라우드 노동자 자신들에
의해 공동으로 실행될 수도 있다. 즉 플랫폼에서의 일자리 배분이 고용주
기능을 부분적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 둘 이상의 실체에 의한

221) http://abovethecrowd.com/2014/03/11/a-deeper-look-at-ubers-dynamic-pricing
-model/.
222) http://www.wired.com/2016/02/the-inside-story-behind-ubers-colorful-redesign/.
223) The Concept of the Employer (n 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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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분담, 또는 다른 당사자들 사이에서 기능들이 나뉘어지는 현상이 발
생할 수 있다. 그런 시나리오에서도 이들이 제안하는 고용주의 기능 모델
이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순수한 자가 고용이나 고용주 역할을 수행하
는 플랫폼도 있고, 심지어는 고객들이 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목적을 엄격하게 수행하는 플랫폼으로는 사람들과 회사를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연결하는 웹 및 모바일 시장인 태스크래빗이 있다. 이곳은
그들 공동체에서 완전 검증된 사람들로 하여금 매일 숙련된 작업을 수행
하게 한다.224) 우리는 이미 태스크래빗도 계약상 조항을 통해 고용주 지
위를 어떻게 부인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존의 고용주 기
능에 대한 목록으로 다시 되돌아가보면, 태스크래빗을 ‘합법적 연결을 촉
진하는 플랫폼’으로 자가 분류하는 것이 논지의 전모가 아니라는 점이 명
백해진다.
가. 고용 계약의 시작과 해지
관계의 존속 여부는 주로 플랫폼의 손에 달려 있다. 태스크래빗은 개별
노동자의 계정을 활성화하기 전에 그들의 자격을 심사해서,225) 특정 고객
의 불만을 포함해 채용 조건을 위반하면 작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다.226)
그러나, 다른 크라우드워크 제공자와는 달리, 이곳 작업자들의 계정은 그
들의 평가 점수가 사전 설정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해지되지 않
는다. 대신, 자신들이 일련의 ‘능력 표준 심사’ 대상이며,227) 보수가 낮은
작업에 한정되어228) 고등급 작업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수가 높거나 매력
적인 일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게 된다.229)
224) TaskRabbit, The TaskRabbit Handbook (‘Handbook’, electronic copy on file)
12.
225) http://loneplacebo.com/adventures-of-a-first-time-taskrabbit/.
226) http://www.businessinsider.com/confessions-of-a-task-rabbit-2011-12?IR=
T&page=1.
227) https://support.taskrabbit.com/hc/en-us/articles/204409440-TaskRabbit-Community
-Guidelines.
228) http://www.theverge.com/2015/10/28/9625968/rating-system-on-demandeconomy-uber-olive-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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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 및 그 결과물의 수혜
우버 분석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플랫폼은 작업자의 노
동 결과물의 주 수혜자이다. 즉 플랫폼은 청구서 발행을 주관하며, - 팁
을 제외하고는 - 일체의 현금도 고객과 작업자 사이에 오가지 않는다. 회
사 웹사이트의 블로그 포스트에 있는 글처럼, 작업자들은 태스크래빗의
얼굴이며, 실제로 모든 일을 수행한다. 본사에 있는 우리(본사 직원)는 멋
진 사무실에 앉아 그들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을 바라볼 뿐이다.230)
마지막으로, 특정 환경에서는 작업자들도 ‘잡 필터’에 있는 장기 일자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파견 근로를 연상시킨다.231)
이 경우, 노동과 그 결과물의 수혜는 플랫폼과 장기 고객 사이에서 나뉘
어진다.
다. 일과 급여 제공
고용주 기능의 세 번째는 각기 다른 작업에 걸쳐 매우 다르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더 어렵다. 일거리 제공을 먼저 살펴보면, 고객은 청소, 쇼핑
에서부터 수리 서비스까지 일손이 필요한 일거리를 태스크래빗에 올린다.
그러면 이 플랫폼은 고객과 작업자를 연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은 종종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일거리는 고
객과 작업자 간의 직접 교류를 통해 수용되기도 한다.
급료의 제공도 비슷하게 운영된다. 작업자는 주간 단위로 플랫폼으로
부터 수표나 페이팔로 급료를 받는다. 수표를 선택하면 태스크래빗은 특
정 세금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232) 플랫폼이 여러 가지 다른 보상
모델을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의 수준은 크게 다르다. 2014년에 눈에
229) On TaskRabbit ‘points and levels’, Handbook (n 41) 9 참조.
230) https://blog.taskrabbit.com/2011/04/29/aprils-runner-of-the-month-is/.
231) https://blog.taskrabbit.com/2013/05/22/takin-care-of-business-tips-for-businesstasks/.
232) Handbook (n 41) 8.232)http://www.theverge.com/2014/6/17/5816254/taskrabbit-blows
-up-its-auction-house-to-offer-services-on-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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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는 변화는, 처음의 경매 방식 메커니즘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경매
방식에서는, 고객에게 업무에 맞는 노동자 채용을 알선해 주고 해당 시급
을 표시하는 알고리즘에 작업자가 자신의 제안을 명시할 수 있었다.233)
따라서 이때 플랫폼은 임금 수준의 설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부 작업자들은 적절한 보수 책정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 요령
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234)
라. 회사 내 시장 통제
태스크래빗은 일자리를 ‘소기업’, ‘동네 영웅’, ‘바쁜 사람이 일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당신 같은 기업가’ 같은 관점으로 조심스럽게
표현한다.235) 실제로 네 번째 고용주 기능은 대개 플랫폼, 작업자, 고객이
결합되어 실행된다.236) 개별 작업에 대한 실제 통제에 관해서는, 이미 인
용한 바 있는 다음 조건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이용자의 성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일거리를 제공하는 고객에
대해 그 어느 것도 통제하지 않는다. 또한 이용자의 진실성, 책임, 모든 행위
또는 부작위 등 어느 것에 대해서도 통제하지 않는다.237)

이것은 플랫폼이 고용주의 네 번째 기능을 전혀 실행하지 않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위험한 작업, 불법, 성매매 같은 부적절해
보이는 작업은 플랫폼에 의해 삭제되며, 개별 작업자에 의해 보고될 수도
있다.238) 태스크래빗은 또 고객과 작업자들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재산
피해, 도난, 신체 상해(고객, 작업자, 제3자)를 보장하는 종합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39)
233) Handbook (n 41) 2.
234) http://www.priceintelligently.com/blog/bid/192053/Lessons-Learned-from-Creating
-My-TaskRabbit-Pricing-Strategy.
235) Handbook (n 41) 2.
236) http://www.businessinsider.com/confessions-of-a-task-rabbit-2011-12?IR=
T&page=1 .
237) https://www.taskrabbit.com/terms(1항 및 2항에서 발췌).
238) https://blog.taskrabbit.com/2011/12/08/taskrabbits-guiding-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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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것은, 태스크래빗은 해당 작업자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도
록 하기 위해 작업자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사실이다. 작업자 매
뉴얼에는 “일거리를 올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의 웃는 얼굴
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보내
지 마십시오”라고 명시되어 있다.240)
마. 회사 외 시장 통제
기업 활동으로 손실이 날 위험도 있지만, 잠재적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마지막 기능이다. 전통적으로, 이 기능의 핵
심 요소 중 하나는 발생할 경제 활동을 위한 적절한 도구의 제공 및 투자
였다. 다른 기능에서처럼, 태스크래빗 일자리도 매우 이질적이다. 어떤 고
객들은 도구를 제공하고 일을 세밀하게 감독하는 반면, 어떤 고객들은 작
업자가 자신의 청소 장비를 가져오기를 바라거나, 이동이 필요한 작업에
자신의 자동차를 사용하기도 한다.241) 보상 수준은 같다. 플랫폼의 개발
과정에 걸쳐, ‘최적 임금’을 고객이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작업자가 자신의
요율을 제시하는 것－플랫폼이 추가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까지, 그리
고 TaskRabbit 알고리즘이 임금을 사전에 결정하는 ‘즉시 배정’ 작업까
지, 수많은 모델들이 테스트되었을 것이다.242)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을 겨우 받지만, 어떤 작업자들은, 주당 1,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243)
이 기능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고객 확보와 유
지이다. 한편으로는, 플랫폼은 작업자들로 하여금 실제 쿠폰이나 온라인
239) https://support.taskrabbit.com/hc/en-us/articles/204411640-Does-my-Taskerhave-insurance-.
240) Handbook (n 41) 15.
241) http://www.bloomberg.com/bw/articles/2012-09-13/my-life-as-a-taskrabbit#p1.
242) http://venturebeat.com/2014/07/10/taskrabbit-users-revolt-as-the-companyshuts-down-its-bidding-system/
243) http://time.com/money/3714829/working-for-taskrabbit/의 보고서를 http://www.
bloomberg.com/bw/articles/2012-09-13/my-life-as-a-taskrabbit의 보고서와 비
교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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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자신의 서비스를 광고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거나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한다.244) 플랫폼은 또 상세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멋진@TaskRabbit 경험’을 트윗하거
나 게시하도록 장려한다. 반면 동시에 트위터 사용자 이름에 플랫폼과의
제휴를 포함시키는 것은 금하고 있다.245) 한편, 이 플랫폼은 최근 개별
고객과 작업자들 사이에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기능을 도입했다. 일
거리 게시자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이면, 그의 참여를 요구하고 앞으로
쉽게 참여 제안을 수락할 수 있도록 ‘직접 채용’ 기능을 만든 것이다. 그
들은 또 주간 잡화 쇼핑처럼 반복 일거리에 특정인을 채용할 수도 있
다.246)
따라서 태스크래빗의 운영은 그것이 플랫폼이든, 고객이든, 개별 노동
자이든 각기 다른 고용주 기능이 하나 이상의 실체에 의해 어떻게 실행되
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절
에서는 고용법이 서로 다른 고용주 기능에 기초하여 제정되어야 하며, 고
용주의 개방적 기능 개념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그럼으로써, 근거가
되는 계약서 상의 합의와 관계 없이, 하나 이상의 고용주 기능의 실행에
따르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제4절 고용주의 대안적․기능적 개념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고, 사실적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고용법의 일관
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 개념은 현재의 경직된 공식적 접근 방
법에서 유연한 기능적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Prassl은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다음과 같은 실용적 정의를 제시했다. 고용주의 개념은 고용주
기능의 실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실체 또는 실체의 조합이어야 하며,
244) Handbook (n 41) 11.
245) 같은 책, 12.
246) 같은 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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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의 특정 영역에서 그런 방식으로 규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고용주의 기능적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다자간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
는 문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Fudge는
계약과 회사 형태를 초월해, 고용 기업에서 다자간 일자리 주선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고용관련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계적․기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제시해 왔다.247)
그러나 기능적 접근 방법을 수용하기 위해, 법의 기초가 되는 추론 방
법을 좀 더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절은, 기능적 접근 방법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보다
추상적인 수준에서 제안된 기능적 개념에서 ‘기능적’이라는 개념의 의미
를 검토한다. 또한 현재의 이원적․계약적 접근 방식이 지닌 형식주의와
의 대비보다는 좀 더 풍부한 개념으로서의 기능적 유형을 개발하고자 하
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248) 따라서 적어도 기능적 접근 방법을 다양한 분
석적 문제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초래
되는 일부 ‘선험적 오류’의 위험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적 접근 방
법의 무분별한 사용은 ‘그것이 지향하는 것과 반하는 마법 같은 법적 개
념으로서 거의 의미가 없다.’249)
고용주를 분별하고 정의할 목적으로 제시된 기능주의에 대한 설명은
기능적 유형론의 사회학적 개념 위에서 형성된 것으로, 잠재적 이해 상대
방의 지위를 판단하기 위해 특정 기능의 수행 여부에 주목한다. 이와 관
련된 사회학적 문헌의 탐구는 우리의 토론 범위를 벗어난다. 대신, 상이
한 유형론 모델을 피용자 지위 판단에 적용하면서 Luca Nogler의 관련된
논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250)
기능적 접근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전에 결정된 요인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대신, 관련 상황에서 서로 다른 요인들이 수행하는 구체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251) 따라서 고용 계약(또는 다른 계약)이
247)
248)
249)
250)
251)

Fudge(2006), 609, 636. See also Deakin(2001), 72, 79.
Fudge(2006), 310-313.
Cohen(1935).
Nogler (n 16). 다음 단락은 본 기사 및 관련 논문에서 광범위하게 발췌되었음.
같은 책, 3.

제9장 크라우드워크에서 고용주는 누구인가: 오래된 문제, 새로운 관점

231

있는 것이 특정 분야(예를 들면, 임금 지불의 의무)에서 중요한 지표일 수
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현 제안에 Nogler의 표현을 본 논문에
적용하려면, 고용주의 기능적 개념은 고용 실체가 특정 요인의 존부를 통
해서가 아니라 특정 기능의 수행 여부를 통해 정의되어야 한다.252) 고용
주의 기능과 관련하여 특정 기능을 통해 결정적 역할을 할 권리가 실제
실행만큼이나 의미가 있다는 기존 판례에 드러난 사법적 인식을 설명하
기 위해, 특정 기능의 실행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그 실행을 통해 수행한
결정적 역할까지를 포함한다.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고용주의 개념은 상관관계에 있는 고용 기능의
실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실체 또는 실체의 조합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고용법의 특정 영역에서 그런 개념에 근거하여 규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이런 추상적 개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거
쳐야 한다. 첫째, 모든 노동자에게 있어, 실체간 관계 모델에 대한 기능적
접근 방법은 단수 또는 다수가 고용주가 되는 잠재적 고용 실체의 집합체
를 낳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와 같이 다수의 잠재적 상대방 안에 있다
고 해서, 노동 규제의 전 영역에서 특정 고용법 의무가 그와 함께 자동적
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의 책임이 촉발되는 것은 오직 규제된
특정 기능의 실행의 결과일 뿐이고, 그것도 해당 영역에만 국한된다. 그
러므로 고용법상의 의무는 복수의 합법적 실체 전체로 퍼질 것이다. 이것
이 단일 실체로서의 고용주의 기존 개념에 대한 재개념화 문제의 핵심이
다. 따라서 크라우드워크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면서도 책임 부여에 핵심
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둘째, 고용주의 기능이 별개의 다른 그룹들로 세분화될 수 있기 때문
에, 고용주는 더 이상 확인된 모든 요인을 포괄하는 단순한 단일 기능을
실행하는 실체로만 정의될 수 없다. 특정한 고용주 기능을 수행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책임이 촉발된다. 현실적으로는 기능적 접근
방법으로 인해 많은 고용 상황에서 복수의 고용주가 있는 구조를 촉발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복수 고용주 시나리오에서 복수의 잠재적 이해
당사자가 존재할 경우, 사적인 계약이 고용법 의무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252) 같은 책,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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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했다. 재개념화된 고용주의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기능과 문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실체 또는 별개의 법적 실체들이 고
용법상의 의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고용법 의무의
분산은 고용주를 정의하는 복수의 기능 때문이다. 각 기능이 단일 법적
실체에 의해 다른 기능과 더불어 실행되는지, 다른 당사자들 사이에서 나
뉘는지, 또는 복수의 실체들 간에 분담되는지와 관계없이, 책임은 기능의
세부 항목에 의해 결정된다.
주목해야 할 세 번째 결과는 우리의 연구 결과로부터 직접 비롯된다.
기능적 접근 방법하에서 고용주의 구성은 어느 정도의 상황 특수성 또는
영역 특수성을 갖는다. 규제 상황에 따라, 책임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별할 때 다섯 가지 고용 기능의 각기 다른 세부 부분들이 특별히 중요
하다. 세금, 불법 행위, 대리 책임, ‘고용법 자체’ 같은 영역에 걸친 잠재적
또는 실제적 고용주 개념의 차이는 오랫동안 학술적․사법적 토론의 대
상이 되어 왔지만,253) 우리의 정의는 여기서 더 나아간다. 기능적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너무 쉽게 단일 규제 영역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
속에서 더 세밀한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254)
본 절의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크라우드워크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설적인 노동자를 언급함으로써 고용주의 기능적 개념의 의미를 간
단하게 예시하고자 한다. 태스크래빗 같은 플랫폼 일자리 계약의 상황에
서 처음 가능한 시나리오로, 플랫폼에 처음 들어온, 가능한 한 빨리 일을
찾기 위해 맞춤 임금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청소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시급을 결정하고, 고객에게 직접 수수료 외에 시급
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소원이 배속되는 최초의 아파트는
너무 커서 계획된 시간 내에 작업을 끝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그의 소득은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밑돈다. 이 시나리오에서
플랫폼은, 청소원의 임금을 결정함으로써 관련 고용주 기능을 명백하게
실행했으며, 그에 따라 최저임금법 준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그
253) McKendrick(1990) 참조.
254) 단, 주목할 반대 경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Freedland and Kountouris
(2011), 25ff.

제9장 크라우드워크에서 고용주는 누구인가: 오래된 문제, 새로운 관점

233

렇다고 해서 모든 분야에서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객이 특별히 거친 세정제의 사용 같은 위험한 작업 조건을 명시한다면,
위생 및 안전 책임이 플랫폼에 부과될 것이다. 플랫폼은 작업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제를 수행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예는, 패션 스타트업에서 온라인 상점 개발 업무를 하는 IT 전
문가의 사례이다. 그녀는 프리랜서로서 오랜 기간 동안 좋은 경력을 가지
고 있었고,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 일자리를 찾다가, 최근 단일 온라인
시장으로 기능하는 한 플랫폼에 자신의 작품을 보냈다. 그녀가 작업당 자
신의 임금을 높은 요율로 설정함에 따라 그녀의 작품은 꽤 높은 프리미엄
등급을 받는다. 이 시나리오에서 해당 작업이 시간을 초과하는 바람에 지
나치게 낮은 시급을 초래하더라도, 해당 고용주 기능이 솔직하게 자신의
임금 요율을 설정한 노동자에 의해 실행되었기 때문에, 고용주의 기능적
개념하에서는 플랫폼도 고객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임금이 맨 위까지 올라가지
않으며 그 결과 그녀에게 제공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여성 프로그래머의 작품을 시스템적으로 할인하
는 플랫폼의 요율 메커니즘 때문으로, 이용자의 편견이 시정되지 않고 누
적된 것이다.255) 고용 관계의 시작과 해지에 대한 통제가 노동자와 플랫
폼 간에 분담되었다 하더라도, 요율 메커니즘의 운영이 전적으로 플랫폼
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반차별법하에서의 법적 책임은 플랫폼에 있다.

제5절 소 결

고용법에서 일관된 기본 규범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고용 관계의
분류를 모든 노동법 체계의 운영을 정의하는 중심으로 간주하는 것은 결
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256)
255) 본 사례는 애석하게도 생각보다 덜 가설적이다.
256) Deakin and Wilkinson(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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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한 각 옵션을 운용하기 위한 잠재적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사법 관할 지역마다 크게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사례를 통해 우리의 재개념화가 고용
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민감한 접근 방법을 제시했기를
기대한다. 실제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실행된
모든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가장 최적의 해당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될
것이며 동시에 그 범위를 넘어서지도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법에
서의 전통적 접근 방법하에서는, 사적 계약－기껏해야 특정한 법적 적용
의 확장－이 고용주 기능을 잠재적으로 실행할 실체들로부터 실제 고용
주를 선별해 내겠지만, 고용주의 재개념화하에서 이 역할은 다양한 기능
을 누가 수행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대체된다.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고
용주들은 구체적 역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함께 분담(공유)하
게 될 것이다.
기능적 접근 방법의 장점은 별도의 논문에서 보다 심도 있게 설명되었
지만,257) 현재로서는 이런 개념화가 서로 다른 규제 영역에 걸쳐 유연성
을 확보하게 해 주며, 이로 인해 고용주 기능의 실행을 분담하는 실체나
모델이 복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복잡성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
는 것으로 충분하다. 각 기능별로 적절한 고용주를 제대로 판별해야만,
고용법의 범위에 대한 일관성을 회복하고, 그런 맥락에서 근로자－그리
고 고객－지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크라우드워크의 출현으로 발생한 보다 넓은 법적 문제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문형 플랫폼에서 일하는 개인이 자신에게
도 고용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기존의 규범이 자신
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근로시간이 그러한
예다. 승객을 기다리며 배회하는 시간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을 찾는
시간은 감안하지 않고 특정 작업에 실제로 투입된 시간만 노동 시간으로
산정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과 시간 보호는 별 의미가 없어진다. 주의깊
은 법적 발전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들어온 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 주문형 일자리의 경우는 플랫폼에서
257) The Concept of the Employer (n 14) c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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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실을 인지하
는 판단－또는 공식 지침－만이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런 발전
의 또 다른 예는 시애틀 같은 도시의 지방법이다. 이 법에서는, 주요 고용
조건을 집단적으로 협상하기 위해, 다른 플랫폼상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조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
우 노동쟁의 행위에 들어간다는 위협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258)
다른 맥락에서는 기존의 고용법 규범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
으로 새로운 규범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동식
평가의 도입이다. 현재, 각 노동자의 평가는 플랫폼마다 다르다. 이로 인
해 플랫폼 간의 전환－따라서 비활성화의 위험 또는 가용 일자리의 부재
에 맞선 행동이 다양화될 수밖에 없다－비용을 매우 높게 만들고 있다.
좋은 평가는 구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동성이 없는 다른 플랫
폼으로의 이동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자신에 대한 평
가를 노동자들이 ‘소유’하게 해줌으로써, 개별 운전사의 입장에서 경쟁 앱
간의 이동을 효과적인 선택지로 만들어, 협상력에서 균형추가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지면적 제한은 이 문제를 온전히 다루는 데 장애
가 되고 있다. 어떤 경우든 고용법의 일관된 범위를 회복하는 것이 주문
형 경제가 모두에게 공정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최우선 조
치가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바대로, 전통적인 질문을 뒤집어,
근로자 지위에 대해 질문하는 대신 책임 있는 고용주가 누구인지를 분별하
고 정의하는 것이 공정한 조건을 만드는 유익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258) http://www.seattle.gov/council/issues/giving-drivers-a-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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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미국 내 플랫폼 경제 관련 소송 분석 :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과 규제의 문제

제1절 서 론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효율적
인 방식으로 소통하고 비즈니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왔다. 물품
뿐 아니라 시간과 노력과 노동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새로운 방식들이 발
전하고 있다. ‘가상 직업(virtual work)’,259) ‘주문형 노동(labor on demand)’,
‘서비스로서의 노동(labor as a service)’, ‘또래 생산(peer production)’, ‘플
레이버(playbor)’ 또는 ‘크라우드워크(crowdwork)’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규제 및 사회적 도전을 노정시키고 있다. 타임지가 수행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는 현재 1,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긱 경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260) 이러한 통계치는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지
만,261)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기술로 인해 노동의 미래가 변모하

259) Cherry(2011).
260) Steinmetz(2016) 참조.
261) Stangler(2016) 참조. 보고서에서 저명한 경제학자 크루거(Alan Krueger)와 미
셸(Larry Mishel)은 주문형 경제 노동자 수가 훨씬 더 적을 거라며 타임지에서
조사한 숫자에 불만을 피력하였다. 미셸이 주문형 경제를 축소화하는 이유는 불
명확하지만, 이는 노동조합이 계속 그들의 전통적인 기반에 호소하고 기술 변화
를 무시해야 한다는 발상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Mishe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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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마존 미캐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 AMT), 핸디(Handy), 인스타카트(Instacart), 우버(Uber)
등과 같은 웹사이트와 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회사들의 노동 관행은 미국에서 치열한 소송을 촉발해
왔다. 현재, 이러한 법정 소송건들은 모두 주문형 경제라는 플랫폼에서
노동자가 피용자 지위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계약자 지위인지라는 공통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용자 지위에 대한 질문은 미
국 고용법(최저임금, 차별 방지, 실업 보험, 노동자 보상)에서 제공하는 많
은 권리와 혜택이 직원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특
히 중요하다.262) 따라서 피용자 여부는 노동자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이 글의 두 번째 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의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굵직한 주제들에 대해 논의한다.263) 이러한 변화는 항상
불안정한 노동을 담지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자동 관리’ 과정인 알고리
즘에 의한, 그리고 알고리즘을 통한 관리로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이
러한 주요 동향에 대해 논의한 뒤, 제3절은 미국 내 주문형 경제의 다양
한 오분류 소송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한다. O’Connor v. Uber264)가 중
요한 관심과 분석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265) 주문형 경제 플
랫폼에 대해 유사한 소송들이 제기되어 왔다. 진행 중인 소송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논점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소송들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노동법
이 초점이 되고 있다. 둘째, 많은 소송건들이 해결되고 있으나, 원고의 변
호사들이 플랫폼 기업들과 벌이는 많은 거래들이 판사들에 의해 불충분하
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 셋째, 최종사용자 사용권 계약(end user license
agreements, EULAS)과 관련된 이슈들 및 중재안들이 핵심적인 사안들
이 되고 있다. 결론에서 우리는 소송들을 통해 제기된 정책적 시사점을
262)
263)
264)
265)

infra Part I을 참조하시오.
Stone(2004), From Widgets to Digits.
O’Connor v. Uber, 3 : 13-cv-03826-EMC (N.D. Cal.).
언론에서 다룬 내용들을 보려면, Surowiecki(2015); Warner(2015) 등을 참고하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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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제2절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이 노동에 미친 효과

지난 세기 말 지식기반 정보 경제로의 전환은 새로운 노동 모델을 발
생시켰다.266) Catherine Stone이 설명한 새로운 디지털 노동의 몇 가지
특징들은 노동자의 지식과 훈련과 기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Stone이
정의하듯이 디지털 시대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중심 신경계’가 되었던 20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를 지칭한다.267) 유동적
이직 및 회사 간의 투과적 경계성으로의 전환에 기반하여 디지털 모델은
피용자의 지적 자산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268) 고용의 ‘생명 주기’ 모델
은 이미 생명을 다했다. 대신 노동자들은 짧은 재직 기간을 가지게 되었
고, 다른 회사로 수평이동할 것이 예상되었다.269) 대량 해고와 1980년대
외국 제조업으로의 생산 이동으로 침식된 노동자의 충성도는 ‘취업능력
(employability)’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다.270)직업 안정성이라는 규정
하기 힘든 이상을 추구하는 대신 노동자들은 자신의 직업적 기술을 증대
시키고, 회사 밖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이 새로운 디지털 모델의 또 다른 특징은 조직을 병합하고 중간 관리
층을 없앤다는 점이다. 노동자가 지식과 전문성에 따라 고용되기 때문에
고용은 특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생하게 된다.271) 특정 프로젝트가 끝
나면 고용이 종료되지만, 노동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그들의 기술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약속된다. 지식 기반 일자리의 어떤 형태는
타인과의 네트워킹 능력을 증가시켜 수평적 취업기회를 증대시키기도 한
266)
267)
268)
269)
270)
271)

Stone, supra note 5, at 44-45.
Id. at 5.
Id. at 92 (describing what Stone terms the “boundaryless career”).
Id. at 96.
Id. at 74.
Id. at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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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자리의 변경과 이동은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노동 모델에서는 일반
적인 현상이다.272) Stone의 저서의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디지털 모델 속
에서 노동자의 요구와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전통적인 노동법 모델에 부
족한 부분들을 기술하고 있다.

1. 크라우드워크의 성장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크라우드워크의 발전은 산업 및 디지털 모델에
어떻게 부합하는가?273) 많은 이들이 크라우드워크를 디지털 지식 기반
노동 모델의 또 다른 지파 또는 파생물로 분류하고 있다. 크라우드워크는
모바일 앱이든 인터넷이든 간에 기술에 의해 중개되기도 하고, 전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만 이루어지기도 한다. 크라우드워크는 실제로는 인터넷
에서의 작은 임시직 또는 미세 업무의 형태로 프로젝트별로 발생하며, 노
동자들은 그 과제가 몇 초 또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작업일지라도 특
정 과제별로 고용된다.274) 프로젝트별 업무에 초점을 맞추는 점은 크라우
드워크와 디지털 노동의 공통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크라우드워크의 몇
가지 양상은 이전 산업 모델로 후퇴하는 측면이 있다. 사실, 과제를 최저
의 공통분모로 나누는 아이디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전형적 테일러
주의(Taylorism)이다. 본 논의에서 우리는 크라우드워크의 두 가지 특징
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컴퓨터 코드를 통한 노동자에 대한 자동화된
관리와 ‘불안정성(precarity)’이 그것이다.

2. 크라우드워크와 자동화된 관리
크라우드워크 인프라의 두드러진 특징은 작업 관계를 중개하는 데서
코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이러한 과정
272) Id. at 74.
273) 본 장에서 크라우드워크는 플랫폼 노동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한다(편
저자 주).
274) Stross, supra note를 참조하시오(크라우드소싱한 단기적 미시노동 작업에 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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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동화된 관리 또는 ‘알고크러시(algocracy)’라 지칭된다.275) 실제로
관리자들이 전통적으로 수행하던 조직의 기능을 알고리즘이 흡수하고 있
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다. 컴퓨터 코드가 다음과 같이 평범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독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노동자별
과제 분담, 작업 공정의 시간 절약, 휴식 시간 및 길이 결정, 품질 모니터
링, 피용자의 직급 부여 등. 코드는 개별화된 피용자에게 그들이 실시간
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즉각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
린다. 관료주의 및 조직관리체계에 의해 수행되어 왔던 노동 관행이 컴퓨
터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램
된 명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이 알고리즘은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었던
전통적 외부 체계를 대체하고 있다.
AMT는 자동화된 관리의 한 예이다.276) 용이한 필터링 기준이 코드화
되어 작업자 선택, 업무 수행 평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요한 점은 자동화된 관리 시스템에서는 소통이
나 분쟁 해결의 방안이 전적으로 부재한다는 점이다. 소통이나 분쟁해결
시스템은 고용주에게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 한 과제
지정 담당자의 말대로, “이메일을 보는 데 들인 시간은 작업자에게 지불
한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이 든다.” 277) 우버 또한 자동화된 관리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278) 배경 점검, 파견 시스템, 혹은 수퍼바이저에 의한 불
시 점검 시스템을 갖추기보다 우버는 본질적으로 승객에게 아웃소싱하
여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279) 승차 서비스가 완료되면 승객들은
5점을 최고 점수로 하는 1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로 기사를 평가하도록
요청받는다.

275)
276)
277)
278)
279)

Aneesh(2009).
Irani and Silberman(2013)
Id.
Dwoskin(2015) 참조.
Alex Rosenblatt & Luke Stark, Uber’s Driver: Information Asymmetries and
Control in Dynamic Work, *11,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
abstract_id=268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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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안정 노동의 성장
크라우드워크의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안정 노동의 확대라는 두
번째 경향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학자들은 ‘불안정(precarious)’이란 개념
을 시간제이나 임시직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사용한다. 이 개념은 노동 시
스템에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Arne Kalleberg
는 불확실하고 예측불가능하며 위험한 노동을 불안정 노동이라고 설명한
다.280) Stone 또한 연속성에 대한 명시적인 약속이 없는 노동을 불안정
노동이라고 설명한다. 불안정 노동의 개념은 다양한 직업군에 걸쳐 있다.
이러한 노동의 질적 저하는 패스트푸드 서비스 종사자, 소판매인에서 엔
지니어링 컨설턴트에 이르기까지 노동자 전반이 느끼는 사안이다.
Kalleberg는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불안정한 노동 시스템 속에서 우
리는 실업의 증가 가능성, 일반적 고용 불안정성의 증대, 임시 고용 및 비
정규직 근로의 확대와 위험성의 전가－즉, 건강보험 및 연금과 같은 노동
비용을 고용인으로부터 피고용인에게로 전이－가능성을 목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문제가 된다. 일하는 부모에게 ‘적
기 공급’ 방식의 일정은 육아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불안정 노
동은 근로자들을 올가미에 가두게 될 수도 있다. 근로자는 생존을 위해
부업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나, 부업을 가짐으로써 일정 관리가 힘
들어져 주업을 잃게 될 수도 있다.281) 불안정 노동은 여성과 유색인종이
주류를 이루는 서비스와 소매업에서 특히 심하다. 불안정 노동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직업 사다리를 상향 이동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지식 및
정보 관련 직업군에서도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4. 새로운 노동 형태로서의 크라우드워크
노동의 구성 및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고용 모델들 간에는 근본적
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산업모델은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보수체계를 가
280) Kalleberg(2009).
281) Tirado(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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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고, 디지털 모델도 이러한 특징들을 일부 지닌 반면, 크라우드워크 모
델은 빠른 직업변동성, 노동자의 권위 저하, 요구되는 숙련도의 저하와
그로 인한 보상의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불안
정성의 영향은 크라우드워크에서 충격적이다. 디지털 시대에 작업 일정이
시간제 또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변화되었다면, 크라우드워크는 작업 일정
을 더 미세한 수준으로 나누고 있다. 크라우드워크는 주간, 월간, 연간 단위
로 발생하는 일관된 목표와 단계를 수반한 ‘프로젝트’ 기반의 작업에서 단
지 몇 시간, 몇 분, 몇 초 단위로 발생하는 ‘업무(task)’ 기반 작업으로 변모
하고 있다. 업무의 목적은 노동자들에게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구나 디지털 시대의 장점 중 일부는 ‘크라우드소싱’ 체계 속에서는
약화되거나 아예 존재하지도 않게 된다. 훈련과 기술의 습득 또는 네트워
킹 기회를 위한 피용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계의 문제
또는 소송에서 제기된 최저임금의 문제는 언급할 필요도 없고, 예측가능
한 노동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화된 관리를
통해 업무에 대한 피용자의 재량권은 사라졌으며, 직원의 발전을 위해 그
들을 훈련시키고 지도할 수 있는 실제 관리자와의 소통은 거의 없는 실정
이다. 자동화된 관리로 인해 적법한 절차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시스템은
거의 없어졌다. 훈련도 없고, 승진도 없고, 저임금에 고용안정성도 없는,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나쁜 직업’이 등장한 것이다.282)
게다가 크라우드워크의 많은 형태들은 작업수행의 선결 조건으로 장비
나 자산의 소유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라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자동차,
임대할 수 있는 아파트, 개인적인 인터넷 연결망 등. 어떤 작업에 지원하
는 순간, 바로 거절되는 경험을 사람들은 많이 하게 된다. 노동자는 동일
한 숙련도 내에서 수많은 유사 노동자들을 직면해야 하는 곤경을 겪을 수
도 있다. 그들은 특수하거나 매우 희귀한 기술을 원하는 잠재적 고용인들
의 수많은 게시물을 접할 수도 있다. 거부율은 매우 높다. Kessler의 크라
우드워크에 대한 신문에서의 설명에 따르면 과제 수임률은 여섯 번에 한
번 꼴이었다.283)
282) Carre, et al.(2012).
283) Kessler(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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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혼란과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제는 작업자가 진행 중
인 상황에서 취소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요청자는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
불하지 않는다. 작업자가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과제가 조정력이 없는
웹사이트에서 자동적으로 부여되어 2중으로 접수되는 경우도 있다. 작업
자가 하루 종일의 작업 일정을 받았을지라도, 그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한 시간에 대해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고 그 비용은 순임금에서 차
감된다. 여기에 크라우드워크 모델에서는 경쟁력과 감시 요소가 추가된
다. 작업자는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자신의 등급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
높은 등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작업자의 점수에는 등급과 순위가
매겨지고, 경쟁 상대를 능가해야 한다. 작업자는 또한 일거리를 검색하여
찾고 여기에 지원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동일한 웹사이트에서 작업
하는 동료를 이기기 위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Kessler가 지적하듯이
“나는 본질적으로 고용된 매 시간 경쟁하고 있다.”284)
여러 면에서 크라우드소싱은 산업화, 또는 재택근무를 통한 업무에 대
한 지불이라는 측면에서 산업화 이전(pre-industrial) 제도로의 회귀이다.
크라우드워크는 매우 엄격한 통제 체계와 탈숙련화된 근로를 특징으로
한다. 어떤 관찰자들은 플랫폼 사이트가 고용인과 피용자를 매칭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기술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임금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지
적한다. 일을 마치고 났을 때, Kessler는 AMT에서 시간당 평균 1.94달러
를 벌어들였다. 이는 이미지를 55번 클릭해서 5센트를 벌어들인 수치다.
태스크래빗에서는 일주일에 총 166달러를 벌었는데, 이는 이 웹사이트에
서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수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285) 크
라우드 노동자들은 병가나 건강보험과 같은 전통적인 혜택이 없이 낮은
임금을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춰 나가야 한다.

284) Id.
285) Id.

244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제3절 미국에서의 크라우드워크 관련 소송 분석

본 절에서는 미국내 주문형 워커 관련 소송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살
펴본다.286) 이 소송들은 아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
서는 현재 상황만을 다룰 수 있다. 본 논문을 쓰고 있는 현재, 많은 사건
들이 법원 밖에서 해결되거나 재판에 넘겨지거나 중재 과정 중에 있기 때
문에 많은 중요한 법적 문제들이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상
기한 바와 같이, 중요한 문제는 주문형 워커가 피용자인지 독립적인 계약
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소송건과 동반된 논의들은 크게
네 가지 경제 부문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운전 기사를 오분류한 차
량 공유 회사들에 대한 소송이다. 이 소송은 O’Connor v. Uber and Cotter
v. Lyft 소송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주택 수리 서비스와 관련된 소송이
다. 세 번째는 심부름, 배달, 기타 소소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전적으로 컴퓨터 기반 업무로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업무
에 관한 소송이다.

1. 차량 공유
가. 소송의 배경
우버는 미국 내에 약 40만 명의 기사를 보유하고 있으며,287) 우버의 차
량 공유 서비스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동부와 서부 해안 도시들에서 특
히 인기 있는 서비스이다.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택시를
잡거나, 택시를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거는 대신, 고객은 위치추적 기능이
활성화된 무선전화의 앱을 통해 택시를 부른다. 이 앱은 자신의 개인 자
동차를 가진 운전기사와 운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근처의 승객을 매칭
286) 이 소송건들을 추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내용은 Zillman(2015)에서 찾아볼 수 있다.
287) 이는 O’Connor v.Uber에서 확인된 대략적인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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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준다. 이 앱은 더 빠르고 편리하며, 승객이 운전사의 위치를 추적하여
여행 일정을 더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은 택시를 호출해 부르는 것
보다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 모델을 종종 더 선호한다.
원래,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이 소송은 기존 택시 소유자와 지방정
부에 의해 제기되었다. 대부분이 법적 규제 없이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무보험,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버는 공격적인 소송을 제
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288) 예를 들면, 세인트루이스 택시위원회
는 운전사에 대한 배경 점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음에 시 경계 내에서
의 우버 운영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우버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외시키
는 것은 반독점 위반이라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택시위원회를 고소하였
다.289) 이에 세인트루이스 택시위원회는 우버 서비스 운영을 금하는 소송
을 제기했고, 택시기사들 역시 우버를 고발 조치했다.290)
나. ‘공유 경제’의 뿌리로서의 차량 공유
차량 공유․택시 서비스인 우버와 리프트(Lyft)는 그들의 노동행위에

288) Rogers(2015a), Dialogue 85, 102. Which brings us back to the public’s mistrust
of Uber. “이 회사의 이름은 인간의 우수성에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도덕성과
새로운 계급에 대한 니체의 비전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버 경영진은 그러한
이상을 자신들의 특권을 보호하는 데 활용했다. 회사의 경영진이 보기에 다수가
소수에 매달리고 소수는 일반적인 규칙을 무시해 버려도 되는 미래가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다. 우버의 슬로건인 ‘모든 이의 개인 운전기사’는 이러한 생각을 대
변한다. 우버에 대한 대중의 직관적 비난은 우리의 경제가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
를 반영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의 표현일 것이다.”(내부 인용 생략).
289) For a short summary of the long and tortured story of Uber in Saint Louis,
Missouri, see Leah Thorsen, St. Louis Area Taxi Drivers File Suit Against
Uber, St. Louis Post-Dispatch, Nov. 16, 2015, http://www.stltoday.com/news/local/
metro/st-louis-area-taxi-drivers-file-suit-against-uber/article_f2c2a69f-90cb
-58a6-b513-d122cb6189cd.html.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다양한 사건들로는 St.
Louis Metropolitan Taxicab Commission v. Uber, Inc. et al., 4 : 15-cv-01562HEA(E.D. Mo. 2015); Wallen et al. v. St. Louis Metropolitan Taxicab
Commission et al., 4:15-cv-01432-HEA (E.D. Mo. 2015); Vilcek, et al. v. Uber
USA, LLC, et al., 4:15-CV-1900 (E.D. Mo. 2015) 등이 있다.
290)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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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현재까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291) 차량 공유 기업인 리프트는 차
를 소유한 이웃이 차를 소유하지 않은 이웃에게 가끔씩 라이드－또는
‘lift’라는 용어에서 Lyft라는 회사 이름이 생김－를 주는 집단 서비스의 형
태로 베이 지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기본 개념은 공동체 정신을 활용하
여 카풀과 같은 환경 보존 행동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를 소유하고 주차장을 보유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차를 활
용하는 방식은 교통량과 소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소위 ‘공유경제’는 집단 공동체 공유 운동의 신뢰할 수 있는 오랜 역사
속으로 스며들었다.292) 과거에 자원은 혈연, 우정 또는 종교적인 관계에
기반한 공동체에서 자주 공유되었다. 공동체는 ‘교환(barter)’ 또는 시간
공유에 기반한 거래 시스템을 만든 바 있다. 그 안에서 개인은 시간과 기
술을 거래할 수 있었고, 구매하기에는 너무 비싼 도구나 기계를 공유할
수 있었다.293) 공동체의 학습을 돕기 위한 대여 도서관은 자료를 공동으
로 이용한다는 아이디어의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294) 그러한 집단적
노력은 거래, 자원봉사, 이타주의, 그리고 정부 예산 또는 자선보조금을
통한 종잣돈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이었다.295)
한때 협력적 공유 구조의 이러한 역사는 주문형 경제의 상업적 구성요소
를 왜곡시키기도 했다. 2013년 ‘사이버 상품화(Cyber Commodification)’라
는 논문에서 본 저자는 사이버 공간의 요소들이 점점 더 무료화되거나 누
구나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방식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상품화되
는 방식들을 분석한 바 있다.296) 어떤 경우에는 무료와 유료 간의 차이가
모호하여 다툼과 분쟁을 야기한다.297) 어떤 경우에는 기업들이 새로운 효
율성과 인적 관계, 미사용 자원의 활용을 통해 만들어진 가치를 유료화하
291) Means and Seiner(2016), Navigating the Uber Economy, 49 U.C. Davis L.
Rev. __ (우버 소송에서 피고용인과 독립적 계약자의 지위에 대한 원칙적 실험
들을 검토하고 있다).
292) Kassan and Orsi(2012).
293) Id. See generally Orsi(2012).
294) Id.
295) 이타주의에 대해서는, Stout(2010)을 참조.
296) Cherry(2013), 381을 참조.
297) Id. at 42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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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노력한다.298) 주문형 앱의 출현과 함께,－적어도 부분적으로－기
업 소유주들은 그러한 기술을 통해 창출된 가치와 효율성을 활용하는 방
법을 알아낸 것 같다.299)
다. O’Connor v. Uber 소송 및 합의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에서의 소송에서 우버의 기사들은 공정노동기준
법(FLSA) 하에서 최저임금 보호와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임금지불을 위
한 소송을 제기했다.300)그러나 공정노동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최우
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은 노동자 또는 노동자 계급이 피용자임을 입증하
는 것이다.301) 미국 법에 따르면, 어떤 노동자가 피용자인지 독립적 계약
자인지 여부는 사실 관계에 기반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결
정된다.302)
통제 여부에 대한 검증은 대리인법의 판례나 판결에서 추론되며 노동
자 통제 주체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다. 고용인이 업무 수행 방식과 근로
시간을 결정하고 피용자에게 지시를 내리는지 여부가 피용자 지위를 결
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303) 한편 고숙련 작업이나 작업자가 자신의 장
비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작업자가 일정을 관리하는 경우, 시간당 결제가
아닌 프로젝트별 결제를 하는 경우는 독립적 계약자로 간주한다.304)
298) Id. at 435-439(수익성 WiFi 사업의 어려움을 지적).
299) See also Dyal-Chand(2015), 241. 전통적인 사업모델과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의 법 형태는 공유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라고 말
하는 이유는 페이스북과 같은 일부 인터넷 기업은 최적화된 수익창출 모델을 찾
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00) Fair Labor Standards Act, 29 U.S.C. § 203(e)(1).
301) 29 U.S.C. § 203(g).
302) See Stone(2006). (listing factors from the cases). Oft-cited cases on this
subject include Rutherford Food Corp. v. McComb, 331 U.S. 722, 728-29
(1947); Ira S. Bushey & Sons, Inc. v. U.S., 398 F.2d 167 (2d Cir. 1968);
Nationwide Mut. Ins. Co. v. Darden, 503 U.S. 318, 326(1992).
303) See, e.g. Herman v. Express Sixty-Minutes Delivery Service, Inc., 161 F.3d
th
299(5 Cir. 1998).
304) See, e.g. Carlson(1996). “대부분의 노동법과 고용법은 ‘고용인’과 ‘피용자’ 간의
전형적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 고용인은 피용자의 업무 수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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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검증에서 법원은 노동자가 기업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또는 노동
자가 고용주에 대해 재정적으로 의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계
의 경제적 현실을 검토한다.305) 그 관계에 부여된 명칭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는 하나,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어떤 경우에든,
그 검증은 매우 명확한 분석을 다룰 경우조차도 매우 가변적이다.306)
따라서 우버의 상황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으며, 캘리포니아 북
부지역의 연방 판사들은 피용자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307)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우버의 경우 어떤 통제 검증 요소들은 고
용관계를 밝히는 데 활용되지만, 어떤 요소들은 독립적 계약자 관계를 밝
히는 데 활용된다.308) 한편 크라우드 노동자는 정해진 교대 시간에 근무
하거나 직장 내 본인의 데스크나 공장의 정해진 작업 공간에 묶여 있는

305)
306)

307)

308)

방법, 시간 및 장소에 대한 고용인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감독하에 일련의 불특
정 기간 동안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개별적 피용자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는
다. 이 모델은 대부분의 노동자 요건을 충분히 잘 기술하지만, 서비스 수혜자와
대체관계에 있는 노동자의 풀은 언제나 컸다. 어떤 노동자들은 특정 과제를 수
행하기 위해 계약을 맺은 “독립 계약자”로서 그들은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해 독
립성과 자기관리성을 유지하고 있다.”
Stone, supra note [ ] at 257-58.
Carlson(2001). “피용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법은 모호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
다. 고용인은 정상적인 고용관계 속에서 관리를 하고 싶어한다. 반면 피용자가
아닌 노동자를 고용할 때의 이점으로 인해 고용주는 임의적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비피용자” 신분으로 고용하고 싶어하기도 한다. 누가 정규직이고 누가 계
약직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이 나란히 앉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노동 세계의 경향은 부
분적으로는 근로관계의 본질을 애매하게 만드는 모호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
고자 하는 유혹에 의해 촉발되어 점점 복잡하고 변화무쌍해지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See, e.g. Hyde(1998), 101. (“The new
ways of working, that I believe challenge normal legal analyses, include such
new relations of employment as temporary employment placed by an agency
and part-time employment rendered by people who have no other employer
but are treated as contingent workers without benefits or implicit promises.
They also include ways of working that are not, technically, “employment”
relations under any statute : independent contractors, free- lancers,
consultants, and people out of the labor market after downsizing or other
elimination of former career jobs.”).
Means & Seiner, supra note [ ]. Brishen Rod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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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환경의 노동자들보다 일정 관리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앱에
자유롭게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 크라우드 노동자는 자신의 무선전화
기, 컴퓨터 장비, 인터넷 및 기타 장비들을 사용한다. 게다가, 프로그램 혹
은 앱의 최종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S)은 크라우드 노동자를 ‘독립적
계약자’로 분류한다.
한편 많은 요소들이 고용관계를 검증하는 데 활용된다. 우버와 같은 기
업은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 평가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가 플랫폼을 대리하여 노동력을 관리하게 만든다.
많은 주문형 기업은 품질 관리 정책을 구현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저숙련 크라우드워크의 경우 창업기회나 그로 인한 위험 대비
보상 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온라인 계약서는 매우 일방적이고 선발
된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최종사용자 사용권 계약서
(EULAS)의 용어는 방향성을 정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착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숙련 노동자는 공정노동기준법의 보호가 가장
시급히 필요한 노동자들이다.
이 모든 요인들로 인해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판사들은 가변적인 검증
과 불확실한 법률적 결과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309) 2016년 여름 배심
원 판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O’Connor v. Uber는 쌍방 간에 재판의 위
험을 피하기 위해 임시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1억 달러 합의안에는 기사
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더라도 그들을 플랫폼에서 ‘비활성화’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었다. 운전사는 중재인 앞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
까지 가지게 되었다. 대단히 이상한 아이러니는, 피용자 지위를 가지면서
이유없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대부분의 미국 노동자들보다 운전사가
더 적법한 절차와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합의
안은 이 소송의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문제, 즉 운전사의 고용 지위 문제
를 해결하지 못했다.
타협안의 장려금 구조와 집단 소송 변호인들에 대한 지불 구조, 그리고
최종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S)상의 중재 조항을 고려할 때, 이 소송건
에서 합의는 불가피했다.310) 1억 달러는 거액인 것 같지만, 이를 수십 만
309) Cotter v. Lyft, 60 F. Supp. 3d 1069, 1081-82(N.D. C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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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운전사로 나누면 그 액수는 보잘것없어진다. 합의안에서 명목금액
만을 회수하고 피용자 신분으로 보상받길 희망했던 일부 운전기사들은
그들이 수용해야 하는 해결책과 대표권에 만족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이해 당사자 간의 협상에 관여하지 않으나 해결 조항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감독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안이 불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정 법적 주장은 최종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S)으로 인해 면
제될 수 없었고, 그 가치가 잠재적으로 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법원
은 판결하였다. 기사들과 우버 측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지만 근로
자들이 독립적 계약자로 오분류되었다는 애초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하다.
라. Cotter v. Lyft 소송과 합의
Vince Chhabria 판사에 의해 심리된 Cotter v. Lyft 소송건에서도 유사
한 사례가 드러난다. 이 사건은 2016년 1월 27일 리프트 측이 1,200만 달
러를 기사들에게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렀다. 회사는 더불어
사건 종료 전에 기사들에게 적법 절차를 밟을 권리를 부여하는 데 동의했
다. 많은 합의 계약과 같이, 이는 쌍방 간 타협의 결과였다. 노동자들은
그들이 원했던 피용자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대신 합의안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 기사들은 고객 평가 점수가 낮더라도 중재인에 의한 진정 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자신들의 계정으로부터 ‘비활성화’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차브리아 판사는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리프트의 합의안을 거
부하고 이해당사자에게 돌려보내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도록 하였다. 추
가적인 2,700만 달러의 합의안이 도출되었고, 현재 두 번째 합의안의 적
절성에 대한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합의안이 승인될
경우, 회사는 이 사건에서 피용자 지위 부여를 모면할 수도 있겠지만, 합
의안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세청(IRS),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또는
다른 국가 기관에서 이 노동자들을 피용자라고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311) 아마도 빈스 차브리아 판사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대단
310) O’Connor v. Uber 분쟁의 중재역할에 대해서 Stone(2016)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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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 차량 공유
사건명

Cotter v.
Lyft

Ehret v.
Uber

사건번호

3:13-cv-04065-VC

3:14-cv-00113-EMC
68 F.Supp.3d 1121

관할
법원

소송 이슈

현재 상황

법원은 금전적 보상이 불충분하다
는 이유로 1,200만 달러와 해지에
따른 정당한 법적 절차에 대한 권
피용자 혜택: 팁과 임 리를 부여한다는 합의안을 거부하
N.D.
금; 차량 공유/택시 모 였다. 2,700만 달러를 제공한다는 새
Cal.
바일 앱.
로운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이 안
도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
황이다. 심리는 2016년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불공정 경쟁; 소비자 2015년 10월 22일 등급인증 및 사건
법; 팁이 운전사에게 지 통합 제안 인정; 2016년 7월 21일
N.D.
불되지 않았다고 승객 운전기사에게 34만 달러, 변호사 비
Cal.
이 소송제기; 차량 공 용으로 43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1차
유․택시 앱
합의안 도출.

Mohamed v. 3:14-cv-05200-EMC
2015년 10월 22일 등급인증 및 사
공정신용거래보고법 건 통합제안 승인; 중재 조항 결정
Uber, a/k/a Consolidated with
N.D.
위반; 피용자 오분류; 에 우버가 상고. 2016년 9월 7일 제9
In Re Uber 14-cv-05241-EMC
Cal.
차량 공유/기사 앱 항소구가 PAGA를 제외한 모든 소
FCRA
15-cv-03009-EMC
Litigation 109 F.Supp.3d 1185
송건에 대해 중재 요청.
2016년 등급 인증 및 소송 확정; 1
억 달러 보상 및 적법 절차에 의한
보호를 골자로 하는 합의안이 도출
피용자 혜택: 비용 환
되었으나 2016년 8월 법원이 이를
O’Connor v.
N.D. 급; FSLA에 따른 초
3:13-cv-03826-EMC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거부. 우버는
Uber
Cal. 과 근무; 차량 공유/
모든 비-PAGA 소송에 대한 중재
기사 앱
를 위해 최종사용자 사용권 계약
(EULAS) 관련 판결에 대해 상고;
합의 협상이 진행 중.
자료 : 필자 작성.

311) 피용자 오분류문제로 국세청에 의해 책임이 부과된 세금 관련 사건의 예로는
Vizcaino v. Microsoft, 97 F.3d 1187 (9th Cir. 1996)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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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적절한 듯하다. “배심원은 네모난 말뚝을 가지고 2개의 원형 중 어디
에 박을지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노동자 분류를 위해 캘
리포니아 법원이 20세기 동안 개발한 검증법은 21세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312)

2. 집 수리 서비스
우선 홈조이(Homejoy)를 살펴보도록 하자.313) 노동자들은 공정노동기
준법에 의거하여 최저임금 위반으로 집수리 서비스 앱을 고소했다. 이 사
건은 홈조이가 파산신청을 하고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2015년 5월 5일 기
각되었다.314) 주문형 경제의 후원자들은 노동자들의 행동, 특히 고용인
지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노동자들의 결정에 대해 홈조이
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재빠르게 비난했다.315) 많은 논평가들은
고용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 실패에 이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논의하기 위
해 홈조이의 예를 활용한다.316)
그러나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불이 홈조이의 파산신청 원인이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홈조이는 지나치게 회사를 확장했고 그루폰과 같은
거래 사이트에서 최저가격을 제공했기 때문에 회사가 법적인 문제에 직면
하기 이전에 이미 재정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317) 홈조이는 싼 가격을 충
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했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면
서 홈조이는 고객을 유지할 수 없었고, 품질 관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
312)
313)
314)
315)

Cotter v. Lyft, No. 13-cv-04065-VC, *19 (N.D. Cal. Mar. 11, 2015).
Agruss v. Homejoy, 1:15-cv-00767(N.D.Ill. Mar. 5, 2015).
D’Addario(2015) 참조.
Kokalitheva(2015) 참조. 노동 관련 소송 문제와 더불어 벤처 펀딩 부재 지적;
Kessler(2015a) 참조.
316) DeAmicis(2015) 참조. 회사 폐쇄를 가져온 오분류 소송 및 법적 문제들을 비난
하는 공동창업자와의 인터뷰.
317) Huet(2015) 참조. “홈조이에서 근무한 바 있었던 직원들은 회사가 낮은 고객
유지율을 개선하기보다는 고객 수의 끊임없는 성장에만 집중했고, 회사가 그루
폰과 같은 거래 사이트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독립적인 계약직 청소원을 훈련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의 핵심 서비스를 개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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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18) 이러한 특정 예를 통해 우리는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이 파산
을 가져온다거나 공유경제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어떤 이들은 이 새로운 사업이 공유 경제와 관련이 있고 새로운 일자
리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최저임금 면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다.319) 그러나 주문형 기업들의 사업모델과 기업의 존재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최저임금 면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문
제가 있다. 미국의 최저임금 규정은 대공황 시기에 임금하락에 대한 대응
책으로 만들어졌었다.320)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모든 기업에 일
반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이다. 주문형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을 이유
를 찾기 어렵다.321)
Zenalaj v. Handybook 사건은 모바일 앱을 통해 집 수리 서비스를 예
약하는 유사한 회사 관련 소송으로 노동자 오분류 분쟁에 대한 사건이
다.322) ‘핸디(Handy)’로 널리 알려진 핸디북(Handybook)은 공정노동기준
법상 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으로 노동자들에 의해 고소된 상태이다. 흥미
롭게도 현재 이 사건은 노동자들의 고소 내용을 중재위원회에서 심리하
<표 10-2> 집 수리 서비스
사건명

사건번호

관할
법원

소송 이슈

현재 상황

Zenelaj et 3:14-cv-05449쌍방은 분쟁중재를 시도하였으나
N.D. 공정노동기준법(FLSA); 성공하지 못함. 사건이 최종사용자
al. v.
THE
Handybook, 109 F.Supp.3d Cal. 집수리 서비스
사용권 계약(EULAS) 조항에 의
Inc.
125
거, 중재에 부쳐짐.
최저임금; 오버타임 및
2015년 5월 5일에 권리침해 없이
Agruss v.
N.D. 기타 공정노동기준법
1:15-cv-00767
집단소송 기각됨; 홈조이 운영 중
Homejoy
Ill. (FLSA) 위반; 집수리
단.
서비스
자료 : 필자 작성.
318) Id. 독립적인 계약자를 활용할 경우 관리의 부재나 품질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
는 것은 당연하다.
319) Harris and Krueger(2015) 참조.
320) See Cherry, A Minimum Wage for Crowdwork, supra note [ ].
321) Id.
322) Zenalaj v. Handybook, 109 F.Supp.3d 12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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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주로 심의 중이다.323)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고용주－웹사이트 운영자 및 상점－가 계약서나 최종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S)의 행태로 선분쟁 중재조항을 만들어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점점 큰 문제가 되어왔다. 이 소송의
경우 법원은 이러한 중재조항을 실행하고자 하였다.324) 현재 이해 당사자
간의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고, 노동자의 소송내용은 중재인에게 송부된
상태이다.325)

3. 음식 배달 및 심부름 서비스
다음 부류의 소송은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과제 처리에 도움
을 주는 웹사이트에 관한 소송이다. 서비스는 식료품 배달, 세탁, 음식점
테이크아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모든 경우에 노동자 오분류 소송
이라는 동일한 사안이 문제가 된다. Bennett v. Washio는 드라이 클리닝
과 세탁 서비스이며, Tan v. Grubhub326)와 Singer v. Postmates는 레스
토랑 음식 배달 서비스이다.
이들 중 가장 흥미 있는 사건은 식료품 배달 서비스인 인스타카트(Instacart)
의 경우이다. 인스타카트 소송은 Cobarruviaz v. Maplebear라고 불리기
도 한다.327) 흥미롭게도, 이 소송과 소송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인스타카
트는 식료품점 쇼핑 도우미를 피용자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328)

피용자

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 훈련 및 품질 관리뿐 아니라 노동력의 안정성을
위해 좋다는 것이 기업의 논리다.329) 인스타카트는 식료품을 선택하는 행
323) Id.
324) Zenalaj v. Handybook, 109 F.Supp.3d 125(2015). 법원의 중재조항 집행은 주 법
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에 대한 분석은 본 논문의
연구 범위를 넘어선다.
325) Id.
326) Tan v. Grubhub, 3:15-cv-05128 (N.D. Cal. 2015).
327) Cobarruviaz v. Maplebear, 2015 WL 694112 (N.D. Cal. 2015).
328) Sara Ashley O’Brien(2015) 참조.
329) Davey Alba(2015) 참조. 회사가 훈련과 품질관리를 포함하는 파트타임 피고용
인 제도로 전환한 이유들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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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기술을 요하며, 회사가 훈련에 투자했다면 훈련된 노동자가 회사에
남아 있기를 원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330)
노동자가 피용자임을 인정하는 모델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플랫폼 기업
의 또 다른 예들이 있다. 홈히어로(HomeHero)는 홈 헬스케어와 노인 관
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이 회사도 최근에 독립적 계약
자에서 피용자 기반 모델로 전환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우리는 전
국으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일관된 경험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전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331) 포장물 배달서비스로서 독립적 계약자에서
피용자 모델로 전환한 Shyp의 대표 역시 “택배원들과의 장기적 관계에
대한 투자”가 “고객들에게 궁극적으로 최고의 경험을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332)
사업 초기부터 노동자를 피용자로 분류한 플랫폼 기업들도 있다. 이러
한 기업으로는 헬로우 알프레드(Hello Alfred), 매니지드 바이 Q(Managed by
Q), 먼체리(Munchery), 셔틀버스 서비스 브리지(Bridj), 임시 에이전시 회
사인 블루크루(BlueCrew) 등이 있다. 헬로우 알프레드 사의 대표는 임시
직 이상의 경력을 쌓고 싶어하는 노동자와 회사 간의 상호 헌신적 요소에
주목했다. 많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한번 하고 마는
서비스가 아니라 반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훈
련과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 중 일부는 마일리지와 건강보험을 포함한 기타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 회사들은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 돋보임으로써,
가장 재능 있는 노동자를 유치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를 통해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피용자의 권리가 제공되더라도 플랫폼 경제는 존속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최대 근로시간, 아동노동, 안전 등의 규정이
고용의 다양한 단계나 구성요소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이전의 주장
들과 유사하게, 부담스러운 규정들이 플랫폼 기업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
는 걱정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다.
330) Id.
331) Hill(2016) 참조.
332) Gibbon(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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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3> 심부름 및 음식 배달
사건명

사건번호

관할법원

소송 이슈

현재 상황

캘리포니아 노동법 위 기각 요구 거부됨; 2016년 7월
Andrew Tan v. 3:15-cv-051
N.D. Cal. 반; 레스토랑․음식 배 19일 등급 인증 거부됨; 타협 협
Grubhub, Inc. 28
달 웹사이트․앱
상 진행
U.S. 지방
Sherry Singer 4:15-cv-012 법원
공정노동기준법 위반 및 집단소송 제기, 2015년 3월 19일
California 캘리포니아 노동법 226.8 기각 요구 거부됨; 중재인에 의
et al. v.
84
Northern et seq.
Postmates, Inc. JSW
한 합의 협상 진행 중
District

Levin v. Try
Caviar

3:15-cv-012
85
2015 WL
7529649

최종사용자 사용권 계약의 조항들
임금 및 시간 위반; 공 로 인해 개별 소송들이 중재에
N.D. Cal. 정노동기준법; 식품 배 부쳐짐; 원고의 PAGA 소송은 기
각되었고, 판결은 제9항소구에 상
달 서비스 앱
고 중.

법원은 PAGA 대리소송을 제외
하고 개별적으로 승인된 인스타
3:15-cv-006
최저임금, 오버타임 및
카트(메이플베어)의 중재제안을 승
Cobarruviaz v. 97-EMC
기타 공정노동기준법
인; 주법원에서 PAGA 소송에 대
Maplebeard/b/
N.D. Cal.
관련 고소; 식료품 배
한 다양한 노동자 그룹의 합의안
2015 WL
aInstacart
달 서비스 모바일 앱
은 복잡한 법률적 다툼을 야기하
694112
고 있음.
Shardae
Bennett v.
Wash.Io, Inc.

BC603067

캘리포니아
집단소송 제기 2015년 12월 8일
캘리포니아 임금 및 근
고등법원
발의가 제출되었고 재판일이 정
로시간법 위반
- LA카운티
해짐.

자료 : 필자 작성.

4. 온라인 과업 처리 서비스
이와 관련된 첫 번째 경우는 Otey v. Crowdflower에 관한 것이다.333)
크라우드플라워는 사소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적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크라우드워킹 플랫폼이다. 현실 세
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를 찾아주는 플랫폼인 우버와 달리, 오테
이는 전적으로 컴퓨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유형의 크라우드
워크에서 웹사이트 구성과 같은 대규모 과제는 코딩, 태깅, 항목 또는 그
333) Otey v. Crowdflower, 3 : 12-cv-05524-JST(N.D. C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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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묘사와 같은 구성 요소들로 세분화된다.334) 플랫폼은 이 미세 업무들을
전 세계 수백, 수천 명의 개별 작업자에게 의뢰한다. 완료 후 그 과제들은
재통합되고 편집됨으로써 완수된다. 근로자들은 공정노동기준법(FLSA)
및 오리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크라우드플라워를 고소했다. 노동자들의
주장은 크라우드워크의 저임금을 다룬 언론보도가 더해지며 파장을 불러
왔다.335) 크라우드플라워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피용자가 아닌 독립적인
계약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해 분류 문제가 결정되기 전에 이 소송건은 합의 협
상에 들어갔다. 협상의 첫 번째 라운드에서 쌍방은 크라우드플라워 측이
노동자들에게 지불된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 간의 차액을 보상한다는 합
의에 도달했다. 그들은 또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10년간 크라우드워
크 플랫폼 운영을 중단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Tigar 판사는 합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수정 합의안은 행정비용과 변호
사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할 보상액을 58만 5,507달러로 증액하는
대신 크라우드플라워의 크라우드워크 브로커 운영 금지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합의는 최종적으로 승인됐다.
크라우드플라워 소송에서의 금전적 합의는 다른 원고와 그들의 변호사
들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소송건에서 원고는
어떻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을까? 그들의 성공은 크라우드플라
워 대표이사의 진술을 통해 추적해 볼 수 있다. 소송에 참고자료로 활용
된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삭제되긴 하였으나, 이 동영상에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대표이사의 언급이 담겨 있음
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아직도 온라인 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BBC와의 인터뷰 동영상에서 대표이사는 “우리는 이 게임을 지속하면서
게임 참여자들이 세상에 유익한 뭔가를 하도록 그들을 속였다. 실제 회사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업무를 10분간 하면 우리는 당신에게 가상 트
334) See Stross(2010).
335) See, e.g. Shontell(2011) 참조. 최저임금 무보장; Moshe Z. Marvit(2014) 참조.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AMT의 두 명의 근로자를 다룸; Randall Stross (2009);
Matthew Bingham & Joseph Dunn(2009) 참조. AMT에서 과제를 수행하며 4시
간에 2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을 버는 언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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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터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진
술한 바 있다.336) 공정노동기준법(FLSA)에 의하면 법을 알면서 이를 의
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3배의 손해배상을 유발한다. 원고가 그러한 의
도적 위반행위를 입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크라우드플라워
측은 그러한 위험을 감당하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되는 예로서, 흥미롭기는 하나 기각된 사건으로 Jeung v. Yelp가
있다.337) 옐프는 레스토랑, 바, 호텔, 자동차 딜러 등 모든 상업적 서비스
에 대비한 평가를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옐프의 멤버는 제공받은 서비스
나 지불금액에 대한 가치 또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가이드라인에
종속되는 다양한 사업의 여러 측면 등에 대한 리뷰, 다양한 칭찬 또는 평
가 내용을 기술한다.338) 많은 사람들은 옐프에 리뷰를 쓰는 행위를 간헐
적으로 여가시간에 하는 행위, 또는 매우 안 좋거나 뛰어난 서비스를 받
았을 때 하는 행위로 간주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사이트에서 대단히
많은 시간을 보낸다. 실제로 일부 평가자는 매우 유명해져서 사람들은 그
들의 자문과 추천에 의존했다. 옐프는 평가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지만, 이러한 유형의 적극적인 콘텐츠 기고자들은 이 사이트의 가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옐프 측은 적극적이고 존경받는 평가자
에게 특전과 더불어 ‘엘리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충성도를 고무
시키고자 하였다.339)
Jeung v. Yelp 소송의 원고들은 옐프 사이트에서 고객 리뷰를 쓰는 데
보낸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원
고들은 자신들이 부당이익에 대한 변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
다.340) 옐프는 사용자 크라우드 노동자들에 의해 기고된 콘텐츠가 없었다
336)
337)
338)
339)
340)

Graham(2010) 참조.
Jeung v. Yelp, 2015 WL 4776424(N.D. Cal. 2015).
www.yelp.com
O’Connor(2013) 참조.
준계약 행위라고 알려진 부당이익은 계약 이론의 대안 중 하나이다. 옐프와 검
토자 간에 어떠한 명백한 계약도 없었지만, 부당이익 관련 이론상 합의안은 필
요치도 않았다. 혜택이 부여되기만 하면 충분한데, 혜택에 대한 감사와 이의 수
용 및 유지가 있었다. 부당이익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Roberts(2009); Robert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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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가치 있는 사이트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엘리
트’ 검토로서의 자신들의 지위가 박탈되고 자신들의 계정이 비활성화되
었을 때,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5년 6월 19일 Jeung v.
Yelp 소송은 기각되었다. 원고의 변호사는 이 소송을 포기하기 전에 문제
의 소지가 있는 이상한 소송을 제기했다.341)
인터넷 상의 무료 작업에 대한 또 다른 소송의 예는 Rojas-Lazano v.
Google이다.342) 원고들은 구글을 위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행한
무료 작업의 가치에 대해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 어떻게 그것을 알지 못
한 채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웹사이트 블로그
에 글을 올리거나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할 때 그들이 자동화된 프로그램
(bot)이 아니라 진짜 인간임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와 숫자 코드를 입력하
라는 요청을 받는 과정에 익숙해 있다.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에게 입력하라
고 요청하는 코드를 ‘captchas’ 또는 ‘recaptchas’라고 한다. 이 소송에서 원
고들은 반복수행 프로그램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그러한 captchas를 입
력했는데, 이는 자신들이 구글을 위해 일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도서나 구글 어스의 경우 captcha를 통해 웹 상에 약간의 전사
작업을 하도록 요청해 왔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블로그에 의견을 게재
하고 웹사이트에 가입하기 때문에 비록 captcha를 입력하는 시간은 수
초에 불과하지만 이를 합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
은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대부
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captcha를 입력할 때마다 구글에 수익을 창출해
주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Jeung v. Yelp 소송의 원고들은 많지
않은 기존 선례에만 근거하여 이러한 유형의 무료 온라인 작업에 대한 소
송 제기가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법원은 구글에 대한 이 소송을 사소
한 일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넷플릭스 소송은 편집작업과 넷플릭스 웹사이트에 올릴 장면 및 정지
화면을 선택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노동자들과 관련이 있다. 이 노동자들
은 원격으로 위치해 있으나, 자신들이 공정노동기준법의 기본적인 보호를
341) Goldman(2015) 참조.
342) Rojas-Lazano v. Google, 2015 WL 4779245(N.D. C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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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Cigdem Akbay v. Netflix 및 Lawrence
Moss v. Netflix 소송은 아직 시작단계로 소송내용과 답변만 제기되어 있
는 상태이다.
본 연구의 표들에서 행정기관의 결정 사항은 배제되었다. 표는 대부분
개별 주의 법률 소송을 다루고 있다.343) 표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슈는 노동자들의 독립적 계약자 지위를 유지시
<표 10-4> 컴퓨터 기반 과제
사건명

사건번호
관할법원
소송 이슈
현재 상황
3:15-cv-03751
소비자 보호; 사용자의 captcha
Rojas-Lozano
-JSC
입력 또는 구글 어스를 위한 2016년 2월 3일에 소송
N.D. Cal.
v. Google,
2015 WL
(무료) 자기확인을 통한 부당 기각.
Inc.
4779245
이익
금전적으로 불충분하여 여
Otey v.
3:12-cv-05524
최저임금 소송; 공정노동기준 러 번의 합의안 거부 끝에
N.D. Cal.
Crowdflower -JST
법; 크라우드워크
합의에 도달. 최종 합의액
58만 5,000달러.
3:15-cv-02228
Jeung et al. -RS
부당이익/온라인 리뷰 작성시 2015년 9월 29일 소송
N.D. Cal.
v. Yelp
간에 대한 보상
기각.
2015 WL
4776424
캘리포니아 임금 및 근로시간
Cigdem
캘리포니아 법 위반에 대한 개별 소송; 원
고소내용과 답변이 송부
Akbay v.
고등법원- 고가 넷플릭스를 위해 장면이
BC620190
됨.
넷플릭스
LA 카운티 나 화면캡처를 선별하는 미디
(Netflix)
어 편집가로 원격으로 일함.
캘리포니아 임금 및 근로시간 2016년 6월 14일 법원은
Lawrence
캘리포니아 법위반에 대한 집단소송. 원고 개별 중재를 하겠다는 넷
Moss v.
BC602420
고등법원- 는 넷플릭스에 사용될 장면과 플릭스의 제안을 승인함.
넷플릭스
LA 카운티 화면캡처를 선택하는 미디어 편 사건은 개별적으로 중재
(Netflix)
집가로 원격으로 일함.
심의 중임.
자료 : 필자 작성.

343)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는 우버의 기사였던 바바라 버윅이 피고용인으로서 업무
관련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Berwick v.
Uber Techs., Inc., No. 11-46739 EK (Cal. 2015), http://www.scribd.com/doc/268980201/
Uber-v-Berwick-California-Labor-Commission-Ruling#scribd. 다른 행정기관
의 견해는 갈리는데, 플로리다 행정부는 우버의 기사가 독립적 계약자라는 결정
을 내린 바 있다. See Alba(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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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 우버가 여러 주에서 로비를 수행한 점이다. 실제로 우버는 주
입법의원들이 주문형 운송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모델 법령’을 통과시키
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한 법령들이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건
강보험과 최소 면허 요건을 갖추기를 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
만, 우버는 노동법 관련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 우버의 교통 법안에는
노동자들이 독립적 계약자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산업 현황과는 별
개로, 그러한 법안은 노동자 지위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각 법
령－예를 들어, 공정노동기준법, 실업, 노동자 보상－은 법원에 의해 발전
된 각자의 피용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지니고 있다. 우버의 노력에도 불
구하고, 교통법에 임의로 삽입된 다른 정의는 문제 해결 방안이 될 것 같
지 않다.

5. 최신 소송 결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
표에 나열된 소송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는 소송들 간에 상당한 공통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연방법원
에서 열리고 있다.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째, 베이 지역은 주문형 경제에 속한 많은 창업기업의 시험무대이다. 실
리콘 밸리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플랫폼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실험하고
구축하기 위해 자신들의 회사와 가까운 이 지역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요소는 캘리포니아 주가 원고 친화적인 노동법을 제정해
왔다는 점이다.344) 이는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에게 캘리포니아를
매력적인 관할지역으로 만들어 준다.
이 사건들이 중요한 이유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효과 때문이다.
각 소송건 간, 심지어는 한 지역 또는 한 항소구 간에도 선례가 없다. 어
렵고 새로운 사실 유형을 직면할 때 판사들은 첫 번째 사건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판례에 의지하고자 한다.345) 본 논
문을 작성하고 있는 현 시점에 주문형 경제 분야에서 피고용인 및 독립적
344) Alan Hyde, High Velocity Labor Market을 참조.
345) 따라서 우버 사건은 말 그대로 우버 사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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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여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합의 결정사항은 없다. 상기한 바와
같이, 그러한 지위를 분별하고자 하는 법적 시도는 대단히 가변적이고,
전례에 근거하고 있어,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피고용인
여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규제 문제를 다
룰 수 있게 된다. 소송에서 강조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다.
가. 중재 조항 및 불충분한 타협
미국 내에서는 중재조항이 일방적이고 이를 따르려는 정도가 약화되고
있지만 그러한 중재조항은 점점 많아졌고, 법원도 이를 집행하려는 경향
이 있다.346) 공유경제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더라도, 최종사용자
사용권 계약을 통한 이러한 중재조항은 이미 소송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347)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소송에서와 같이 문제가 되는 총액
이 적을 경우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를 조정하게 만들어서, 그들
의 노력이 권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소송건들의 심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별개

346) 1998년에 발생한 중재 문제에 대한 오랜 시각에 대해서는 Cherry(1998)을 참조.
347) 고용주의 직장 내 법적 책임을 통제하는 방법으로서의 중재에 대한 최근의 설
명에 대해서는 Sternlight(2015)을 참조하시오.(“대법원의 도움으로 오늘날의 고
용주는 피용자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의무 중재조항을 활용한다. 이로 인해 고
용주는 개별적 또는 집단소송을 통한 정의 실현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노조가
없는 미국 노동력의 20% 정도가 의무 중재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이 수치는 증
가할 수 있다.”) 소비자에 대한 비용 포함 방법으로서의 중재에 대해서는
Eisenberg et. al.(2008)을 참조하시오. “우리의 연구는 동일한 회사 내에서 계약
에 적용되는 중재 조항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최초의 연구이다. 대형 공기업의
26개 소비자 계약과 164개의 비소비자 계약을 사용하여 우리는 기업 소비자 및
비소비자 계약에 사용된 중재 조항을 비교하였다. 소비자 계약의 3/4 이상이 의
무중재 조항을 가지고 있었으며, 회사의 중요한 비고객 및 비고용 관련 계약서
에 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10% 미만이었다. 대부분의 중요 계약서
에 중재조항이 없다는 사실은 짐작건대 많은 기업들이 동료와의 분쟁을 해결함
에 있어 중재보다는 소송을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 자료에 의하면 동
일 기업의 고객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자주 사용되는 것은 주장된 바와 같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집단적 소비자 행동을
막고자 하는 노력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Drahozal and Ware(201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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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법원이 합의를 지연시킨다는
점이다. Otey v. Crowdflower, O’Connor v. Uber 및 Cotter v. Lyft 소송
에서, 법원은 합의안이 노동자들에게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쌍방에게 추가적인 협상을 하도록 요청했다. 노동자들이 피용자라는 판결
을 얻지는 못하겠으나, 수정된 합의안은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소송의 상
당 부분에 대해 판사들이 타당하다고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피용자 지위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미결정 상태로 남아 있다.
나. 규제 문제 및 해결 방안
기술은 이상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업무를 용이하고 안전하
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노동자를 도와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
다. 따라서 기술은 더 좋고 만족스러운 일거리와 더불어 노동시간의 단축
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더럽고, 위험하고, 저임금의 ‘나쁜 일거리’들은 점
차 자동화되어야 한다. 노동 시간이 감소해야 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확
보된 수익은 평균 노동자의 삶의 기준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나 불행하게도 크라우드워크는 그렇지 못하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경제
적 불평등의 심화를 목격했고, 평균 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좋은 일자리와
좋은 소득/나쁜 일자리와 저임금이라는 양극화 분포를 보아왔다.348) 복잡
한 현상이긴 하지만, 기술이 제공하는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 얻은 수혜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349) Stone
의 중간 디지털 모델은 고용안정성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지식과 취업능
력은 지식경제 분야의 일자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크라우드워크 모델은 산업모델의 고용안정성 또는 안정성 없이 효율성
과 자동화된 관리 통제만을 활용함으로써 산업모델로 후퇴하는 것일 수
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기술은 노동의 탈
숙련화와 저임금을 촉진하지 않으면서 노동 시스템과 노동 설계의 개선을
348) Thomas Piketty,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2013).
349) See Carre, supra note [ ], at 5(discussing potential scenarios including
widening gap between good and bad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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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데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크라우드워크나 주문형 경제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현재 소송 사건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
자들을 ‘피용자’의 범주에 넣을 것인지 ‘독립적 계약자’의 범주에 넣을 것
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주문형 경제가 향하고 있는 크라우드워크
가 지속가능하며 바람직한 노동의 미래인지 여부이다.

제4절 소 결

본 논문의 첫 번째 목표는 노동 구조 및 양식의 지속적인 재구조화 경
향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크라우드워크는 노동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나
타난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크라우드워크는 불안정 근로와 자동화된
관리 및 탈숙련화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워크의 방식
은 현재 상황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나쁜 직업’으로 간
주되는 요소들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
해 필요한 작업들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두 번째 목표는 미국 내 주문형 경제 관련 소송 중 노동 소
송에 관한 내용을 시의적절하게 업데이트하는 것이었다. 현재 소송건들
은 다음과 같은 관문에 해당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긱 경제 노
동자들은 ‘피용자’인가? 본 논문을 쓰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아직은 명확
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검증방법들
도 아직은 가변적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들을 통해 우리는 중재안들
이 소송건에서 더욱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가
지 소송이 추가적인 합의를 통해 노동자에 대한 배상액의 증액을 가져왔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자들은 법원에서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
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항을 고
려할 때 크라우드 노동자의 고용 지위와 관련하여 확실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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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제기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들에게
사회보장제도, 특히 산재보험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알아보고, 플
랫폼 노동이 초래하는 사회정책적 도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현재 한국
산재보험제도에서 취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접근방식과 한계를 고찰하
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해서 논한다.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노동 중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대면서비스 노동에 대해서만 다루었
다. 이는 한국에서 크라우드워크가 아직 초보적 단계라는 점도 고려했지
만, 대면서비스에 종사하는 플랫폼 근로자들의 보호가 보다 시급하기 때
문에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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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 노동에 대하여
가. 플랫폼 노동의 특성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
급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가 조직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음
과 같은 점에서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고용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일을 얻는다.
일을 하는 장소는 공동의 작업공간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의 집 또는 수
요자가 있는 곳이다. 이때 일을 주는 사람이나 그 일을 할 사람이 미리 정
해진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이 게시되고, 일할 사람은 대개 선착
순에 의해서 정해진다. 따라서 다음 일을 언제 누가 게시하고, 누가 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일이 게시되면 다수가 선착순으로 공모하고 이 속에서 매칭이 이루어
지며, 이 과정의 반복 속에서 일을 한 횟수에 비례해서 소득이 생겨난다.
물론 일의 쉽고 어려움에 따라서,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사례
금의 액수는 다소 다르지만, 그 차이가 일을 한 횟수의 차이를 능가하지
는 않는다.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하지만, 게시되는 일의 양이 언제나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
에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얻기
란 쉽지 않다.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이지만, 이들이 실제 공간에서 서로 만
나거나 교류를 나누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을 게시하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은 플랫폼이지만, 플랫폼을 통해
일을 얻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플랫폼과 노동계약을 맺지 않는다. 법적으
로 볼 때 플랫폼은 중개역할만을 할 뿐 노동 제공자들의 고용주는 아니
다. 이들은 독립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일거리의 제공
및 안정적인 소득의 보장 등은 플랫폼의 의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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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플랫폼 노동을 부르는 다양한 용어들
플랫폼 노동은 이러한 특성 중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다음
의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을 강조한 용어이다.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라는 용어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먼
저 나타난 후, 이에 대한 공급이 뒤따른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전형적
인 노동의 경우, 주 5일 혹은 주 40시간 등 근로자가 자신이 제공할 노동
의 양과 이에 따른 소득을 알고 있지만, 주문형 경제에서는 수요가 불규
칙적이고 이에 따라서 소득 또한 불규칙적이다. 즉, 주문형 경제라는 용
어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
서 ‘일한다’와 ‘일 안 한다’가 01011001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긱 경제는 플랫폼 노동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노동계약이 이루어
지고, 그 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성격을 강조한 용어이다. 애초에 긱(gig
engagement)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 미국 재즈공연 일일 연주자들의 일
하는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크라우드워크라는 용어는 플랫폼 노동 전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크라우드워크는 한 프로젝트에 ‘여러 명’이 일을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용어로서, 컴퓨터라는 가상공간에서 특정 과제를 불특정 다수에게 위탁하
는 방식인 AMT나 코콘테스트(CoContest)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대
조적으로 실제 공간에서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을 크라우드
워크라고 부르기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
다. 한국 플랫폼 노동의 유형
한국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디지털 특고’라고 부를 수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란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의 어디인가에 속하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용어로서, 근로자와 유사한 정도의 인적
혹은 경제적 종속성을 가졌지만, 법적으로는 독립계약자 신분인 노동자

268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를 말한다(강성태, 2007). 특고 중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무를 거래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디지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디지털 특고
인 것이다.
한국에서 플랫폼을 통해서 일거리를 전달받는 플랫폼 노동은 ‘음식배
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세탁’, ‘헤어 미용’, ‘가사도우미’, ‘간병’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단말기, 혹은 휴대전화 프로그램을 통해
서 플랫폼과 연계되고, 플랫폼은 이들에게 일거리를 제시해준다.
한국의 플랫폼 노동은 프로그램 업체가 있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관리
해주는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외국에서 널리 나타나는
플랫폼 노동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아마도 한국에서 나타나는 플랫
폼 노동이 대부분 대면서비스 혹은 개인서비스라는 점과 연관이 있을 것
이다. 고객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근로자를 관리하고 이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
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규모 플
랫폼업체들이 자회사로 대행사를 설립한 경우가 종종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그림 11-1] 플랫폼 산업의 구조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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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플랫폼 근로자와 대행사의 연계구조
플랫폼 P1

플랫폼 P2

플랫폼 P3

대행사 A1
(자회사)

대행사
A2

대행사
A3

대행사
A4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대행사 A5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자료 : 필자 작성.

어느 고객이 어떤 노무제공을 요구(콜)했으며 이를 어떤 근로자가 수
행했고, 수수료는 얼마를 받았는가에 대한 모든 내용은 프로그램업체에
저장되어 있다. 대행업체는 이 중 자기 업체에 해당되는 콜과 자기 업체
의 콜을 누가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내용만을 볼 수 있다.
근로자는 대행사와 프로그램사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대행사에는 콜당
일정금액/일정비율을 지급하고, 프로그램사에는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
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다른 경우도 물론 있다. 대행사는 프로
그램사에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수수료는 매달 일
정 금액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근로자가 수수료를 얼마나 내는가는 몇 개의 플랫폼 업체, 몇 개의 대행
사와 일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위의 그림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플랫폼 업체 P1은 대행사 A1에게만 독점적으로 정보를 준다. 이때 대행사
A1은 플랫폼 업체 P1이 세운 자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플랫폼 업체
P2는 대행사 A2, A3, A4에게 정보를 준다. 플랫폼 업체 P3는 대행사 A5
에게도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직접 정보를 주기도 한다.
이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측면에서 다시 구조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 김씨는 A1에 소속되어 있다. 이 경우 근로자 김씨는 대행사
A1과 프로그램사 P1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근로자 이씨는 대행사 A1,
A2에 소속되어 있다. 이때 근로자 이씨는 대행사 A1, A2에 수수료를 지
급하고, 프로그램사 P1, P2에도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근로자 박
씨는 대행사 A2와 A3에 소속되어 있다. 박씨는 대행사 A2, A3에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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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급하고, 프로그램사 P2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근로자 최씨는 대행사
A1, A4, A5와 거래한다. 이 경우 근로자 최씨는 대행사 A1, A4, A5에 수
수료를 지급하고,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사 P1, P2, P3에 수
수료를 지급한다. 근로자 강씨는 대행사 A4에만 소속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P3의 프로그램을 쓴다. 이때 강씨의 경우는 대행사 A4에
수수료를 내고, 그 외에도 프로그램사 P2, P3에 수수료를 낸다.
이론상으로 보면 근로자는 여러 대행사나 프로그램사에 소속될 수 있
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대행사의 전략이나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그
렇게 여러 개를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박제성(2016a)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무제공 구조를 중심으로 분류하
고 있다. 그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무제공 구조는 전속형, 고정형,
변동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전속형이란 “하나의 사업에 소속
(등록)되어 해당 사업의 콜(노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음식배달과 같
이 지역적․시간적 한계가 있는 경우 전속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둘째,
고정형이란 “형식상 여러 사업에 소속(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주로 하
나의 사업의 콜(노무)을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업의 콜(노무)도
수행하는 경우”이다. 고정형 근로자는 하나의 업체와 하나의 플랫폼에 소
속되어 소속 업체의 콜(노무)을 주로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같은 플랫폼
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의 공유콜을 수행한다. 셋째, 변동형이란 “여러 사
업에 소속(등록)되어 있거나 특정 사업에 소속됨이 없이 실제로 여러 사업
의 콜(노무)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변동형 근로자는 여러 사업들의 주문
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표 11-1> 근로자의 소속과 수수료 부담의 관계
소속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김
이
박
최
강

자료 : 필자 작성.

A1
A1 A2
A2 A3
A1 A4 A5
A4

대행사
A1
A1 A2
A2 A3
A1 A4 A5
A4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
P1
P1 P2
P2
P1 P2 P3
P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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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플랫폼 노동자를 중심으로 다시 구분한 것은 앞으로 이들을 위
한 보호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

제2절 플랫폼 노동의 등장과 사회권의 비정합성

1.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과 사회권에 대한 도전
사회권은 공장노동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19세기 이후의 산물이다.
사회권은 사회법으로 표현되었는데, 사회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
을 파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이 없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으로서, 이전의 민법적인 원칙이 아닌 고용주의 의무를 강제한 새로
운 법적 원칙이다. 사회법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든지 노동법적 규율이 먼저 실시되고, 이후 사회보험제도
가 만들어지면서 사회보장법이 나타나게 된다.
노동법이 임금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당시 변화한 사회에서
가장 보호가 시급한 계층이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임금노동자들은 노동
법을 통해서 근로시간, 임금, 해고, 안전, 집단적 의사표현 등에 대한 보호
를 받게 된다.
사회보험은 임금노동자들이 겪게 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집단적 장치로서 시작되었다. 사회보험은 작업 중 재해, 질병, 퇴직,
실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중단될 경우, 임금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제도를 위한 재원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나중
에 수혜범위가 임금노동자 이상으로 넓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
가에서 사회보험제도는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노동법과 사회보험제도를 통하여 시민의 안녕을 추구하고, 사회권을
보장하는 근대적 보호 방식은 시민의 대부분이 임금노동자들이었던 시절
에 적합했다. 노동법적 규제를 우회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시도,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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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등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고용관계를 만들어냈다: 파견근
로, 호출근로, 용역근로,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그 중간 어디인가에 존재하
는 특수근로라 불리는 형태 등. 또한 장기간에 걸친 경제불황과 높은 실
업률(특히 청년 실업률)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자영업 창업을 권고하게
되었고, 자영업은 아니지만 고용관계를 확실히 하기 어려운 비전형적인
일이라도 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가입을 유예한 독일의 미니잡
(mini job)이나, 최저한도의 근로시간이라든가 소득에 대한 보장이 없는
영국의 0시간 계약은 그 예의 하나가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비전형적인 근로형태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
으며,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전형적인 임금근로자 형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분명 일을 하는 근로
자이지만, 이들이 시민권으로서 사회권을 획득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사
회권이 개개인에 종속되는 형태로 발전해온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라는
관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쉬피
오). 시민들이 시민됨을 통해서 18세기에는 자유권(civil rights), 19세기에
는 참정권(political rights), 20세기에는 사회권(social rights)을 권리로서
향유하게 되었다는 Marshall(1950)의 주장은 그 글이 쓰여졌던 20세기 중
반까지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정규 고용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사회
권은 20세기에는 작동하였지만, 21세기에는 구멍이 너무 많은 그물이 되
어 버렸다. 기존의 노동법적 고용관계 해석과 이에 따른 사회적 보호는
수많은 사각지대를 안고 있다.

2. 플랫폼 노동의 사회정책적 도전
플랫폼은 ‘노동’을 개인의 과제(individual task)로 낮추어버리는 경향
이 있다. 이 개인의 과제는 창의적이며 고숙련의 두뇌활동을 요구하는 것
과 육체노동에 가까운 것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중저숙련의 육체노동 성
격을 가진 과제는 블루잡인데, ‘과제’라기보다는 ‘노동’이라는 점이다.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시간당 보수는 노동시장에서의 최저임금
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안정적인 일거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즉,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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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노동을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고용관계였던 활동이 자영업화
될 수 있다. 이는 정책가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보
면 성공적인 플랫폼은 이미 상당부분 자영업 형태로 재구조화된 바 있다.
현재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거의 되지 않고 있지만, 플랫폼은 거래내
용, 계약방식, 가격 등 시장을 형성하며 지배하고 있다(Berg, 2016). 플랫
폼은 또한 분쟁을 중재하며 분쟁의 해결방식도 정하고 있다. 플랫폼이 이
러한 일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 속
에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독립계약자로 규정하였다. 즉, 플랫
폼은 플랫폼을 통하여 일감을 얻고 일을 하는 사람들과 1인 자영업자로
계약하고, 이들을 고용할 경우 생겨나게 되는 모든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플랫폼을 통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된다는
것은 이들이 고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사회권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절 한국 산재보험과 플랫폼 노동

1. 산재보험 적용범위의 확대과정
산재보험제도는 1964년 제조업과 광업의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
로 시작되었다. 업종을 제조업과 광업으로 정한 것은 당시 산업재해가 많
이 발생하는 산업분야가 제조업과 광업으로 보호가 시급했기 때문이고,
적용대상 기업의 규모를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 것은 기업의 지불능
력과 정부의 행정처리 능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보호의 시급성’, ‘지불
능력’, ‘행정처리 능력’이라는 세 기준은 오늘날까지도 정부가 산재보험의
수급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확대가 이루어지는 한 축은 기업규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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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범위는 1964년 500인 이상 기업에서 시작
하였지만, 3년 이내에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고, 제도가 시작된 지
11년째인 1975년에는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업 등 주요 업
종의 경우 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산재보험
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는 시기는 2000년
으로, 5인 이상 기업에서 1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는 데 걸린 기간은 25
년이다.350) 즉 어떤 제조업 부문에서 근로자 수가 5명인 기업은 1975년부
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었지만, 근로자 수가 4명인 기업은 2000년에 적용되
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기업의 지불능력보다는 정부의 행정처리 능력
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확대가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축은 업종이다. 정부는
제도 초기에는 업종 전체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자는 입장이었다. 1964
년 제도 도입 시 광업, 제조업에서 시작하여 1965년 전기․가스업, 운수
창고업, 1968년 건설업, 1969년 서비스업(통신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금
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한 것은 이러한 맥
락이었다. 그러나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확대한 이후 행정 처리의 어려움,
사업주의 반발 등으로 다시 일부 업종에 대해서 적용제외를 하는 혼란을
겪으며,351) 정부의 산재보험 업종확대는 산재가 자주 발생하거나 산재보
험의 가입이 주요한 문제가 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매우 협소한 범위로 이
루어지게 된다.
1982년에는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보호가 시급한 벌목업을 추가하
였는데, 이때 정부가 농림어업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또한 1983년에는 농수산물 위탁판매 및 중개업을 추가하였는데, 이때에
350) 기업규모에 따른 적용대상의 확대는 1965년 200인 이상, 1966년 150인 이상,
1967년 100인 이상, 1968년 50인 이상, 1971년 30인 이상, 1973년 16인 이상,
1975년 광업, 제조업 등 주요 5개 업종은 5인 이상으로 확대, 나머지 업종은
1982년 10인 이상, 1992년 5인 이상, 2000년 모든 규모 기업으로 진행되었다.
351) 비교적 광범위하게 서비스업종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 2년 뒤인 1971
년, 정부는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을 산재보험에서 적
용 제외하였고, 1973년에는 금융보험증권업을 산재보험에서 적용 제외하였다.
이후 정부가 도소매업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 산재보험을 재적용한 시기
는 20년이 지난 1991년이고, 금융보험업에 재적용한 시기는 25년 후인 199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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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부는 도소매업의 적용에 대해서 고민하지는 않았다. 이후 1991년 서
비스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하면서도, 모든 업종에 한꺼번에 적
용확대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업종을 확대하였다.
2008년부터 시작된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이러한 업종별로 진행
하는 협소한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비전형적인’ 근로형태에 대한 산재보험의 포괄방식
그간 전형적인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형태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들을
근로자라고 인정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한 경우는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 회사택시 기사, 대학의 시간강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주한 이후에야 인력이 필요하고, 건물을 짓는
동안 수많은 공정이 있으며 각 공정별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다르다는 점
에서 다른 산업과 차이가 있다. 즉 인력수요가 불규칙하고 단기적이기 때
문에, 건설회사에서 모든 인력을 다 내부인력으로 유지하기는 현실적으
로 어렵다. 건설업의 이러한 인력수요 패턴은 수많은 하도급 업체의 소사
장과 일용근로자들을 양산하였다. 원청 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의 관
계는 도급관계이고, 소사장과 일용근로자들 간의 관계 또한 근로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이들의 관계를 특고들에게 제시한 기준으로 보자면,
이들 중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날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걱정하는 경
우는 거의 없다. 이는 건설현장 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정
부의 여러 정책의 결과이다. 건설업은 산재 다발업종으로서 특히 중대재
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산재보험 가입은 필
수적이다. 그러나 건설업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에는 두 가
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공정별로 수많은 소사장들이
드나드는 현장에서 각 소사장들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을 강제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건설업 소사장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원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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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으로 돌렸다. 즉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산재보험이 적용
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업주의 미가입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건설업 일용노동자들은 이 현장 저 현장을 찾아다니며
며칠 단위로 일을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때 일용근로자들이 특정 소사
장과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소사장과 일을 하는 경우
도 많다. 즉 일하는 기간이 0101001로 표시될 수 있고, 일할 때마다 소속
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면에서만 보자면 건설일용근로자들은 특고,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과 상당부분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근로
자들은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그리고 휴업급여는 한 현장에
서 일한 기록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 일한 기록을 합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만일 다른 기록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건설일용근
로자라면 통상적으로 며칠쯤 일한다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서 평균임
금을 구하여 급여의 적절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마련하여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실업보험에
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택시의 기사들은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노무제공 형태와 급여수수
방식이 다르다. 기사들은 회사에서 제공한 택시를 운전하고 다니며 여러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돈을 받는다. 이때 회사에서 어떤 사람
을 차에 태우라고 미리 알려주거나,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을 지시하는 것
은 아니다. 택시기사는 일정시간 동안 회사택시를 이용하여 자유로이 영
업활동을 할 수 있고, 이때 나온 요금은 회사의 수입이 된다. 법적으로는
기사가 일정금액의 월급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사납금이 있는 경우는 이
를 제외한 금액이 택시기사의 소득이 되기도 한다. 어느 경우라 할지라도
회사택시 기사를 자영업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회사택시 기사는 근
로자이다.
대학의 시간강사는 이 대학, 저 대학 다니면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한
다. 한 학기가 지나면 이들은 새로운 계약을 맺고 새로운 과목을 가르친
다. 대학강사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시간은 일주일에 단지 몇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준비하거나 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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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근로자이다.

3.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호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특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방식을 생각해보기에 앞서서, 산재보험에서
특고들을 보호하고 있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공적 사회보호제
도 중 특고들을 대상으로 보호의 길을 열어놓은 것은 산재보험이 유일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이 특고에 대한 보호를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선택한 보호방식, 그 결과로 나타난 가입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특고의 증가를 어떻게 규율하고 보호할 것인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몇
년에 걸쳐서 다룬 중요한 의제였다. 이렇게 특고에 대한 규율이 노사관계
의 중요 쟁점으로 나타난 이유는 1990년대 이후 특고의 종류와 수가 급격
히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증가가 정부의 인위적인 인력정책의 결과물
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도재형, 2013).
노사정위원회의 특고들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먼저 합의되었던 내용은
이들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작업 중 재해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특고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제로 삼은 이
유는 사회적 압력 때문이었다. 특고는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
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받고 있지만, 개인 사무실이나 작업
장을 갖고 있으면서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들이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회사와 독립계약자로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에서는
플랫폼 노동자가 나타나기 이전인 1990년대부터 독립계약자의 지위이지
만 독자적인 사업장 없이 비독립적인 형태로 특정 사용자를 위해서 업무
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보험모집인, 캐디, 학
습지 및 방문교사, 레미콘 기사,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자동차 영업원,
텔레마케터, 음식배달원, 퀵서비스(기타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
원, 가전서비스, 가사도우미 등에서 이런 형태의 노무 제공이 많이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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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재산 소득을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을 영
위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노동을 제공하도록 하
는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이고, 소득은 일을 한 분량에 따라
서 달라진다는 점이 근로자와는 다르다. 배달 노동자를 예로 들자면, 맥
도널드에 소속되어서 배달을 할 경우는 근로자이지만, 배달대행 전문점
에 소속되어서 배달을 할 경우는 독립된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다. 일반인
이 볼 때 맥도널드 기사는 맥도널드 조끼를 입었고, 푸드 플라이 기사는
푸드 플라이 조끼를 입었으며, 둘 다 먹을 것을 배달해준다. 이들이 벌어
들이는 소득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물건을 배달해주
던 도중 교통사고가 날 경우, 맥도널드에서 배달하는 경우는 직원으로 산
재보험의 보호대상이고, 배달전문업체에서 배달하는 경우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사회는
많지 않다.
정부는 특고들이 법적으로는 독립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주
에게 인적․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특고들에게도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를 넓혔다. 이때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서 이들을 처우
하였다.
특고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면서 정부가 택한 접근방법은 보호의 필
요성은 인정하되,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다. 당연가입 방식을 취했지만 종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탈퇴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임의가입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들이 법적
으로는 독립계약자라는 이유로 특고와 사업주가 50% 대 50%의 비율로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채택한 두 번째 접근방식은 특고들 중 한 사업장에만 ‘전속’으로
일하는 경우에 한해서 산재보험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으로
인해서 퀵서비스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는 업종으로 볼 때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는 업종이지만, 한 업체 이상에서 일할 경우 산재보험 가입은 본
인이 100%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가입 방식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채택한 세 번째 접근방식은 보호의 적합성 여부를 업종별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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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한다는 것이다. 우선 2008년에는 보험모집인,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
콘(콘크리트 믹스트럭) 기사를 산재보험에 가입시켰고, 2012년에는 택배
기사와 전속형 퀵서비스 기사를 가입시켰으며, 2015년에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형 대리운전기사를 특고라는 이름으로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업종에 종사하는 특고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고로 근로하고 있는 업종은
매우 여러 업종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의 탈퇴를 허용
하면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50%로 한 현 제도 속에서 특고들의 산재보
험 가입률은 2016년 4월 기준 10.6%이다(매일노동뉴스, 2016년 7월 1일자).

제4절 플랫폼 노동 보호에서의 기존 접근의 한계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존 정부 접근방식의 문제점
특고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으로 증가하게 된
기업의 내부인력이 아니면서 기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
부의 첫 번째 규율이었다. 이는 기업과 노동시장에 시그널 효과를 주어서,
향후 기업의 행보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산재보험을 적용시키면서 택한 접근방법은 이들을 원칙적으로
는 ‘자영업자’라고 전제하는 것이다. 다만 작업 중 재해에 대한 보호가 사
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 한 사업체에만 종속되어 있어서 사업주에
게 비용청구가 용이한 경우에 한해서 사업체가 일부 비용부담을 할 수 있
도록 해보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 사업체에만’ 전속될 경우 ‘특고’라고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조건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이다.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당연적용 될 뿐
만 아니라, 재해를 당했을 때 평균임금은 각 사업장의 임금을 합해서 산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만일 서로 합의가 된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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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조항을 넣어서, 산재보험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기업의 ‘책무’가 아
니라 ‘호의’로 비쳐지게 하였다. 그리고 업종별 접근을 택함으로써, 이러
한 반쪽짜리 사업주의 의무조차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한해
서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접근방식은 정부가 특고의 이용을 규제
하기보다는 허용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제 기업으로
서는 인력을 고용하기보다 특고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 모로 비용을 절감
하는 일이 되었다. 여러 업종에서 특고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
나는 정부의 규제가 없고 특고들을 쓸 때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일 것이
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단 마음놓고 ‘자영업’으로 계약한 인력을 쓰고,
이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특고로 규정될 것이고 그때 산재보험료
의 일부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적어도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만 본다면, 이전과는 다른 방향이다. 그간 정부는 일반적인 근로
자들과 다른 형태의 일을 할 경우일지라도, 될 수 있는 한 근로자로 보고
산재보험을 적용하려는 정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특고 논의에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 내용은 ‘가짜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이다. 즉 법적 서류로는 자영업자이지만, 실제 하는
일은 근로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노동시장에서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한다
는 논의가 빠져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행한 정책은 대증적인 것이
다. 특고가 근로자의 성격을 가진 것을 알지만, ‘자영업자’라는 양자 간의
계약을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채, 그 계약을 전제로 산재보험에 적용
시킬 방안만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더 많은 사람들
이 사회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권에 목마른 사람을 더 많이 만
들어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사회법’이 민법에서의 자유계약 원리를
부정한 채 사용자에게 사회권의 책무를 지웠고, 이것이 결국 더 많은 사람
들이 더 나은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새겨볼 일이다.
회사택시 기사나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의 일하는 방식은 유사한 점이
있다. 택배 기사들은 회사가 제공한 자동차에 택배물품을 싣고 배달하고,
급여는 실적에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된다. 퀵서비스 기사들은 오토바이
에 물품을 싣고 배달한다. 고객에게 받은 수수료는 회사에 납입하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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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실적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다. 싣고 날라주는 것이 물품인가 사람인가
의 차이는 있지만, 일하는 방식이나 급여수급 방식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는 독립계약자이고, 회사택시 기사는
근로자이다.
택배나 음식배달 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사업주가 경쟁이 치열한 배달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배달원의
질과 충성심을 높이는 것을 택했고, 그 방편으로 배달원을 정규직으로 고
용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배달원은 다른 대행업체의 종사자와 동일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이다.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종사상 지위가 그 직업이 나타날 당시 정
부가 어떤 정책을 펴는가에 따라서, 사업주가 어떤 경영전략을 갖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숙고가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내용상으로는 근로자와
다르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자리
로 돌려놓는 것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2.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과 사회보험제도의 비정합성
한국은 노동시장에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보면 전체 취업자의 74.2%만이 임금근로자로 나타나고, 나머
지 25.8%는 비임금근로자이다. 또한 임금근로자로 분류된 사람들이라 할
지라도 정규직 고용형태가 아닌 사람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황덕순(2016)
에 따르면 2015년 8월 경활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비정규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2.5%라고 한다. 비정규직은 한시근로자, 단시
간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구분되고, 비전형 근로형태는 다시 파
견, 용역, 가사근로, 호출근로, 특고로 구분된다. 이를 보면 한국사회에서
취업한 사람 중 임금근로자로서 고용관계를 기초로 사회적 보호를 얻는
것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공적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적용정도를 살펴보겠다. 한국의 사회보험
중 적용률이 가장 높은 것은 의료보험제도이다. 의료보험제도는 수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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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가족이기 때문에, 개인의 취업 여부나 임금근로자 여부가 수혜에 미
치는 영향이 덜하다. 만일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임금근로자라면 가족
전체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된
다. 따라서 일부 장기체납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의료보험의 수혜를 받는
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요양급여(in-kind)만
있을 뿐, 상병급여(in-cash)가 없다.
국민연금은 18세부터 59세까지의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49%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51%는 노후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이를 채워 줄 공적 연금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5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데(OECD, 2015), [그림 11-3]을 보면 이 상황이 향후에도 나
아질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표 11-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율(2015년)
취업비율(%)
정규직
(50.1%)

정규 상용

40.4

정규 임시

9.2

정규 일용

0.6

기간제
임금 근로자
(74.2%)
취업자
(100.0%)

비정규직
(24.1%)

비임금 근로자
(25.8%)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자료 : 황덕순(2016)에서 일부 수정, 인용.

11.0

반복갱신

1.2

단기 기대

1.9

시간제

8.6

파견

0.8

용역

2.5

가사

0.2

호출

3.3

특고

1.9
21.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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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국민연금 적용 정도
18～59세 인구 100명
경제활동인구 68명
비경활/
비적용
32명

공적연금 적용 65명
경활/비적용
3명

소득신고자 50명
납부예외
15명

미납자
1명

잠재적 사각지대 51명

납부자
44명

특수직역
5명

실질가입자 49명

자료 : 장지연(2014)에서 재인용.
[그림 11-4] 산재보험 적용 정도
취업자 100명
임금근로자 74명(100%)
비임금 근로자 26명
(산재보험 가입자 0.2명)

산재보험 미가입자
13명
(18%)

산재보험 가입자
61명
(82%)

자료 : 2013년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사업연보｣
에서 재구성.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의 재정부담이 없고, 당연적용 사업장이기만 하면
사업장이 산재보험제도에 가입했는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혜 가능성이 다른 사회보험에 비
해서 높다고 한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은 임금근로자에게
한정된다. 업무 중 재해를 당하는 사람이 임금근로자만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취업자 중 26%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 더욱이
임금근로자 중 실제 가입률은 임금근로자의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나는데, 이 수치는 전체 취업자의 61%에 해당한다. 또한 산재보험에 현장
실습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특고 등에 대한 적용특례제도가
있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임의가입제도가 있지
만, 고용계약을 통해서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을 통해서 보
상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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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고용보험 적용 정도
취업자 100명
임금근로자 74명(100%)
비임금
근로자
26명

적용제외
12명
(16%)

적용대상
62명
(84%)

실제 가입자
46명
(74%)

미가입자
16명
(26%)

자료 : 장지연(2014)에서 수정, 재인용.

고용보험 또한 임금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전체 취업자의 26%는 제도적으로 배제된다. 또한 고용보험은
상당수가 적용제외로 빠지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의 적용대
상은 62%에 불과하다. 이 중 실제 가입자는 74%로 나타나는데, 이 수치
는 전체 취업자 중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
우 실제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가입기간 180일
을 채워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
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는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국 사회보험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사각지대는 우선 자영업자 및 비
전형 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아지
는 노동시장 구조를 일차적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살펴본 고용보험의 적용률은 적용대
상의 74%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적용대상인 임금근로자일지라도
소득 등의 이유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병희(2011)는 임금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25%, 5～9인 사업장 근로자의 51%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은 40.4%에 불
과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보험제도가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롭게 나
타나는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 범위로 포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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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 새로운 보호 방안에 대한 탐색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개선을 통한 보호 확대352)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산재보험 특고 특례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 하나의 사업체에 ‘전속’되어 있을 경우에 한
해서 특고로 인정해주는 현재의 기준을 완화하고, 임금근로자인데 ‘특고’
로 잘못 분류된 사람을 ‘임금근로자’로 재분류하자는 것이다. 박제성은 현
재 임금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위장형, 전속형, 자영형
등의 구분이 명확지 않은데, 이를 노동관계의 실질을 통해서 구분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박찬임 외, 2016).
[그림 11-6] 비임금근로 종사자의 구분
임금근로자

비임금

산재보험특례

위장형

근로 종사자

전속형

자영업자

자영형

자료 : 박찬임 외(2016)에서 일부 수정.

박제성은 플랫폼 근로자들의 업체 종사방식을 ‘전속형’, ‘고정형’, ‘변동
352) 이 부분의 내용은 박찬임․이승렬․박제성(2016)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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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접근을 달리하되 판단은 노동
관계의 실질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속형’, 즉 오
로지 한 사업체에 소속되어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노
동관계의 실질을 고려하면 임금근로자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고정형’, 즉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적어도 ‘특
고’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말에서 ‘주로’의 의미는 전체 소득이나 근로시간의 반 이상이 한 사업체
와 관련돼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일 재산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사업장과의 업무
도급이나 위탁을 통해서 살아가는 플랫폼 근로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얻는 소득이 전체 소득의 1/2이 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이 사업체의 일
을 하는 경우 이 사람을 ‘특고’로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이때 기준을 어떻
게 구할 것인가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식 통계자료의 소득기준을 이
용하거나 대규모 조사를 통해서 고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동형’은 여러 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지만, 소득을 얻거나
근로시간의 반 이상 노무를 제공한 사업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때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이 개선방안은 현재의 틀 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충격
이 작고 신속히 보호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적합한 직종별로 특고의 범위를 하나씩 늘려나가는 현 보호의 틀
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진 이후
에야 보호의 범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는 어렵
다고 볼 수 있다.

2. 프로그램 업체의 활용과 보호의 확장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여 근로자
를 보호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식은 프로그램 업체가 가지
고 있는 기록을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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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방식에서 단초를 얻은
것이다. 플랫폼 노동은 근로형태가 단속적이고, 거래하는 사업체가 둘 이
상일 수 있다. 이러한 근로형태의 특성은 건설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두 사회보장제도로 포괄하기 위해서 초
기에 선택한 방식은 사업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현
장에서 일할 때마다, 일한 날만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증지’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건설근로자는 복지수첩에 이를 붙여서 필요시 일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고용보험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
고 필요시 산재보험의 평균임금 산정 자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증지를 구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책무였다. 요즈
음은 근로자의 고용정보가 전산화되어 증지가 사용되지는 않는다.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경력관리는 이보다 훨씬 더 간편하다. 플랫폼
근로자들이 언제 어느 업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는 프
로그램 업체에 집적되어 있다. 프로그램 업체가 일종의 원청업체(혹은 보
험사무대행업체) 역할을 하면서, 콜당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
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 근로자가 몇 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프로그램 업체가 산재보험을 신고․납부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 방안은 현재 카카오 대리운전에서 보험료로 콜당 일정금액(350원)
을 떼는 것과 아이디어는 비슷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카카오 대리운전은 사측의 재정부담으로 사보험사를 통해 이 보험에 가
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식은 보험료를 프로그램 업체에서 부
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카카오 대리운전의 보험료 부담방식과 유사하
고, 공적연금에 가입한다는 점에서는 다르다.353)
353) 특고들의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사보험을 들 경우 적용제외
(contract-out)하자는 일부의 의견이 있다. 후유 장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산
재보험과 사보험의 치료 및 보상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굳이 다시 논의할 필요
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 더욱이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보험을 들 경우 산재보험을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은 특고들에 대한 산
재보험 가입의 의무가 사업주에 있다는 점을 웅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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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걷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다음의 세 방법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업
체가 원청의 역할을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업체에 보험사무대행업체의 자격을 주고, 근
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 업
체가 부가세 납부기간에 국세청에 부가세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를 같이
납부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보험료를 넘겨받는 방
법이다.
이를 통해서 산재보험이 성공적으로 보장된다면, 향후 타 사회보험 및
퇴직금의 보장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독립
계약자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을 이용한 사회보장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제시하는 보장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것일 뿐, 근로시간
이나 최저임금과 같은 노동법적 규율에 대해서는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
계가 있다(Berg, 2016).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특고나 자영업에
대한 사회보장이 확충된다면, 노무비용의 감소를 목적으로 인력을 외부
화하는 것에 대한 기업의 유인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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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제기

1. 연구 목적과 글의 구성
본 장의 목적은 본 보고서의 여러 연구들이 제기한 새로운 고용관계의
확산에 대한 사회보장 측면에서의 대안적인 접근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표준적인 사회복지제도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통적인 고용관계
에 기반한 사회보험제도를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갖고 있다. 따라서
핵심적인 질문은 고용관계의 다양화에 대응해서 이들에게 사회보험을 적
용하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상황
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고용형태에 따라 사회보험의 적용률이 큰 차이가
있으며 디지털 특고라고 부를 수도 있는 플랫폼 노동의 경우 고용보험 적
용에서 배제되어 있다. 또한 비슷한 성격을 공유하는 호출근로의 경우 고
용보험과 공적연금의 실제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표준적인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제도 적용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대안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
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이를
넘어서는 접근들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제1절에서는 우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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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접근들의 방향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 가운데 파편화된 노
동에 대응하기 위한 급여체계의 개편(제2절), 임금근로자와 자영자 사이
에 제3의 고용지위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제3
절), 취업자를 넘어서 근로능력자, 혹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제4절)을 각 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각 사례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요약․
제시할 것이다.

2. 대안적인 접근의 방향들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의 방향은 박제
성 외(2016)에 따르면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임금근로
자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비임금근로자로의 오분류를 방지함으로써 임금
근로자로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별도의 범주를 신설하여 비임금근
로자를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접근의 사례
로는 미국과 프랑스를 들고 있고, 두 번째 접근의 사례로 독일, 영국, 이
탈리아, 스페인을 들고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접근과 두 번째 접근도 다시 더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임금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에서 미국과 프랑스가 다
르다. 미국의 경우 오분류방지법을 통해 보편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
또한 사회보험의 적용범위에 관해 보편원칙으로 ABC 기준을 갖고 적용
한다(박제성 외, 2016). 본 연구의 제10장에서 살펴본 Miriam Cherry의 연
구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오분류 방지와 관련된 최근의 소송을 자세히 분
석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법에 임금근로자 간주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직종별로 열거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미국과는 다르다. 다
만 그 직종의 범위가 넓고 판례를 통해서 폭넓게 임금근로자의 범위를 확
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제성 외, 2016).
새로운 범주를 신설하는 두 번째 접근의 사례로 들고 있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외에 한국의 사례는 직종별로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를 정의하는 또 다른 사례이다. 또한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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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내부에서도 강제적용하는 독일, 영국과 임의가입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다시 구분된다. 본 연구의 제3
절은 직종별 접근을 채택한 한국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접근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이와 달리 완전히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임금노동자를 넘어서 근로능력
자 전체, 혹은 시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보호의 범위를 확장하는 대안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큰 주제인 기술변화와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에 대한 보호방안과 관련해서 이러한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표준적인 고용관계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보호하기 어렵다는 측면
에서 기본소득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기도 하고, 기술변화에 따라 일
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 재화에 대한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도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브린욜프슨과 맥아
피, 2014).
기본소득이 시민을 대상으로 접근한다면 알랭 수피오가 제안하는 사
회적 인출권 개념은 취업자를 넘어서 노동담지자로서의 근로능력자 전
반을 대상으로 사회적 시민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개념
에 입각해서 프랑스에서는 2013년에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고용상
지위를 불문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과 함께 ‘개인별 직업훈련계좌
(compte personnel de formation : CPF)’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1년에 24시간씩 총 120시간까지 적립되며, 이후에는 매
년 12시간씩 더하여 전체적으로 총 150시간까지 적립될 수 있다. 2016년
에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 개인별 직업훈련계좌 제도를 ‘개인별 활동계좌
(compte personnel d'activité : CPA)’ 제도로 대체하였다. 개인별 활동계
좌에서는 연간 적립시간을 40시간으로 확대했으며, 총 적립시간도 종전
의 150시간에서 400시간으로 늘렸다. CPA의 적용 범위에는 개인별 직업
훈련계좌 제도의 적용 범위에 더하여 은퇴한 자를 포함하였고, 적립된 시
간의 이용 목적 또한 좁은 의미의 직업훈련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 경제활
동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것도 포함하였다(박제성
외, 2016). 본 연구는 제4절에서 2017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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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예정인 핀란드의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대한 시사점
을 찾아볼 것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은 자신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민
간 복지제도를 조직하고자 하는 자조적 대응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프
리랜서 유니온(Freelancers Union)의 사례를 들 수 있다(Friedman, 2014).
다만 이러한 노력은 민간복지를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발달한 미국의 맥
락과 분리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제도의 대안적인 패
러다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는다.
위의 논의들이 주로 누구를 보호대상으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적합한
급여체계를 설계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국내의 연구도 아직 적용범위의
확대 문제에 집중되어 있을 뿐 이 주제는 여전히 연구와 정책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는 상시적인 전일제 일자리가 줄어
들고 점점 더 쪼개져서 불안정해지는 노동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현재와
같은 급여체계가 적합한가의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취업과 실업이 공
존하는 상황을 대상으로 급여를 설계하는 것과 관련된다. 프랑스는 이와
관련해서 실업급여에 다양한 요소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본 연구의 제2절
은 이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제2절 노동시장의 파편화에 대응한 급여제도의 설계 :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1. 프랑스의 실업급여제도 개편 사례
우리나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 수를 합할 경우 피보험
자 수에 가깝게 될 정도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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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점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한 본 연구가 큰 주제로 삼았듯이 기술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
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경우 복수의 일자리에서의 피보험자
격 이중취득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
간 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 노동이 늘어
나는 노동시장과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 제도가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전일제 상용직 일자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안정한 노동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적으로 포괄하는 것과 함께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거나 부분적인 취업상
태, 다른 말로는 부분적인 실업상태에 적합한 급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대를 촉진한다는 또 다른 노동시장 목표를 손상시키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노동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
해 실업급여와 관련한 노사협약(2014년 5월 14일)에 기초하여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다. 실
업급여 수급 중의 취업 촉진과 관련하여 위 협약 총칙의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제도 개편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Legifrance, 2014,
2016. 12.12. 접속).
“구직자의 재취업, 특히 실업과 단기간의 노동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의
재취업 촉진과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집단들, 특히 청년층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부속 일반규정이 정한 조건 아래서 구직급여 수급 중의 단
기적인 취업들을 통해 수급자격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 재충전의 원
칙은 다음과 같다: 수급자가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은 실업급여 권리를
축적한다.”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중에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
과거의 급여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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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수급자 및 수급기간이 12개월을 넘은 급여 수급자들 가운
데 협약 부속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필자 추가 : 과거보다
15% 이상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재취업 격차 보조
금’을 제공한다.”
“50세 이상 수급자 및 수급기간이 12개월을 넘은 급여 수급자들이 창업
을 하거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부속 일반규정이 정한 조건 아래서 ‘창
업․사업인수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재취업 보조금을 지급한다.”
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지만 특히 첫 번째의 재충전권 및 두 번째 급여 수급과 단시간 취업을 병
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해서 시사점이 크다.
[그림 12-1]은 재충전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준
다. 실업급여를 4개월간 받고 있다가 중간에 2개월간 계약직으로 일을 하
고, 다시 3개월간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다시 3개월
간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실직해서 5개월간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받
을 수 있다. 소정 급여일수만큼 다 급여를 받은 이후에는 재충전권에 따
라서 급여 수급 중에 일한 5개월간의 기간만큼 추가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지 않고 단기간의 일자리
라도 취업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12-1] 재충전권 사례 예시

자료 : 프랑스 UNEDIC 홈페이지(2016.12.19. 접속).

제12장 고용형태 다양화와 대안적인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모색 295

2. 불안정 노동의 증가에 대응한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향
프랑스의 제도는 급여수급과 단기간 취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실업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고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부분적인 취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없고, 급여를 받는 중간에 취업, 즉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실업급
여를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일제 상용직 일
자리를 전제로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전일제 상용직을 대
상으로 할 경우에는 복수의 일자리에서 피보험자격을 이중취득하는 상황
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급여를 받는 중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상용직으로 취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급여를 더 이상 줄 필요가 없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 이후에 바뀐 적용범위의 확대와도 맞지 않는다.
일용직으로까지 고용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하루이틀만 일용직으로 일해도 원칙적으로는 피보험자격을 취
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나는 상
황에서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복수의 일자리에
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들이 급여수급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구조
화해야 한다. 제도개편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업과 실업, 피
보험자와 수급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부분 취업과 부
분 실업, 수급자이면서 피보험자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단시간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급여 수급을 중지
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사업장 단위의 고용보험 적용과 피보험자 지위 취득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사업장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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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근로자들이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
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업
장 단위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장
에서 일하는 모든 종속노동은 보험료 징수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근로자
의 실업급여 수급권리와 관련해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일했는가를 고려하
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합산해서 수급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지급기간을 판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
편하면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해서 적용범위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좁은 범위의 임금근로자를 넘어서 특고 등 다른 경
제적 종속노동으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절 제3의 고용지위를 통한 보호 확대 방안 : 한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논의를 중심으로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논의
현재 특고의 경우 일부 직종만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제11장에서 이미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최근에
는 특고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
어 입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논의 경과를 살
펴보고 시사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살펴보자.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2013년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채택되었다. 이후 2013년
12월∼2014년 5월 사이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특고 고용보험 적용 노사
정 TF｣를 운영하였다. 2014년 3월에는 최봉홍 의원이 특고 고용보험 적
용 입법안(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발의한 바 있다. 2014년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2015년 업무보고에서는 당시 산재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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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고 있던 직종(6개) 중심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다시 2015년 1∼4월 사이에는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특고 보호방안을 의제로 포함하여 논
의하였으나 세부적인 제도설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
다. 2016년에 이르러서야 정부 내에서 본격적인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장석춘 의원을 통해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다(2016.9.29.).
그동안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논의는 고용보험 적용의 타당성
여부 및 적용 대상의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다양한 형
태의 특고의 근로실태에 기반한 수급자격, 보험료 부과기준 등 세부적인
제도설계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수급자격
요건 및 보험료 부과기준 등을 다룬 연구는 윤조덕 외(2008) 및 이철수
외(2013)가 있지만 이들 모두 최근의 근로실태를 반영한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적용범위의 경우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전속성을 요건으로 두고, 구체적인 직종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띠라서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법안에 담겨
있지는 않다. 다만 현재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
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은 허용
하지 않는다. 한편, 명확한 근로일수와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전제
아래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 판단
은 자영자 방식을 준용하고, 보험료 징수와 급여 산정도 기준보수를 이용
하게 된다.
현행 산재보험에 비해 긍정적인 것은 피보험자의 적용제외 허용범위를
최소화하여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했다는 점이다. 산재보험의 실질적인
적용률이 10% 내외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제도 도입의 실효성 확
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직종별 접근에서 보편적 접근으로의 전환과 전속성 요건 폐지
임금근로자와 자영자 사이에 제3의 고용지위를 신설하여 사회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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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직종별로 선별적으로 접
근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한 전속성을 요구하고 있
다. 그런데 제3장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배달종사자 및 대리기사 등
각종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하는 직종이 늘어나면서 과거와는 다른 형
태의 고용관계가 확산되는 등 특고의 근로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대
리기사의 경우 전속성이 약한 경우가 많고, 앞으로 유사한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직종별 접근은 직종 내 고용상의 차이를
무시하기 쉽고, 변화하는 현실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직종들을 보호하
기 어렵다. 따라서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같이 제3의 고용
지위가 갖는 특징을 일반론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모두 보호하는 방식으
로 접근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기존의 접근에 대해 이
미 비판적인 연구들이 노동법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바 있다. 윤애림
(2012)은 전형적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중간 지대에 있는 집단이
다시 자율적 노동자와 종속적인 자영인이라고 하는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전자는 근로자로 포괄하고 후자는 노동법과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장우
찬(2014)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특례조항에 따른 보호방식은 종래
의 근로자 중심적 사고에 기반해서 차별적인 제3의 범주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이념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피보험자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재형(2013)의 경우 특고를 대상으로 새
로운 입법을 통해 제3의 영역을 신설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노동3권과 사
회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전속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윤애림(2013)은 복수의 사용자에게 노동력
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사용자를
특정하는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앞 절에서 제시한 것처럼 사업장 단
위로 피보험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특고를 포함한 모든 종속노동
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전속성을 기준으
로 특고의 보호범위가 좁아지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제3의 고용지위를 신설하는 방향과 관련해서 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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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2016)는 프랑스에서 제기된 다음과 같은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첫 번
째는 제3의 영역을 설정하여 보호를 확대하고자 한 의도와는 반대로 제3
의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임금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제3의 영역으로 분류하게 될 위험이다. 두 번째는 임금근로/자영업
자 판단구도를 임금근로자/제3의 지위/자영업자 판단구도로 대체하는 것
에 불과하며 법률적 경계 확정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다. 이같이 제3의 고용지위를 새로 만드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직종별 접근을 넘어 보편적인 방
식으로 보호대상 특고를 확장하는 것만이 사회적 보호를 진전시킬 수 있
는 여지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범위를 법원이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미 제한적
이지만 일부 직종을 대상으로 특고라는 범주를 통해 사회적 보호를 확장
하는 대안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4절 대안적인 패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 : 핀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1.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접근354)
지금까지 제시한 대안들은 전통적인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보호를 확장
하는 접근에 기반한 것이다. 그런데 기술변화에 따라 노동세계가 변화하
면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사회보험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불안정
한 노동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Skidelsky
and Skidelsky(2012)에 따르면 John Maynard Keynes는 이미 1930년에
손자세대가 살아갈 100년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15시간씩 일

354) 이 절의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황덕순(2015)의 관련 내용을 간략히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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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여가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케인즈가 예상한
것보다 생산성은 훨씬 더 빠르게 상승했으나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선진
국의 모습은 아직 이와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변화가 제
시하는 미래는 근로시간을 전반적으로 크게 줄이는 것과 함께 라이프 사
이클에 따라 평생학습, 육아, 돌봄 등의 수요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적극
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계를 그리게 한다. 탈산업화에 따라 전체 노동
에서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비율이 늘어나지만, 서비스 생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 시장,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전
통적인 가족의 틀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시장활동과 비시
장활동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시장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
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복지제도 측면에서 노동과 연계한 급여에 기
반한 복지제도나 노동시장 통합을 우선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이러한 변화
를 뒷받침하기 어렵다.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좌에서 우까지 폭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으로부터
이를 지지하는 논자들을 찾을 수 있다. Fitzpatrick(1999)에 따르면 기본
소득을 지지하는 논자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우파의 입장에서 이와
가까운 것은 Milton Friedman이 제시한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이다. 전통적인 복지의 확장에 가까운 접근은 비시장활동 참여에 대해 급
여를 지급하자는 Tony Atkinson의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이다.
James Mead, John Roemer 등의 시장 사회주의자들은 핵심적인 생산수
단을 공유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고르게 배당하자는 사회배당
(social dividend)을 제시한 바 있다. 모든 개인에게 조건없이 충분한 급여
를 지급하자는 완전한 기본소득(full basic income)을 주장한 논자들에는
James Robertson, Andre Gorz, Claus Offe, Andrew Glyn 등이 있다.
Fitzpatrick(1999)은 급여의 충분성과 조건부과 여부에 따라서 기본소득
의 유형을 다음 [그림 12-2]와 같이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아직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이러한 가운데 핀란드에서는 2015년 5월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한 중도당
이 집권하였고, 2017년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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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기본소득 제도의 여러 유형

자료 : Fitzpatrick(1999), p.36; 황덕순(2015), p.40에서 재인용.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가. 현재의 실업자 보호제도
기본소득은 시민권에 기반해서 제공되는 급여이지만, 주된 관심은 근
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이다. 현재의 소득보장제도 현황을 먼저 살펴
보고, 기본소득 실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소개한다.
핀란드의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 실업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북유
럽 모델의 실업보험제도를 갖고 있다. 현재 근로연령층에게 제공되는 실
업급여의 종류는 세 가지이다.355)
소득연계형 실업급여가 실업급여제도의 핵심을 이루며 실업보험기금
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원은 근로자뿐만 아니
355) 현행 제도 소개는 OECD, Benefits and Wages, country report를 이용하였다. 자
료의 기준시점은 201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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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용자, 국가의 기여에 의해서도 조달된다. 두 번째는 기초실업급여로
서 소득연계형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원
은 이들 근로자와 국가에 의해 조성된다. 실업보험을 모두 소진할 경우
추가 급여(follow-up benefits), 혹은 노동시장 보조(labor market subsidy)
로 불리는 실업부조가 지급된다.
기초실업급여의 급여수준은 일 32.66유로이며, 소득연계형 실업급여는
[기초실업급여 + 기초실업급여를 초과하는 소득(일 159.5유로)의 45% +
일 159.5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의 20%]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판정하는 최소근로요건이 주당 18시간이고, 전일제인
경우 협약임금이나 월 1,154유로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업보험기금 가입
근로자는 기초실업급여를 초과하는 소득연계급여를 받게 된다. 실업부조
의 급여수준은 기초실업급여와 같이 일 32.66유로이다.
급여지급기간은 실업급여의 경우 500일이고 근로기록이 3년 미만인 경
우에는 소득연계형 급여 지급기간이 400일로 단축된다. 실업부조의 지급
기한은 무기한이다. [그림 12-3]에서는 현재 핀란드의 실업급여 제도를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림 12-3] 핀란드의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제도

자료 : 핀란드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홈페이지 자료를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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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급여수급 중에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급여의 일부가 삭감된다. 기
초실업급여와 실업부조의 경우 월 300유로까지의 소득은 급여액 산정 시
정액으로 공제되며 그 이상의 소득은 50%를 삭감한다. 급여(아동에 대한
추가수당 포함)와 소득을 합한 총 소득은 실업급여 산정 시 기초가 되었
던 소득을 상한으로 한다. 또한 소득이 있는 실업부조 수급자의 경우 소
득조사에서 소득이 고려되어 실업부조 금액을 산정한다. 이후에 취업하
게 되면, 그에 따른 추가소득에 대해서 급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 때
소득은 가구의 소득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
우자의 소득은 고려되지 않는다.
나.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356)
핀란드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자료에 의하면 시범사업의 목적은 무조건
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이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높일 것
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기본소득이 가질 수 있는 다른 효과에 대
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2017∼2018년 2년이며 급
여수준은 월 560유로로서 급여에 대한 세금은 면제된다. 시범사업의 표적
집단은 2016년 11월 기준 기초실업급여와 실업부조 수급자인 25∼58세
개인이다. 시범사업은 2,000명을 무작위 추출하되, 추출되면 반드시 의무
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은 전국이다(핀란드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보도자료, 2016.8.25.).
시범사업에 따라 기존의 기초실업급여 및 실업부조와 두 가지 점이 달
라지게 된다. 첫 번째로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 유인
이 얼마나 높아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기본소득 급여를 비과세로 전환
한다. 반면 현재 기초실업급여와 실업부조는 과세 대상이며, 노동시장 참
여에 따라 소득이 늘어날 경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급여가 줄어들게 된
다. 기본소득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고 근로활동에 따른 추가소득에 대
해 10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 소득을 얻
356) 핀란드 제도에 대한 소개는 문헌자료뿐만 아니라 2016년 9월에 핀란드 보건사회
부와 사회보장청을 방문하여 수행한 면접조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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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인이 생기게 된다.
두 번째로 현재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활성화정책(activation program)
에 대한 참여가 요구되는 반면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진다. 따라
서 시범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집단에는 활성화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계
획이다.
한편 기본소득 관련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 가운데 하나가 어떠한
급여를 대체할 것인지이다. 현재의 설계에서는 소득연계형 실업급여도
대체하지 않으며 최저소득 보장제도인 사회부조도 시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조사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부조가 포함되지 않으
면 기본소득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는 약해질 것으로 보인
다. 다만, 2017년부터 사회부조 급여 지급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
청으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그만큼 행정효율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시범사업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기본소득을 지지해 왔던
집단(녹색당 및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 좌파동맹(Left Alliance))
으로부터도 시범사업의 규모와 기초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수급자로 제
한된 사업범위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 반면 기민당(Christian
Democrats)은 현재의 급여를 영국의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방식의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Kangas, 2016).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본사업으로 들어갈 것인지의 여부는 불투명
하다. 2019년 이후에 다시 새로운 시범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 2019년 3
월에 새로운 선거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
으로의 전망은 매우 유동적이다. 또한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도 사회복지
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지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
다. 한편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단축하고자 한다. 실업급여의 경우 현재 500일(400일)인 급여
지급기간을 400일(300일)로 줄이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현재 사회보장제도와 비교할 때 시범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경우 복지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회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를 소진한 후에도 기초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실업부조가 무기한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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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가구의 욕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부조가 추가로 지원된다. 따라서
핀란드의 사례를 볼 때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에 실직자 보호 측면에서의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를 모두 대체하지
않는 기본소득의 경우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도 도입될 수 있는 실험
으로 보인다.

3. 기본소득 관련 논점들과 시사점
기본소득에도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고, 도입 방법에도 기존 제도와 보
완적인 방식으로 구성하거나 급진적으로 대체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시
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급진적으로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를 대체하
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서 전통적인 표준적 고용관계(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와 소득비례형 급여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있다(Navarro, 2016; Knuth, 2015). 기본소득론
이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해체를 받아들이면서 소득비례형 사회보험제도
를 조세에 기반한 ‘낮은’ 급여로 대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5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2016년 국회의원 선
거를 거치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등장하였다. 기존의 논의
가운데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갖춘 구상은 사회당기본소득위원회․사람
연대교육위원회(2009)에 정리되어 있다. 이 주장은 기초보장제도, 근로장
려세제,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와 같은 소득보장제도의 급여를 완전한 기
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 수준은 최저생계비 및 최저임
금과 비례적으로 연계하되 재원은 토지세와 증권양도소득세, 부자 증세
를 통해서 조달하자는 제안이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
한 소요재원은 GDP의 약 13.8%에 이르며 장기적으로는 토지의 국유화를
추진한다.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는 제안되는 제도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각 나
라의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기
존 사회보장제도에 사각지대가 거의 없고 일정 정도 이상의 급여가 지급
되는 나라와,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사각지대가 매우 큰 나라에서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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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갖는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5대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선진국과 비슷한 복지제도의 외
형을 거의 갖춘 상태이다. 다만, 이들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가 없
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매우 크
다.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수당이나 급여가 없고, 기초
노령연금도 본격적인 기초연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따라서 사
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
다. 다만, 기본소득이 더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인지, 실업부조,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수당 등 다양한 소득보장 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형태로 소득보장제도의 빈틈을 메워갈 것인지와 무관
하게 의료와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의 보편성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제5절 소결 : 대안적 복지제도 패러다임들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12장에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여
러 가지 대안들을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주요 내용
과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
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해서 사
회보장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넓혀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노동
시장의 변화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급여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적합한 급여체계의 설계 문제는 아직 국내에서
는 연구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는 상시적인 전일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점점 더 쪼개져서 불안정해지는 노동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현
재와 같은 급여체계가 적합한가의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취업과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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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존하는 상황을 대상으로 급여를 설계하는 것과 관련되다. 프랑스는
이와 관련해서 실업급여에 다양한 요소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제12장의
제2절에서는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았다. 프랑스는 일자리가 점점 더 파편화되어 가는 현실에 대응해서 급
여수급과 단시간 취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실업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고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부분적인 취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없고, 급여를 받는 중간에 취업, 즉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실업급
여를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제도개편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업과 실업, 피보험자와 수급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부분 취업과 부분 실업, 수급자이면서 피보험자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단시간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고 일시적으
로 급여 수급을 중지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
째로 사업장 단위의 고용보험 적용과 피보험자 지위 취득이라는 개념에
서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
은 사업장 단위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
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속노동은 보험료 징수의 대상이 된다.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면 초단시간 근로자
를 포함해서 적용범위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좁은 범위의 임금근로자를 넘어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적용범위 확대는 기존
사회보험을 통한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사회보험의 틀을 넘어
서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 가운데 사회보험
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임금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비임금근로자로의 오분류를 방지함으
로써 임금근로자로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별도의 범주를 신설하여
비임금근로자를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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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사례로는 미국과 프랑스를 들 수 있고, 두 번째 접근의 사례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을 들 수 있다. 제3절에서는 두 번째 접근의 또 다
른 유형으로 볼 수 있는 한국의 사례가 갖는 한계와 개선방향을 찾아보았
다. 한국에서는 직종별로 일부 특고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선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한 전속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각종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직종이 늘어나면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고용관계가 확산되는 등 특고의 근로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또한 직종별 접근은 직종 내 고용상의 차이를 무시하기 쉽고, 변화
하는 현실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직종들을 보호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
일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같이 제3의 고용지위가 갖는 특징을 일
반론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모두 보호하는 방식으로 접근방향을 바꿀 필
요가 있다. 이는 특고를 대상으로 제3의 영역을 신설하고, 이들을 대상으
로 노동권과 사회보험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12장 제2절에
서 제시한 것처럼 사업장 단위로 피보험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특
고를 포함한 모든 종속노동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전
환하면, 전속성을 기준으로 특고의 보호범위가 좁아지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에서는 완전히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임금노동자를 넘어서 근로능
력자 전체, 혹은 시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보호의 범위를 확장하는 접근으
로 기본소득에 관한 핀란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기본소득에도 여러 유
형이 있을 수 있고, 도입 방법에서도 기존 제도와 보완적인 방식으로 구
성하거나 급진적으로 대체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급진적으로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를 대체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
해서 전통적인 표준적 고용관계와 소득비례형 급여에 기반한 사회보장제
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있다.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는
제안되는 제도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사각지
대가 거의 없는 나라와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사각지대가 매우 큰 나라에
서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이 갖는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핀란드의 사례
는 기존 제도에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소득비례 급여를 대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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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기존 제도의 큰 변화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5대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완결적인 복지제도의 외형을 거의 갖춘
상태이다. 다만, 이들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 따라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다만, 기본소득이 더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인지,
실업부조,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수당 등 다양한 제도를 갖추어 가는
것이 더 적절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형태로 소득보장제도의 빈틈을 메워 갈
것인지와 무관하게 의료와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의 보편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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