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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부쳐

최근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
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의 중심에는 노동과 관련된 논의가
위치해 있다. 이는 단순히 공유경제가 경제활동의 한 형태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공유경제가 전통적 사용자-노동자 관계만으로 설명하거나
규율하기 어려운 많은 행위들을 포괄하는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즉, 어쩌
면 경제활동 주체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 일하는 사람의 근로
자성에 대한 문제부터 다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새로운 경제활동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일하
는 자원제공자의 근로자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하고 있다. 이뿐만 아
니라 본 연구는 기존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못했던 국내외 공유경제 실
태 또한 기업, 이용자, 제공자 관점에서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유경제라는 사회현상이 일반대중이나 연구자의 관심을 끌게 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 자료, 특히 노동관련 논의를 심층
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
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본원 길현종 박사와 박제성 박사, 외부 연구진인 김수영 교
수, 박은정 교수, 이다혜 박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성실하게 연구를 진행
해주신 이들 연구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적극적으로 본 연구를

지원한 김우림 연구보조원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 외에도 면담자,
설문응답자 등 본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2016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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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유행이다. 완전히 사용되지 못한
물건, 공간 등의 재화와 서비스를 이를 보유하고 있는 제공자와 사
용을 원하는 이용자 간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거나 혹은 무료로,
영리 혹은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매개체로 활
용해 대여하는 활동이 그 핵심에 있는 경제활동 또는 경제체제로
정의할 수 있는 공유경제는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 매우 빠른 속도
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공유경제활동이 활성
화된 것이 2010년 이후임에도 불구, 그 경제활동 규모는 이미 상당
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대 초반 이후 이에 대
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유기업들이 활동
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학문적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
해(2016년)만 하더라도 공유경제 대표분야인 숙박, 운송 공유경제와
관련한 연구, 플랫폼 이용자와 관련한 연구 등 이와 관련된 여러 초
기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사회체제와 공유경제활동의 균형이나 갈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의 활동이나 범위를 규율하는 법
적 혹은 사회적 기준이 신속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유경
제의 경우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경제활동이라는 특징이 그 핵심
에 위치하기에, 이와 같은 공유경제 활동의 기준과 관련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공유경제 활동의 사회적․법적 기준 설정이 이
같은 빠른 속도의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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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유경제와 관련한 여러 혼란이나 갈등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
하고 있는데, 최근 공유경제 카쉐어링에 반대한 프랑스의 택시기사
들의 폭력 시위는 이러한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에어비엔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가 합
법과 불법 사이에 방치되어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신
문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공유경제의 등장으로 인해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여러
영역 중, 특히 다양한 논점이 중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분야가 바
로 노동과 관련된 분야이다. 이는 개인이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노
동력을 제공할 경우, 이 노동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와 관련해 기
존의 사회적 관행 또는 법체계로 풀기 힘든 다양하고 복잡한 논점
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에는 기존의 고용관련 제도
로 공유경제를 통한 노동활동을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크
고 포괄적인 질문에서부터, 노동관계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지위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의 사생활,
고객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 등이
존재하는지, 위험한 작업환경, 건강․심리적 위험에의 노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범국가적 공유경제 활동에서 노동문제가 발
생할 경우 법적관할을 어디에 둘 것인지, 제공자들이 일감이 사라지
거나 줄어들 경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회보장을 제공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질문까지 다양한 논점이 포함된다. 물론, 인간의 삶
은 일과 함께 나아가기에, 이에 대한 뚜렷하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
하는 일은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뿐 아니
라 이와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의 삶의 안녕(well-being)
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요성
에도 불구,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되는 관련연구는 현
재까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즉 공유경제와 고용관계의 기준설정의 중요성,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의 부족을 전체적으로 고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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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 그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향후 보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경제 분야의 고용관계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앞서 정리한 다양한 고용관련 논점의 본류(本
流)의 수원(水源)에 위치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나 노
동을 제공하는 개인의 근로자성에 대해 심층적․다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즉, 공유경제체제에서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
로 볼 수 있는지를 핵심 연구질문으로 삼아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공유경제의 정의와 현황
이를 위한 사전단계로 제2장은 공유경제의 정의를 확인하고 국
내․국외 운영현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먼저, 공유경제를 정의한
기존 문헌들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 이의 활동범위나 내용에
대해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기존 문헌을 토대로 공유경제 활동을 중심영역에 있는 활
동과 주변영역에 있는 활동(core-periphery activities)으로 구분해
이를 개념화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유경제의 중심부에
1) 현시점에서 완전히 사용되지 못한 2) 물건, 공간 등의 재화와 서
비스를 3) 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사용을 원하는 개인 간에 4)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거나 혹은 무료로 5) 영리 혹은 비영리 기관에
서 운영하는 6) 인터넷 플랫폼을 매개체로 활용해 7) 대여하는 8)
경제활동이 위치한다고 개념화했으며, 이 외에 이와 유사한 경제활
동, 즉 B2P 거래, 소유물의 이전, 돈을 직접 공유하는 활동, 혹은 공
공기관에서 행하는 활동 등도 공유경제의 주변 영역에 위치한 활동
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본 장에서는 국내 및 해외의 공유경제 활동 현황을 정
리해 보았다. 먼저 해외의 공유경제 활동을 살펴보면, 비록 2000년
대 초반에도 공유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이 설립․운영되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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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 특히 2011∼12년 이후였으며, 이에 따
라 최근 언론(2013∼14년) 및 학계(2014∼15년)에서도 그 관심이 폭
증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공유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는 운송, 숙박, 마이크로태스크 서비스제공 분야
였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와 물건 및 공간이 공유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우버나 에어비엔비 등 성공
한 플랫폼도 등장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 두 기업의 기업 가치
를 250억 달러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공
유경제의 잠재적 이용자 및 제공자인 미국 및 유럽의 일반대중 상
당수는 공유경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용자나 제공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도 상당한 수준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경우와 그 도입 혹은 활성화
되기 시작한 시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록 해외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적용된 것이긴 하나, 미국 혹은 유럽과 유사하게 상당수
의 공유경제 기업들이 2010년 초반, 특히 2012년 이후부터 본격화
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동시에 언론의 관심도 2012∼13년에 큰
폭으로 늘어났고, 관련 연구가 증가한 시기도 2014∼15년 정도부터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공유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 역시 해외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한데, 단, 다른 나라와 달
리 공유경제의 대표적 영역 중 하나인 P2P 카쉐어링 공유경제 분야
가 활성화되지 못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우버도입과정에
서 불거진 불법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공유경제 플랫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응한 공유기업은 대체로 매출액(중위값
3천만 원)이나 인력규모(중위값 5인)에 있어 소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고용관계와 관련해서는 순수한
제공자를 근로자로 고려하는 기업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이에 더
해, 일반인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과 공유경제 이용경험을 확인하

요약

ⅴ

기 위해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공유경제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7.0%),
이용자(5.3%), 제공자(3.4%)로서의 참여비율은 전반적으로 미국이
나 유럽의 경우보다는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본 실태조사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관련한 의견을 묻
기도 했는데, 실제 공유경제 운영 실태와 달리 20%가 약간 넘는 응
답자들이 재화나 서비스 제공자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덧붙여, 본 장에서는 공유경제관련 정책적 대응 현황도 살펴보았
다. 대체로 우리나라 공유경제 관련 정책전개과정에서 확인되는 특
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중앙정부보다 지방
자치단체가 보다 큰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 둘째, 공유경
제 논의 초반부터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경제 생태계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행위자로 참여해
왔다는 점, 셋째, 세부 정책방향에 있어 당근과 채찍, 즉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자(예 : 공유서울선언)와 기존 영역과의 갈등중재 혹은
규칙제정자(예 :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행하
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의 흐름
또한 확인해 보았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해외 및 국내 공히 공유
경제 정의, 배경, 동인, 현황, 이로 인한 영향, 정부 역할 등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중 국내 연
구의 경우 많은 연구가 공유경제를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그
치고 있거나 일정 주제에 국한되어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한층 더 심층적이고 다원화될 필요가 있
음을 언급했다. 특히, 고용관계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
구가 매우 드물어 이와 관련한 연구가 신속히 필요하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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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공유기업 사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공유기업 11곳의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현
실 속 공유경제에서 자원제공자-공유기업-자원이용자의 관계맺음
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유
경제 속 행위자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짚어보고자
했다. 먼저 본 장의 전반부에서는 사례 공유기업들이 일상적인 상황
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행위자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
는 방식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공유기업의 일반적 역할과
잠재적 역할에 대해 짚어보았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모든 공유기업
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자원제공자와 자원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중간매개자로서 역할이다. 공유기업은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에게 공유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하
며, 자원을 공유할 때 지급하고 지불받는 금전을 전달하는 채널 역
할을 한다. 그러나 공유경제에서 공유기업의 역할은 단순한 중개자
로서의 역할을 뛰어넘는다. 공유기업은 공유경제 전체를 관할하는
관리자로서 1) 자원제공자와 이용자들을 걸러내는 면접자 역할, 2)
공유자원의 거래 가격을 직․간접적으로 조정하는 가격 조정자 역
할, 3) 자원제공자의 업무에 대한 암묵적 평가자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공유기업이 공유경제 내에서 수동적이고 중립적인 중개자로서
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핵심적인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러나 공유기업들은 공유경제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
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제공자와 이용자
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나 도난사고와 같
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유기업들은 자신의 책
임을 부인하고 책임을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소수의 공유기업들이 공유거래 중에 벌어지는 피해나 위
험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도 직접적인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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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책임을 자원제공자나 이용자에게 돌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
었다. 공유경제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많은 공유기업들이 자신
의 위치를 중개자로 못 박고 자원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공유거래
나 사건사고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했다.
공유경제들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압박을 외부로 분산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관리업무를 맡기기도 하고,
혹은 일부 자원제공자나 이용자에게 관리기능을 이양하기도 했다.
자원제공자나 이용자 중에 일부의 사람을 선출하여 다른 제공자나
이용자를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공유경
제가 성장하게 되면 더 많이 관측될 수 있는 흥미로운 현상이라 하
겠다.
본 장의 후반부에서는 공유기업의 생산양식을 바탕으로 자원제
공자-공유기업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증해 보
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기업과 자원제공자를 기존의 사용자-노동
자의 관계로 볼 수 있을지를 해석하려면, 단지 공유기업과 자원제공
자의 쌍방관계만을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공유경제라는 생산양식
속에서 공유기업과 자원제공자의 생산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사용자-노동자의 관계는 생산요소의 동원양식과 관련이 있
다. 사용자는 자본과 토지를 소유한 생산자이며, 노동자는 노동이라
는 생산요소를 제공하는 생산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제공자공유기업이 노동자-사용자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공유경제에서 생산요소들은 어떤 식으로 동원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유경제의 생산요소 동원방식을 보았을 때, 자원제공자-공유기
업 관계는 다음 세 가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산업경제의
3대 생산요소(토지, 자본, 노동) 동원방식을 고려한다면, 자원제공자
와 공유기업을 기존의 고용관계로 해석하기 어렵다. 자원제공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 노동, 자본을 자원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나 자본가에 가깝다. 반면 공유기업은 자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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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위해 결제나 알선을 대행하는 대행노동자로서의 기능을 담당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공유기업이 얻는 수익은 결제나 알선을 대
행해 주고 얻는 중개수수료에 가깝다. 따라서 자원제공자가 공유거
래를 하면서 당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해 공유기업에게 직접적 책임
을 묻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 산업경제의 4대 생산요소(토지, 자본, 노동, 경영) 동원방식
을 고려한다면, 공유기업들은 공유경제의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유기업들마다 약간씩 경영방식은 다르
지만 유사 프랜차이즈 모기업처럼 프랜차이즈 분점들을 관리하는
최고경영자로서, 혹은 자원제공자의 자원을 위탁 관리하는 전문경
영자로서 실질적 경영권을 크고 작게 행사하고 있었다. 공유기업이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의 공유거래를 통해 얻게 되는 수수료는 일종
의 수익배당금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4대 생산요소의 투입방식
을 고려했을 때, 공유기업은 경영자로서 공유경제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경제에서 핵심적 생산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생산요
소인 디지털 자본을 추가했을 때, 공유기업은 디지털 자본인 인터넷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는 디지털 자본가이다. 인터넷 플랫폼은 자원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품 유휴자원들을 공유상품으로 탈바꿈
시켜주는 디지털 컨베이어벨트(digital conveyor belt)이다. 또한 인
터넷 플랫폼은 수많은 자원제공자와 이용자가 접속하여 상품을 거
래하는 디지털 시장(digital market)이기도 하다. 공유기업은 이러한
인터넷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소유한 디지털 자본가로서 자원제공자
와 이용자가 인터넷 플랫폼에 접속하여 공유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장으
로서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의 유통량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익
을 얻어 부가적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러한 디지털 자본수익
(digital capital income)은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상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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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가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복지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이에 대한 대비책들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자본에 의한 착취대상은 단지 노동자에
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아날로그 세계에서 토지, 자본을 소유한 사
람들도 디지털 자본의 착취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공유경제에서
공유기업이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수익을 올리는 대상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토지와 자본을 투입한 사람들도 포함
한다. 다시 말해, 공유기업의 디지털 자본은 자신의 인터넷 플랫폼
에 접속하는 모든 자원제공자와 이용자들의 아날로그 노동, 토지,
자본으로부터 전방위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수익창출 메커니즘을 가
지고 있는 것이다.
본 사례연구를 통해 탐색한 공유기업의 역할과 공유경제의 생산
관계를 종합했을 때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유
기업과 자원제공자의 관계를 기존의 고용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무
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는 산업경제에서 토지와 자본을 소
유한 사용주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존재를 전제한 개념인
데, 공유경제에서 토지, 노동, 자본의 투입방식은 기존의 산업경제
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공유경제에서는 기존 아날로그 산업
경제처럼 노동자와 자본가가 명확히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유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공
유기업이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의 노동을 일부 대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토지, 노동, 자본만이 아니라 경영이라는
4대 생산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유기업은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제공자도 공동경영자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유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산업경제의 틀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경제의 틀 속에서 보면 공유기
업의 영향력은 거의 압도적이다. 공유기업은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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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본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본가로서 공유
경제의 핵심축이다. 자원제공자와 이용자는 인터넷 플랫폼에 접속
해야만 공유상품을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다. 공유기업은 디지털 공
유경제의 유일한 통로로서 자원제공자와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포
함하여 부차적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를 보았을 때, 공유기업
이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위험에 대한 일
정한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책임의 비중과 분담
비율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에게
공유거래를 통해서 받는 10∼20% 내외의 수수료와 함께, 광고수익,
사업위탁 등 자원제공자와 이용자로 인해 추가적으로 얻는 수익을
고려해서 공유기업에게도 사건과 위험에 대한 비례적 책임을 물어
야 할 것이다.

4. 공유경제와 노동법
제4장은 유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법적 근로
자성 문제를 정리해 보았다. 공유경제는 유휴의 상품을 대상으로 하
는 상품공유형과 유휴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노동법적 분석의 관심 대상은 서비스
제공형 공유경제이다. 서비스제공형 공유경제는 그것을 매개하는
플랫폼의 유형 측면에서 보면 호출형 플랫폼과 군중형 플랫폼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우버나 태스크래빗은 전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나 클라우드플라워는 후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두 가지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에서 나타나는 노동관계를 플
랫폼 노동관계라고 부를 수 있다. 플랫폼 노동관계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플랫폼 근로자)의 임금근로자성 문제와 플랫폼의 사용
자성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전자의 쟁점은 기존의 비임금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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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 즉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상으로는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종속성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보호
가능성에 관한 문제이다. 최근에 판례는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경제적 종속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주었
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종래의 엄격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입법은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경제적 종속성 및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요건이 엄격하여 플랫폼 근로자를 포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자의 쟁점은 간접고용의 문제, 즉 삼면적 노동관계가 제기하는
사용자성의 문제와 유사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성을 근로계
약의 당사자에 한정하지 말고 노동관계에서 수행하는 기능의 측면
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외국의 논의(기능적 사용자 개념론)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의 논의로서는 사업의 개념에 착안하여 사업
을 지배하는 자 또는 사업을 관할하는 자를 사업주로서 사용자로 파
악하고, 이때 사업은 하나의 기업이나 법인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법의 목적에 따라 복수의 기업을 하나의 사업 단위로 파악할 수 있
어야 한다는 논의(동태적 사업 개념론) 등이 제시되고 있다.

5. 공유경제 해외사례Ⅰ: 미국
다음으로 제5장은 미국의 공유경제의 현황과 노동법적 논의를 확
인해 보았다. 미국은 공유경제 활동이 활발한 대표적 국가 중 하나
로, 대표적으로 우버, 에어비엔비 등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교류
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가 공유
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 제공자와 기업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여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노동법적 쟁점이다.
미국의 우버 등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들은 이들이 플랫폼 이용자
일 뿐이며, 따라서 근로자(employee)가 아니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고 주장하며 노동법적 책임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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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제 서비스 제공자들의 근로조건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
지만, 이들의 현실을 살펴보면 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지배를 받고 있
는 경우도 있어 스스로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최근 공유경제 관련 기업에서는 서비스 제공
자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노동법상의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로수
당 등을 요구하는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노동법에서 근로자
판단 방식은 사용자에게 이들을 지배할 권한(right to control)이 존
재했는지, 그리고 노무제공자들이 경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아 근로자 또는 독립계약자 중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들이 법적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실질은
근로자인 자를 형식적으로 독립계약자로 ‘오분류(misclassification)’
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및 사법적 대응이 있어 왔다.
공유경제의 경우, 특히 최근 많은 화제가 된 우버 및 리프트 사건
에서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운전자들을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이 수행하는 운전 업무에 기업 측으로부터 상당한 정도
의 지배가 존재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운전이 우버 및 리프트가
수익을 얻는 영업활동의 핵심적 부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회사
들은 단순한 플랫폼 개발자가 아니라 운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들은 합의로 종결되어 결국 근로자성을 인정하
는 법리로 확립되지는 못하였으나, 미국에서는 현재 다른 공유경제
기업들에서도 서비스 제공자들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다른 소송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이들 모두 플랫폼을 매개한다는 점 외에는 전
통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서 수행하는 업무들(운전, 가사노동, 심부
름 등)에 관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공유경제 기업들이 언제
까지나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공유경제 관련 종사자들은 근로자성 판단 문제 외에도 플랫폼 이
용자들로부터의 평가로 인한 감정노동 유발 문제, 불안정 노동의 문
제, 기술혁신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는 분야인 만큼 경업금지 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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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문제 등 다른 다양한 노동법적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아직 개
별적 근로관계법 영역에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
한 최근의 동향으로 미국 시애틀시에서는 우버 등 앱 기반 운전자
(app based drivers)가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회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된 것을 들 수 있다.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들의 노동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입법론
적 및 해석론적 대응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기존 노동법의 전통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인 ‘종속
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해결방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6. 공유경제 해외사례Ⅱ : 프랑스
마지막으로 제6장은 프랑스의 공유경제의 현황과 노동법적 논의
를 확인해 보았다. 프랑스 경제 전체에서 공유경제가 차지하는 비중
은 아직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유경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도 아직 그렇게 많지 않
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앞으로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 대부분
의 견해가 일치한다.
현재 프랑스의 법제에 의하면, 플랫폼과 이 근로자들 사이에 법
적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근로자들은 임금근로자로 인정
되지 않으며, 플랫폼은 노동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
들이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 근로자들의 노동조건과 사회적 보호가 중
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몇 가지 대안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종속성 개념을 도입하여 플랫폼 근로자에게 임금근
로자에 준하는 사회보험법상 보호를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근로자
공유기업 제도를 도입하거나 창업고용협동조합 제도를 활용하는 것
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창업과 고용을 결합하는 제도이다. 즉 실질

ⅹⅳ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상으로는 자영업자로서 일하는데 형식은 임금근로자의 지위를 부여
하는 것이다.
셋째,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서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사용
자가 되고, 플랫폼은 바우처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전통적인 노동
조합은 임금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의 노동조합운동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소한의 소득보
장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플랫폼이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고자 한다면, 노동의 질과 생산성은 떨어질 것
이며, 우수한 근로자들은 기업을 떠날 것이다. 그러면 이용자들도
떠날 것이다. 네트워크의 외부화가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다. 플랫폼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노동에
의하여 생산된 가치의 일부를 플랫폼이 편취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라고 할 수 있다.

7. 결론 및 정책제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비록 본 연구가 다양한 국가(한국,
미국, 프랑스)의 공유경제활동을 대상으로 복수의 연구방법(문헌연
구, 사례연구, 실태조사 자료분석) 및 학문적 접근방식(사회학, 법
학)을 활용해 이의 이해를 시도했으나, 그 핵심 연구결과는 한 지점
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렴된 결론은 총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유경제와 고용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의 가치는 일하는 사람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하고 있든
인간으로서 일정수준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연구자에 따라 이를 암묵적으로 함축하고 있기도 혹은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기도 하지만(제4장), 연구자 모두는 일하는 사람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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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라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공통점이 발견된
다. 둘째, 공유경제 분야의 고용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용관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생
각하는 생산요소의 프레임(제3장), 우리나라 및 미국에서의 기존 법
적 접근방식(제4장, 제5장)과는 또 다른 형태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셋째,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핵심은
본 논의의 중심을 자원제공자보다는 인터넷 플랫폼에 두어야 한다
는 점이다. 다른 기업과 달리 인터넷 플랫폼이 강력한 디지털 자본
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제3장), 플랫폼이 해당 사업의 관할권자로서
사업주(=사용자)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점(제4장), 플랫폼의 생존
이나 성공에 있어 가장 핵심적 요소가 결국에는 자원제공자라는 점
(제5장)을 고려한다면, 플랫폼에게 자원제공자에 대한 일정정도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본 연구의 공
통적인 결론이었다. 넷째, 이 같은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은 매우 다
양할 수 있다.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한 법해석 방식을 확장
할 수도, 혹은 새로운 범주를 만드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제4장, 제5장), 책임의 집행주체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플랫폼에 상
당한 책임을 부여할 수도 혹은 국가가 많은 부분에서 정책적 개입
을 시도할 수도(제4장, 제6장)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본 연구의 결론을 따른다면, 향후 남은 과제는 인터넷 플
랫폼의 책임수준을 정하고, 이의 구체적 실현에 있어 인터넷 플랫폼
과 국가가 어느 수준에서 역할을 분담할지를 정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를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 초기단계인 현시점에서(제2장) 최대한
신속하게 민․관 협업체를 구성해 이와 관련한 기준 및 구체적 실
행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와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원제공자의 기본권이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제2장, 제3장)가 지속
된다면, 이는 자원제공자 개인뿐 아니라 공유경제 활성화에도 잠재
적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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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위주의 관심만이 아닌(제2장),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
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결국 본 연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공유경제활동에 있어 인터넷 플랫폼은 자원제공자들의 기본권 보장
에 대한 일정정도의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
해 국가는 명확한 기준이나 방식을 신속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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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유행이다. 완전히 사용되지 못한 물건,
공간 등의 재화와 서비스를 이를 보유하고 있는 제공자와 사용을 원하는
이용자 간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거나 혹은 무료로 영리 혹은 비영리 기
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매개체로 활용해 대여하는 활동이 그
핵심에 있는 경제활동 또는 경제체제로 정의할 수 있는 공유경제는 그 짧
은 역사에도 불구, 매우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질
적으로 공유경제활동이 활성화된 것이 2010년 이후임에도 불구(Olson &
Kemp, 2015), 한 연구는 2014년 공유기업이 얻은 수익이 150억 달러에 도
달할 만큼 단기간에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추정했으며, 향후에도
매우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PwC, 2014). 우리나라에서
도 2010년대 초반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www.bigkinds.co.kr), 실제로 다수의 공유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기도 하
다(sharehub.kr). 이에 따라 학문적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2016
년)만 하더라도 숙박, 운송 등 공유기업 대표 사업분야와 관련한 연구(예:
주덕, 2016), 플랫폼 이용자와 관련한 연구(예 : 심수진, 2016) 등 여러 분
야의 공유경제 초기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사회체제와 공유경제활동의 균형이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의 활동이나 범위를 규율하는 법적 혹은 사
회적 기준이 신속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유경제의 경우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방식과는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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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태의 경제활동이라는 특징이 그 핵심에 위치하기에(Sundararajan,
2016), 이와 같은 공유경제 활동의 기준과 관련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공유경제 활동의 사회적․법적 기준 설정이 이 같은 빠
른 속도의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공유경제와
관련한 여러 혼란이나 갈등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공유
경제 카쉐어링에 반대한 프랑스의 택시기사들의 폭력 시위는 이러한 갈
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Verbergt & Schechner, 201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에어비엔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가 합법과 불법
사이에 방치되어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들이 심심
치 않게 발견된다(예 : 박준용, 2016).
공유경제의 등장으로 인해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여러 영역
중, 특히 다양한 논점이 중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노동과
관련된 분야이다(Huws & Joyce, 2016a; Däubler & Klebe, 2016). 이는
개인이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할 경우, 이 노동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와 관련해 기존의 사회적 관행 또는 법체계로 풀기 힘든 다
양하고 복잡한 논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에는 기존의
고용관련 제도로 공유경제를 통한 노동활동을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크고 포괄적인 질문에서부터, 노동관계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의 법
적 지위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의 사생활, 고
객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 등이 존재하는
지, 위험한 작업환경, 건강․심리적 위험에의 노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범국가적 공유경제 활동에서 노동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관할
을 어디에 둘 것인지, 제공자들이 일감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경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회보장을 제공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질문까지 다양
한 논점이 포함된다(Huws & Joyce, 2016a; Däubler & Klebe, 2016). 물
론, 인간의 삶은 일과 함께 나아가기에, 이에 대한 뚜렷하고 명확한 기준
을 설정하는 일은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뿐 아
니라 이와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의 삶의 안녕(well-being)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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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되는 관련연구는 현재까지 매우 드문
실정이다(김기선, 2016).
이 같은 문제의식, 즉 공유경제와 고용관계의 기준설정의 중요성, 그리
고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의 부족을 전체적으로 고려, 본 연구는 현재 그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향후 보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경제 분야의 고용관계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앞서 정리한 다양한 고용관련 논점의 본류(本流)의 수원(水源)에 위치하
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나 노동을 제공하는 개인의 근로자성
에 대해 심층적․다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즉, 공유경제체제에서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핵심 연구질문으로 삼
아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큰 연구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공
유경제에서의 고용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자체에 대한 충분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유경제의 정의와 현
황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확인된 공유경
제의 다양한 정의, 국내와 해외의 공유경제 발전 현황, 그리고 정책적 전
개과정에 대해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둘째, 현시점이 공유경제 활동의 도입기이고 고용관계와 관련한 연구
가 매우 부족함을 고려한다면, 공유경제에서의 고용관계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분석틀
이나 논의구조 등에 있어 매우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사회학과 노동법학
관점에서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근로자성을 각각 바라보고자 한다. 즉,
공유기업 플랫폼 운영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심층면접 자료를 기반으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 둘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과정과, 기존 법률체계
및 법적 논의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근로자성을 확인하는 과
정을 병행해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학문적 접근이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
의 근로자성과 관련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다면적으로 제시해 보
고자 한다.
셋째, 공유경제라는 사회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
로도 새로운 사회현상임을 고려해 볼 때(Martin, 2016), 다른 나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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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또는 근로자성과 관련해 어떤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근로자성과
관련한 각국의 대응방식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여러 국가들 중 미국을
포함한 이유는 공유경제라는 학문적 개념이 시작되었고(Felson & Spaeth,
1978), 대표적인 공유경제 플랫폼인 우버와 에어비앤비 본사가 위치한 곳
이기에(Olson & Kemp, 2015) 근로자성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법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리라는 가정에서였다. 프랑스의 경우는,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공유경제와 관련된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국가라는 점
에서 해당국가의 공유경제 서비스 근로자의 근로자성 논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판단했다.
이상의 연구목적과 연구방향에 기반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공유경제의 정의, 현재의 국내 및 국외 운영현황
및 정책적 전개과정의 특징을 확인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과 제4장
에서는 사회학적․노동법적 관점에서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제5장과
제6장에서는 미국과 프랑스의 공유경제의 현황과 근로자성과 관련한 논
의를 정리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공유경제에서의 고용관계와 관련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매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Martin, 2016) 공유경제의 가장 최근
현황 및 특징에 대해 보다 풍부한 정보, 특히 국내 공유경제 플랫폼 및 잠
재적 참여자 양측의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제공해, 현재 우리나라 공유경
제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연구자, 현장관계자 및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이
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한다. 둘째, 공유기업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학문적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
서 의의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공유경제의 전개과정에서 고용관계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공유경제의 활성화 및 기존 영역과의 조화를 위한 정책적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일정부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2장 공유경제의 정의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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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일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제2장에서는 공유경제의 정
의, 현황, 관련정책 전개과정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연구 전체에서 본 장은 공유경제와 고용․노동의 관련성 논의를 위한 사
전단계 성격을 갖는다.

제1절 공유경제의 정의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영어 ‘sharing economy’
를 번역한 것이다. 실제로 이 sharing economy 혹은 공유경제는 본 연구
에서 사용되는 경제활동 이외에 다른 사회현상 혹은 제도를 지칭하는 용
어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연구자에 따라 포콜라레 운동(Focolare
Movement)에 토대를 둔 모두를 위한 경제(Economy of Communion :
EoC, 강한, 2016)를 지칭하는 다른 용어로, 즉 수익을 나누는 나눔의 경제
의 의미로 ‘sharing economy’ 혹은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활용하기도 한
다(예 : 문병기, 2015; Gold, 2004). 이와는 반대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공유경제 혹은 ‘sharing economy’가 다른 용어로 지칭되는 경우도 빈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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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확인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Codagnone & Marten(2016)은 본 연구에
서 다루는 경제사회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collaborative consumption’
(Botsman & Roger, 2010), ‘access-based consumption’(Bardhi &
Eckhardt, 2012), ‘the mesh’(Gansky, 2010; Codagnone & Martens, 2016서
재인용) 등이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collaborative
economy’(Stokes et al., 2014), ‘gig economy’(Friedmand, 2014), ‘on-demand
economy’(Maselli, Lenaerts, & Beblavý, 2016) 등의 용어 또한 활용되기도
한다(Sundararajan, 2016). 실제로 공유경제를 연구한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이 공유경제라는 용어의 합의된 정의의 부재함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예 : Codagone & Martens, 2016; Erikson & Sørensen, 2016).
이와 같은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둘러싼 혼란스러움을 고려한다면, 공
유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본 용어의 의미를 확인하고, 본 연구
에서 의미하는 공유경제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다양한 공유경제의 정의를 확인해 보고,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공유경제
의 정의를 제시할 것이다.

1. 기존 문헌에 포함된 공유경제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공유경제의 핵심요소를 추출하는 방식을 활용해 공유경제의
정의를 확인해 볼 것이다.1) 먼저, 공유경제의 사전적 정의를 확인하기 위
해 ‘sharing economy’를 정의한 영어권 사전들을 확인해 보면 <표 2-1>
과 같다. 이들 사전에 포함된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들은 공유
경제는 경제적 활동이라는 점, 주로 소유물과 서비스를 공유하거나 일시
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 경제활동의 핵심으로 한다는 점,
이 과정에서 기업보다는 개인이 핵심주체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를 매개
함에 있어 주로 인터넷 혹은 온라인 매개체를 활용한다는 점 등이다.

1) 이러한 접근법 이외에도 공유경제에 내재된 가치를 기준으로도 공유경제를 정의

할 수 있다(예: Schor & Fitzmauric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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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영어권 사전에서 정의한 공유경제
사전

정의

케임브리지
(Cambridge)

“주로 인터넷을 활용해 무료 혹은 유료로 소유물과 서비스를 사
람들 간 나누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체적”(“an economic
system that is based on people sharing possessions and
services, either free or for payment, usually using the internet
to organize this”)

콜린스
(Collins)

“기업보다는 개인 간 직접적으로 재화를 대여하는 경제체제 혹은
체제의 일부”(“an economic system, or part of one, in which
goods are rented or borrowed directly from individuals rather
than from business”)

메리엄웹스터
(MerriamWebster)

“온라인 조직체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의 임시적 접근권한을 구매
하고 판매하는 것에 관련된 경제활동”(“economic activity that
involves individuals buying or selling usually temporary access
to goods or services especially as arranged through an online
company or organization”)

옥스퍼드
(Oxford)

“보통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통해 무료 혹은 유료로 개인 간 자산
이나 서비스를 공유하는 경제체계“(“an economic system in
which assets or services are shared between private individuals,
either free or for a fee, typically by means of the Internet”)

자료 : 케임브리지 사전(dictionary.cambridge.org); 콜린스 사전(www.collinsdictionary.com);
메리엄-웹스터 사전(www.merriam-webster.com); 옥스퍼드 사전(www.
oxforddictionaries.com).

즉, 사전적 의미의 공유경제는 주로 사람들 간 인터넷을 활용해 소유물
이나 서비스를 공유하는 경제활동이라 요약할 수 있다. 대표적 공유기업
중 하나로 언급되는 우버(Uber, www.uber.com)가 행하는 활동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이들 정의 간의 차이점도 일부 확인되는데, 이에는 무료 공유 활
동이 공유경제에 포함될 수 있을지의 여부(free, buying or selling), 공유
의 대상이 재화(goods)에만 한정되는지 혹은 서비스(services)나 자산
(assets)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따로 그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공유 활동(예 : 네이버굿즈에서 무료 공유, NeighborGoods,
www.neighborgoods.net)이 공유경제 활동에 포함될 수 있을지의 여부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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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일부 연구의 공유경제 정의
저자

정의

Botsman
(2013)

“유로 혹은 무료로 현재 온전히 활용되지 않는 공간, 기술, 물건까
지 여러 자산을 공유하는 경제모델”(“an economic model based
on sharing underutilized assets from spaces to skills to stuff
for monetary or non-monetary benefits.”)

Koopman,
Mitchell, &
Thierer
(2015)

“온전히 활용되지 않는 자산의 나눔이나 교환을 위해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한데 모은 시장”(“any marketplace that brings together
distributed networks of individuals to share or exchange otherwise
underutilized assets” (531))

Martin,
Upham, &
Budd
(2015)

“사람들이 매우 큰 폭의 범위에서 P2P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the online platform which enables citizens to
engage in peer-to-peer (P2P) forms of economic activity at an
unprecedented scale” (243)

Zervas,
Proserpio, &
Byers
(2014)

“매우 많은 사람들이 요금을 지불하고 온전히 활용되지 않는 물
품을 협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broad segments of population
can collaborately make use of under-utilized inventory via feebased sharing” (2)

자료 : Bothsman(2013); Koopman et al.(2015); Martin et al.(2015); Zervas et al.(2014).

한편, 관련 연구자들 또한 공유경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정의된 공유경제 개념 일부를 정리해 보면 <표 2-2>와
같다. 본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자들의 정의는 위 사전적 정의보
다 훨씬 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 차이에는 인터넷이나 온라인 플
랫폼을 필수 요소에 포함하는지 여부, 교환 등 공유의 범위, 금전적 대가
여부 등이 이에 포함된다.
비록, 위에서 제시한 정의들은 큰 틀에 있어 공유경제가 무엇인지에 대
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개별
온라인 플랫폼의 포함여부나 구체적 공유활동의 포함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공유경제를 이해하
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례가 포함된 공유경제의 정의 또한 확
인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Schor & Fitzmaurice(2015)는 공유경제의 특징으로 낯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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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과의 교류, 디지털 기술에의 의존, 수준 높은 문화적 자본 소비자
(high cultural capital consumer)의 많은 참여를 언급하면서, 크게 네 가지
로 공유경제를 범주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 범주는 물품의 재
순환(recirculation of goods), 내구적 자산 활용의 최적화(optimizing the
use of durable assets), 서비스의 교환(exchange of services), 사회적 연계
와 경험의 창출(creation of more social connection and social experience)
이다. 먼저, 첫 번째 유형에 포함되는 플랫폼으로는 중고물품판매 플랫폼인
이베이(ebay, www.ebay.com)를 대표적 예로 들 수 있으며, 두 번째 유형
에는 우버나 에어비엔비(Airbnb, www.airbnb.com)와 같이 소유물을 공유
하는 대표적 공유경제 플랫폼과 짚카(Zipcar, www.zipcar.com)와 같은
B2P 공유기업, 그리고 앞서 언급한 네이버굿즈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세 번째 유형에는 서비스를 공유하는 대표적 공유경제 기업인 태스크래빗
(TaskRabbit, www.taskrabbit.com)이, 네 번째 사회적 연계와 경험의 창출
유형에는 교육관련 공유기업인 스킬쉐어(Skillshare, www.skillshare.com)
등과 P2P 대출인 렌딩클럽(Lending Club, www.lendingclub.com) 등이
포함된다. 즉, 저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공유경제에는 매우 폭넓은 경제활
동, 즉 P2P 거래뿐 아니라 B2P 거래, 소유물의 공유뿐 아니라 이전, 유료
거래뿐 아니라 무료거래,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어 돈을 공유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플랫폼 운영주체의 경우, 저자들
은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공
유기업을 비공공부문으로만 한정하려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다음으로, Sundararajan(2016)은 공유경제를 다섯 가지 특성을 지닌 경
제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다섯 가지 특징은 시장에 기반
(market-based)을 둔다는 점, 모든 것을 최대한 역량(full-capacity)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크라우드 기반 네트워크(crowdbased networks)를 활용한다는 점, 개인과 전문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
다는 점, 일과 여가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공유
경제의 구체적인 예로, 무료 숙박 공유기업인 카우치서핑(CouchSurfing,
www.couchsurfing.com),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킥스타터(Kickstarter,
www.kickstarter.com)와 P2P 대출인 펀딩서클(Funding Circle,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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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circle.com), 태스크래빗 등의 서비스, 개인 소공예 물품을 주문판
매하는 엣시(Etsy, www.esty.com) 등을 들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돈 자
체가 공유물인 경우도 공유경제에 포함될 수 있으며, 카우치서핑과 같은
무료공유 역시 이에 포함된다. 단, 크라우드 기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저자의 정의에 따르면 B2P 거래는 공유경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저
자는 소유물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베이의 경우 물건을 판매하는 플랫
폼이기에 공유경제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Olson & Kemp(2015)는 공유경제를 세 가지 요소를 갖는 시장으로 정
의하고 있다. 저자들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이용자, 초과공급과 경
제적 이득, 인터넷으로, 공유경제에서는 개인, 기업, 심지어 기계까지도
이용자가 될 수 있음을, 자산 혹은 기술 등의 초과공급이 존재하고 공유
를 하는 사람과 이용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되어야 함을, 공유를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이 활용되어야 함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저자들은 에어비엔비와 같은 숙박업, 우버와 같은 운송, 피봇데스크와
같은 사업관련 공유, 킥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 태스크래빗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공유기업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의 연구 전체
를 확인해 보면 P2P라는 요소를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으며, 돈 자체가
공유물인 경우에도 공유경제의 한 종류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더해, 카우
치서핑과 같은 무료공유활동을 하는 기업도 공유경제의 예에 포함하고 있
다. 단, 저자들은 Sundararajan(2016)의 견해와 동일하게, 이베이는 소유권
이 이전되는 것이기에 공유경제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Martin(2016)은 앞서 언급한 본인연구(Martin et al., 2015)
를 기반으로 크게 네 가지 공유경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유
형에는 에어비엔비와 카우치서핑 등이 포함된 숙박, 짚카와 우버 등이 포
함된 자동차공유, 태스크래빗이 포함된 P2P 고용시장, 물건을 무료로 공
유하는 프리사이클(Freecycle, www. freecycle.org), 이베이 등이 포함된
P2P 공유 및 자원재활용 등이 포함된다. 비록 저자의 공유경제정의에는
P2P를 강조하고 있으나, B2P 거래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소유물
의 이전, 무료공유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돈을 공유하는
경제활동은 그 공유경제영역 구분이나 구체적인 예로 포함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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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더해, 위 Schor & Fitzmaurice(2015)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플랫
폼 조직 운영주체를 영리, 사회적기업, 비영리 등 비공공영역으로 한정하
고 있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이상의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보면, 연구자들이 제시한 정의들 간에는 상
당히 많은 공통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는 공유경제 활동이
무언가를 주거나 받는 경제활동(economic activity)이라는 점, 그 경제활
동의 핵심에는 빌리거나 대여하는 활동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renting or
sharing), 이러한 공유 경제활동에 거래되는 품목의 핵심은 물건 및 공
간을 포함한 재화와 서비스라는 점(goods and services), 이러한 경제활
동의 매개체로 인터넷 플랫폼(internet platform)이 활용된다는 점, 이
인터넷 플랫폼 운영의 핵심주체는 비정부, 영리 혹은 비영리 조직(nongovernmental, forprofit or nonprofit organizations)이라는 점, 이 경제활
동에 포함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은 완전히 사용(underutilized)되지 않았다
는 점, 경제활동에 금전적인 이익(monetary and non-monetary benefit)이
필수요소가 아니라는 점, 이용자와 제공자(user and provider) 사이의 경
제활동이 그 핵심에 위치한다는 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세부적으로 개별
정의마다 포함되는 구성요소가 일부 차이를 보였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B2P 거래를 공유경제에 포함시키기도 했으며, 금전적인 대가를 통한 소
유물의 이전이나 크라우드 펀딩과 같이 돈을 직접 공유하는 활동을 공유
경제에 포함시키는 일부 연구자들도 존재했다.
물론 앞서 언급한 공통요소 역시, 일부 연구자들에게는 공유경제를 구
성하는 주요요소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서 Zervas et al.(2014)은
공유경제를 무료가 아닌 일정 대가가 필요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이 정의를 따른다면 공유경제는 반드시 금전적인 대가가 수반되는 활동이
어야 한다. 이에 더해, 본 연구가 다수의 연구를 통해 공유경제의 핵심적
인 내용을 추출하는 일견 실용적인 접근을 활용했으나, 이 같은 공유경
제의 형식적인 구조나 내용보다 공유경제 활동을 발현시키게 하는 내재
된 가치나 의미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앞서 정리한 공
유경제의 공통 요소들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화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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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유경제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존 연구들을 통해 추출한 공통요소를 중심으로
주요 공유경제활동을 정의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를 1)
현시점에서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2) 물건, 공간 등의 재화와 서비스를 3)
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사용을 원하는 개인 간에 4)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거나 혹은 무료로 5) 영리 혹은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6) 인터
넷 플랫폼을 매개체로 활용해 7) 대여하는 활동이 그 핵심에 있는 8) 경
제활동 또는 경제체제로 정의한다.
만약, 이와 같이 공유경제를 정의한다면, 앞서 언급한 짚카, 혹은 우리
나라의 쏘카(www.socar.kr) 등 제공자 없이 플랫폼이 직접 재화를 소유
하고 있는 형태의 경제활동은 주요 공유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
유물의 이전활동을 하는 플랫폼인 이베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고나라
(cafe.naver.com/joonggonara)와 같은 플랫폼 역시 주요 공유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앞서 언급한 킥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기업 역시 핵심 공유경제활동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확인한 여러 연구들에서 보듯이 이 같은 공유경제의 핵심영
역 이외에 B2P 거래, 소유물의 이전, 돈을 직접 공유하는 활동, 혹은 예외
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공유경제행위 등(예 : Cooper
et al., 2015), 즉 공유경제의 주변부에 위치한 여러 활동들 또한 공유경제
활동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공유경제에 주
변부 혹은 경계에 위치한 활동이 이하에서 전개되는 개별 연구주제에 따
라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들 역시 공유경제 활동으로
포함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핵심영역에 포함된 공유경
제활동 위주로 주요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지만, 본 연구가 고용관계를 다
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기에, 개별 연구 주제에 따라 논의의 성격상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경제 영역 주변부에 위치한 활동 또
한 포함해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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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외 공유경제의 현황

다음으로 본 절에서는 공유경제 현황, 특히 해외 현황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일부 연구를 통해 전 세계 공유경제활동 규모를 개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현시점에서 이와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대
표적 추정치 중 하나가 PwC(2014)에서 제시한 수치인데, 본 연구는 2014
년을 기준으로 여행, 자동차 공유, 금융, 서비스, 음악 및 비디오 스트리밍
등 총 다섯 가지 영역의 공유경제활동이 전 세계에서 약 150억 달러의 수
입을 발생시켰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PwC는 최근 또 다른 연구
를 통해 유럽 지역 내 공유경제활동 규모 추정치도 제시하고 있는데(European
Commission, 2016; Vaughan & Daverio, 2016), 저자들은 2015년을 기준
으로 유럽 내 자동차공유, 숙박, 운송, 서비스 제공영역의 공유경제활동
이 약 280억 유로의 거래액, 약 40억 유로의 수입을 발생시켰다고 추정하
고 있다. 실제로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이들 공유경제영역이 예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Vaughan & Daverio,
2016).
이 외에 또 다른 연구자들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거나 규모가 큰 플
랫폼 목록을 제시하거나(예: Codagnone, Biagi, & Abadie, 2016; Olson &
Kemp, 2015), 빅데이터 분석 혹은 실태조사를 통해 잠재적 이용자와 제공자
의 공유경제 참여현황을 정리하고 있기도 하다(예: Huws & Joyce, 2016a;
JPMorgan Chase & Co. Institute, 2016; Smith, 2016). 먼저, Codagnone et
al.(2016)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인터넷 플랫폼을 열거
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운영되지 않거나 본고의 핵심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을 제외한 뒤 이들 플랫폼을 정리하면 다음 <표 2-3>과 같
다. 본 표에 제시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면, 대표적인 서비스는
운송, 숙박, 마이크로태스크 등 다양한 서비스, 공간대여 등의 사업이 이
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설립연도를 확인해 보면 예외적
인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 2005년 이후 설립되었으며, 특히 10개의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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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2012년을 포함해 2010년 이후 설립된 기업이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저서가 유럽에서 발간되었음에도, 이들 플랫폼의
과반이 미국, 특히 16개 기업이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의 샌프란시스
코(San Francisco)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 전 세계 공유경제 플랫폼의 예
플랫폼

설립일

위치

제공업무

Airbnb

2008

미국(San Francisco)

숙박

Amazon Mechanical
Turk

2005

미국(Seattle)

서비스(마이크로태스크)

BlaBlaCar

2006

프랑스(Paris)

운송(차)

Care

2006

미국(Waltham)

서비스(대인케어)

Carpooling

2001

독일(Munich)

운송(차)

Classpass

2011

미국(New York)

공간(헬스클럽)

Clickworker

2005

독일(Essen)

서비스(마이크로태스크)

Cohealo

2011

미국(Boston)

장비(의료)

CouchSurfing

2005

미국(San Francisco)

숙박

CrowdFlower

2009

미국(San Francisco)

서비스(데이터)

Crowdgure.de

2008

독일(Berlin)

서비스(마이크로태스크)

Crowdsource

2010

미국(Swansea)

서비스(마이크로태스크)

EasyCarClub

2014

영국(London)

운송(차)

EatWith

2012

미국(San Francisco)

서비스(음식)

9Flats

2009

독일(Berlin)

숙박

Favor

2013

미국(Austin)

서비스(심부름)

Fieldagent

2009

미국(Fayetteville)

서비스(정보)

Freelancer

2009

호주(Sydney)

서비스(마이크로태스크)

Freecycle

2003

미국(Tucson)

장비(물건)

Gigwalk

2011

미국(San Francisco)

서비스(마이크로태스크)

GoMore

2005

덴마크(Copenhagen)

운송(차)

Handy

2012

미국(New York)

서비스(집안일)

HomeAway

2005

미국(Austin)

숙박

HomeExchange

1995

미국(Hermosa Beach)

숙박

HourlyNerd

2013

미국(New York)

서비스(컨설팅)

Jepti

2011

덴마크(Hørsholm)

장비(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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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의 계속
플랫폼

설립일

위치

제공업무

Instacart

2012

미국(San Francisco)

서비스(쇼핑 및 배달)

Lingjob

2013

영국(London)

서비스(통번역)

Luxe Valet

2013

미국(San Francisco)

운송(차)

Lyft

2007

미국(San Francisco)

운송(차)

Munirent

2014

미국(Ann Arbor)

장비(건설장비 등)

Neighborgoods

2009

미국(Los Angeles)

장비(물건)

Oltretata

2011

이탈리아

서비스(집안일)

Parkinghood

2013

스페인(Barcelona)

운송(주차)

Postmates

2012

미국(San Francisco)

서비스(배송)

Peerby

2011

네덜란드(Amsterdam)

장비(물건)

RelayRides

2008

미국(San Francisco)

운송(차)

Sailsquare

2012

이탈리아(Milan)

운송(보트)

Sfinz

2011

이탈리아(Rome)

서비스(일반)

ShareDesk

2012

미국(San Francisco)

공간(사무실)

Shareyourmeal

2012

네덜란드

서비스(음식)

Sidecar

2012

미국(San Francisco)

운송(차)

Smarthost

2014

미국(New York)

숙박

SnappCar

2011

네덜란드(Utrecht)

운송(차)

Shyp

2013

미국(San Francisco)

서비스(배송)

TaskRabbit

2008

미국(San Francisco)

서비스(일반)

TimeBanks

1995

미국(Washington D. C.)

서비스(일반)

Topdesigner

2012

체코(Hamry nad Sázavou)

서비스(마이크로태스크)

Twago

2009

독일(Berlin)

서비스(마이크로태스크)

Uber

2009

미국(San Francisco)

운송(차)

Upwork

1998

미국(San Francisco)

서비스(마이크로태스크)

Wegolook

2012

미국(Oklahoma City)

서비스(정보)

주 : 1) 연도 및 위치는 개별 플랫폼의 홈페이지, 자체 페이스북 및 블로그 정보를
주로 이용했으며, 이 외에 Olson & Kemp(2015), www.linkedin.com, www.
crunchbase.com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를 추가했음.
2) 설립일은 인터넷 플랫폼 생성일 혹은 기업 설립일임.
3)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확인해 본 연구의 정의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정했으
나,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힘.
자료 : Codagnone et a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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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실리콘밸리 미디어인 벤처비트는 2015년 6월,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갖는 공유기업 17곳을 언급하고 있는데(Koetsier, 2015),
이 중, 본 연구의 공유경제에 포함되는 기업은 에어비엔비(숙박), 리프트
(Lyft, www.lyft.com, 운송), 체그(Chegg, www.chegg.com, 교육), 인스타카
트(Instacart, www. instacart.com, 서비스), 우버(운송), 홈어웨이(HomeAway,
www.homeaway.com, 숙박, 이상 미국), 프리랜서(Freelancer, www.freelancer.
com, 서비스, 호주), 콰이디다처(Kuaidi Dache, 현 디디추싱, www. xiaojukeji.
com, 운송, 중국)이다. 앞서 플랫폼 목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들 기
업 중에도 운송과 숙박분야 기업이 가장 많으며,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요약하자면, 공유기업
플랫폼은 2000년 중후반 이후 본격화되어 2010년 이후 급속히 성장했으
며, 대표적 분야는 숙박과 차량공유 등의 운송이고, 미국 특히 캘리포니
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발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공유경제와 관련한 대중이나 연구자들의 관심이 활발해진 것도
2010년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Martin(2016)과 Cheng(2016)의 연구를 확
인해 보면, 공유경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증가되기 시작한 것은 2011∼
12년,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2013∼14년 시기였음이 확인되며, 학문적으
로도 2011∼12년에 관심이 증가하다 2014∼15년에 그 관심이 폭증했음이
확인된다(그림 2-1 참조).
다음으로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수준은 최근 국가 혹은 지
역별로 행해진 일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먼저 유럽의 경우,
2016년 유로바로미터(2016 Eurobarometer) 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인
52%가 협력경제(collaborative economy)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음이 확인
된다(European Commisson, 2016). 미국의 경우 Smith(2016)의 연구에 의
하면,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27%,
이 용어를 알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운송과 숙박관련 공유활동을 알고 있
는 사람이 45∼66%로 나타났다(Smith, 2016). 이 같은 결과는, 비록 그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경제활동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2)
2) 위 두 실태조사는 다른 주체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조사이기에 수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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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공유경제 용어의 연도별 신문기사 노출빈도수 및 학술지 발표수

자료 : Cheng(2016: 62); Martin(2016: 153).

이에 더해 이용자, 즉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참여경험에 대
한 내용 역시 위 조사결과들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로바로미터 설문결
과, 응답자들의 17%가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 보았다고 응답했으며,
Smith(2016)의 조사결과에서는 숙박과 운송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
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11∼15%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후자의 연구에
서는 이 두 분야의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자 비율이 50대 이상보다는 50대
미만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실태조사결과 또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험 또한
절대적 비교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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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자료 결과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먼저,
Huws와 Joyce는 최근 일련의 연구를 통해(2016b; 2016c; 2016d; 2016e;
2016f) 유럽 여러 국가의 크라우드 워킹(crowdworking)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앞서 언급
한 우버, 업워크, 핸디 등에서 일을 찾고자 시도해 본 사람이 각국별로 전
체 응답자의 18∼36%에 달하며, 8∼18%는 1년에 한 번 이상 플랫폼에서
자원제공자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미국의 경
우 최근 발표된 은행계좌 빅데이터 분석 연구를 통해 플랫폼 자원제공자
의 잠재적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JPMorgan Chase & Co. Institute,
2016) 본 연구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0개 주요 공유기업에
서 수입을 올린 기록이 있는 미국인이 전체 성인의 약 4.2% 정도임을 보
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본 공유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이 전체 개인수입에
서 차지하는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는데, 앞서 언급한 유럽의 설
문조사에서는 전체 수입의 반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국가별로
42∼59% 정도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조사에서는 자원 제공자들이 재화 및
서비스 제공 플랫폼에서 전체 개인 수입의 약 20%, 33%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비록 이용자와
제공자로서 공유경제활동 참여규모는 공유경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규모에 비해 작은 수준이지만, 본 공유경제가 적어도 소수의 사람들만의
전유물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절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현황

1.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발전 및 공유기업 플랫폼 예
만약 앞서 언급한 공유경제의 핵심적 특징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않더라
도, 공유경제를 통해 실현되는 가치, 즉 경제적 절약, 타인과의 교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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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국내 공유경제 용어의 연도별 신문기사 노출 빈도수 및 학술지 발표수

자료 : 카인즈(www.bigkinds.co.kr, 한국언론재단);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환경 친화적인 생활, 기업중심 경제에 대한 변화(Schor & Fitzmaurice, 2015)
등의 가치만을 그 기준으로 상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전부터 행해 왔
던 벼룩시장, 중고물품 바자회 등의 활동도 공유경제의 한 종류라 이야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 및 최근 다수의 연구
에서 활용되는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대체로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 사람
들 간의 교류의 폭이 비약적으로 확대된 이후의 경제활동만을 지칭하는
데 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의미의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활용되
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외국의 경우와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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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지 않는다. 앞서 해외 현황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 공유경제 관련
연도별 기사 수 및 논문 수를 확인해 보면(그림 2-2 참조), 공유경제라는
단어가 기사에 빈번하게 활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2∼13년, 그리고 이
와 관련한 연구가 증가한 시기는 2014∼15년이었다.
그렇다고, 해외의 경험과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공유경제라
는 개념이 생겨난 것은 아니다. 즉, 이 같은 사회현상을 공유경제라는 용
어로 규정짓고 이 같은 개념이 확산되게 된 것은 해외의 경험을 이해하거
나 해외 기업의 운영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한 불특정 다수 간의 교류가 공유경제 활동 이
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확산 초기라 할 수 있는 1999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싸이월드
가 운영되기 시작했으며(전상권․신승중, 2011),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역시 2003년부터 운영되어 왔다(문현수․이영석, 2015).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자연스럽게 공유경제라는 개념으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이
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외의 공유경제활동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공유경
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라 판단된다. 앞서 확인한 공유경제 관련 초
창기 기사를 확인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사내용이 공유경제와 관련한
해외 흐름을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예 : 백소용, 2012; 김희경․김
우섭, 2012), 초기 공유기업들이 외국 기업의 ‘한국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예: 손재원, 2012), 2012년 9월 서울특별시 공유도시 서울선언
문건에도 ‘sharing economy’와 ‘collaborative consumption’이라는 개념 및
이와 관련한 외국의 기사를 소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서울특별시, 2012).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인식할 수 있
게 된 것도 결국 공유경제 대표기업 중 하나인 우버의 불법운영과 관련한
논란이 큰 역할을 했다 판단된다(예 : 김민성, 2013). 즉, 우리나라에서 공
유의 전통은 상당히 오래되었고,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교류한 경
험도 상당시간 누적되어 있었으나, 공유경제라는 개념 자체는 해외의 경
험이나 논의를 통해서 확산된 것이라 판단된다.
연구자가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공유경제 플랫폼 전체의
규모와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서울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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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공유허브(sharehub.kr)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 우
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공유경제 플랫폼을 확인할 수 있다. 만
약 공유허브에 자신의 업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해당 업체
는 공유허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주체에 기업등록을 요청하고, 운
영주체는 해당 기업이 공유경제 플랫폼인지 간단히 확인한 후 이 기업을
공유허브에 등록하고 있다.3)
2016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공유허브에는 총 159개의 기업이 등록되
어 있는데, 이 중 앞서 제1절에서 언급한 공유경제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과 2016년 12월 2일을 기준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업들을 제외하면
총 52개 공유기업이 확인된다(표 2-4 참조). 이들 52개 기업 전체를 앞서
제시한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들과 비교해 보면, 설립연도나 제공업무 등에
<표 2-4> 공유허브에 포함된 공유기업의 예
플랫폼

설립연도

홈페이지

제공업무

Airbnb

2013

www.airbnb.co.kr

숙박

BNB Hero

2012(회사설립)

www.bnbhero.com

숙박

WOOZOO

2012(회사설립)

www.woozoo.kr

주거

공쓰재

2013

www.twr.or.kr

장비(공연소품)

공유독서실

2014

www.gongdok.com

공간(독서실)

국민도서관 책꽂이

2011

www.bookoob.co.kr

장비(도서)

꿈꾸는도토리

2012

cafe.naver.com/028136750

서비스, 장비
(아동대상)

도너도넛

2012

www.donordonut.com

장비(물품)

동네발전소협동
조합

2014(회사설립)

www.villagenschool.com

서비스(교육)

라보

1973(회사설립)

www.labo.or.kr

숙박

라쉐

2014(회사설립)

www.lightshare365.com

장비(물품)

마이리얼트립

2012(회사설립)

www.myrealtrip.com

서비스(여행)

마이샵온샵

2013(회사설립)

www.myshoponshop.com

공간(매장)

모두의 주차장

2013

moduparking.com

운송(주차)

버스킹플레이

2013(회사설립)

www.buskingplay.com

공간(문화)

3) 이는 홈페이지 운영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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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의 계속
플랫폼

설립연도

홈페이지

제공업무

빌북

2015

www.bilbook.kr

장비(도서)

서울라이트러닝

2012

www.seoulitelearning.com

서비스(교육)

소셜게더링 지팝

2013

zipop.kr

서비스(모임)

소셜다이닝 집밥

2012(회사설립)

www.zipbob.net

서비스(음식)

소셜멘토링잇다

2013

itdaa.net

서비스(교육)

숨고

2015

www.soomgo.com

서비스(교육)

쉐어하우스

2013

sharehows.com

서비스(교육)

스테이즈

2014(회사설립)

www.stayes.com

숙박

스페이스쉐어

2015

spaceshare.kr

공간(다목적)

스페이스클라우
드

2014

www.spacecloud.kr

공간(다목적)

쎌팍

2013(회사설립)

www.sellpark.kr

운송(주차)

쏘시오

2015

m.ssocio.com

장비(물품)

씨네에그

2014

www.facebook.com/cinegg

공간(문화)

아이디어팩토리

2013

www.idea-factory.kr

공간(사무실)

아이-베이비

1999

www.i-baby.co.kr

장비(육아용품)

에어클래스

2012(회사설립)

www.airklass.com

서비스(교육)

에이유디사회적
협동조합

2014(회사설립)

www.facebook.com/audsc

서비스(장애인
도움)

열린옷장

2011(회사설립)

www.theopencloset.net

장비(의류)

오픈컬리지

2012

www.opencollege.kr

서비스(교육)

온오프믹스

2014

onoffmix.com

서비스(모임)

위시빈

2012

www.wishbeen.co.kr

서비스(여행경험)

위즈돔

2012

www.wisdo.me

서비스(교육)

재능넷

2013(회사설립)

www.jaenung.net

서비스(마이크
로태스크)

조인어스코리아

2010(회사설립)

www.joinusworld.org

서비스(모임)

처치플러스

2013

blog.naver.com/churchplus12

공간(결혼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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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의 계속
플랫폼

설립연도

홈페이지

제공업무

코멘토

2015

comento.kr

서비스(교육)

코자자

2012(회사설립)

www.kozaza.com

숙박

키플

2012

www.kiple.net

장비(육아용품)

타임투박스

2013(회사설립)

timeman.kr

서비스(마이크
로태스크)

파킹플렉스

2015

www.parkingplex.co.kr

운송(주차)

퍼니피플서비스

2013

www.funnypeople.co.kr

서비스(IT태스크)

프리모아

2012

www.freemoa.net

서비스(IT태스크)

플레이플래닛

2012(회사설립)

www.letsplayplanet.com

서비스(여행)

한인텔

2009

www.hanintel.com

숙박

함께꿈꾸는 ‘마을’

2013(회사설립)

www.maeulstory.com

주거

홈스테이인

2012(회사설립)

www.homestayin.com

숙박

홈스테이코리아

1998(회사설립)

www.homestaykorea.com

숙박

주 : 1) 설립연도 및 제공업무는 개별 홈페이지 참고.
2) 복수의 검색과정을 거쳤으나 현상태 등에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sharehub.kr 및 개별 기업 홈페이지.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해외 다른 공유기업과
마찬가지로 많은 기업이 2012년 이후에 설립되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의 사업영역 또한 숙박, 공간공유, 서비스 등 해외 공유
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이 확인된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차이점은 해외 공유기업의 경우 운송, 특히 카쉐어링 플랫폼이 그 핵심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유경제 플랫폼 또한
카쉐어링 플랫폼인 데 반해(Telles, 2016),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분야가 활
성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차이에는 앞서 언급한 국내 우
버 도입 과정에서 불거졌던 불법논란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
된다. 즉, 사업 초기단계에 발생했던 불법논란이 카쉐어링 관련 플랫폼 사
업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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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기업 플랫폼 실태조사
이들 국내 공유기업 운영 실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유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원칙적으로 본 조사의 모집단
(population)은 실태조사 시점에 국내에서 공유경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공유기업 전체라 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자가 확인하
는 범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차
안으로 공유허브 홈페이지에 포함된 공유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
다. 구체적으로 2016년 7월 26일자 기준 159개 기업 중, 정부에서 운영되
는 조직이나 플랫폼, 공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기업, 온라
인 플랫폼이 없는 기업 등 공유기업이 아님이 명확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제외한 뒤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실태조사 진행 과정 등에서 운영되
지 않음이 확인된 기업4)들 등을 추가적으로 제외하면(12월 2일 기준), 본
연구에서 설문 가능한 공유기업은 총 82개로 제한된다. 이에 추가해, 이
들 중 본 연구에서 정의한 핵심적 공유경제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
을 최종적으로 제외하면 전체 공유경제 기업은 앞서 <표 2-4>에서 언급
한 52개 정도만 남게 된다.
이들 기업 중,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응한 공유기업 수는 전체 82개 중
30개소, 52개 중 16개소였으며, 응답률은 각각 36.6%, 30.8%로 계산된다.
이들 응답기업의 특성은 다음 <표 2-5>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5) 표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언급한 두 분류에 포함된 기업의 특성은 대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먼저 설립연도의 경우 2012∼14년에 설립된 기
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2015∼16년)에 설립된 기업 수가 상대
적으로 적은 이유 중 하나는 설문항목에 매출액 등 경영성과지표가 다수

4) 설문과정에서 결번, 연락처 없음, 공개된 연락처 오류, 수신정지, 폐업, 공유경제 서
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확인된 기업 등을 운영하지 않는 기업으로 분류했다.
5) 본 실태조사에 활용된 기업목록, 즉 공유허브 홈페이지 내 기업들 자체가 전체 공
유기업을 대표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에, 본 실태조사 결과를 국내에 운영 중
인 전체 공유기업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
가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 결과는 국내 공유기업 초기 활동을 이해하
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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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공유기업 실태조사 참여기업 특성
(단위 : 개소, %)
공유기업이 아님이 본 연구의 공유경제의
명확한 기업 제외한 핵심정의에 부합하는
전체 응답기업(30개소)
기업(16개소)
항목
설립
연도

소재
지

조직
형태

업종

세부구분
개소
2011년 및 그 이전
7
2012～14년
19
2015～16년
4
계
30
서울, 인천, 경기
29
그 외 지역
1
계
30
사단법인
4
상법상회사
23
비영리민간단체
1
협동조합
2
계
30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
7
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
비스업
기타
계
주요 예
사업 아니오
여부
계

비율
23.3
63.3
13.3
100.0
96.7
3.3
100.0
13.3
76.7
3.3
6.7
100.0

개소
4
12
0
16
16
0
16
3
11
1
1
16

비율
25.0
75.0
0.0
100.0
100.0
0.0
100.0
18.8
68.8
6.3
6.3
100.0

23.3

6

37.5

20.0
10.0
13.3
6.7

2
0
3
2

12.5
0.0
18.8
12.5

5

16.7

3

18.8

3
30
25
5
30

10.0
100.0
83.3
16.7
100.0

0
16
13
3
16

0.0
100.0
81.3
18.8
100.0

자료 : 2016 공유경제 플랫폼 실태조사.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기업들이 많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
문이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재지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위치
한 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공유허브 웹사이트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홈페이지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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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직형태와 관련해서는 응답기업 거의 대다수가 상법상 회사이며,
이 외에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형태의 일부 기업도 설문에
참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참여기업의 사업분야는 일부 업종
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본인의 기업을 출판영상방송통
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 외
에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응답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업종분포는 공유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숙박, 교육, 여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임을 고려한다면, 일정부분 설명가능한 응답
결과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들 응답기업 대부분이 공유경제 관련 활
동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기업들의 일반 운영현황을 정리해
보면 <표 2-6>과 같다. 먼저, 자원 제공자 및 이용자 규모와 관련, 실태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대체로 플랫폼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수가 이를 제공하는 사람 수에 비해 많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공유
경제 핵심정의에 부합하는 기업의 이용자 및 제공자 수 평균 및 중위값을
확인해 보면, 제공자 중위값은 300명, 이용자 중위값은 840명으로 나타났
다. 적극적 이용자나 제공자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 경향을 보이며 제공
자, 이용자 중위값은 각각 75명, 95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금전거래방식의 경우, 이용자와 제공자 간 직접거래 방식과
플랫폼 매개 방식이 혼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 두 방식을
활용하는 응답기업 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격설정의
경우, 제공자뿐 아니라 플랫폼도 상당부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플랫폼 자체 혹은 플랫폼과 제공자가 협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기업 중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다(각각 55.2%,
53.3%). 마지막으로 플랫폼이 수익을 얻는 대상과 관련해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이 제공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보다는 많
았으나, 이용자와 제공자 양측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을 합하면
제공자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는 기업의 비율도 낮은 수준은 아니었다(각
각 40.7%,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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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의 경제적 성과를 확인해 보면, 최근에
설립되거나 운영되기 시작한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높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지는 못했다(중소기업청, 2015). 공
유경제 핵심정의에 포함하는 기업만을 확인해 보면, 매출액 중위값은 3천
만 원 수준이었고, 영업이익 중위값은 -435만 원 수준이었다. 그나마 2016
년 예상치는 2015년의 경제적 성과를 웃도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었다.
<표 2-6> 공유기업 실태조사 참여기업 운영현황
(단위 : 개소, 명, %, 만 원)
항목

구분

제공자 인원
이용자 제공자 적극활
및 동인원
제공자 이용자 인원
이용자 적극활
동인원

공유기업이 아님이 명확한 기업 본 연구의 공유경제의 핵심정의에
제외한 전체 응답기업(30개소)
부합하는 기업(16개소)
개소
평균
중위값
개소
평균
중위값
25
3,022
100
14
1,306
300
24

173

40

14

224

75

23

81,482

1,500

12

8,163

840

23

27,494

179

12

1,340

95

이용자
두가지
플랫폼
제공자
방식 무료
매개
직접
병행
금전 대가제공방식
41.4
31.0
17.2
10.3
거래
제공자
및
세부항목
제공자 플랫폼 플랫폼 무료
수익
협의
구조
대가액결정
31.0
13.8
41.4
13.8
세부항목
이용자 제공자 양측 무료
수익확보대상
44.4
22.2
18.5
14.8
항목
개소
평균
중위값
경제적 매출액(2015)
27
86,647
5,200
성과
영업이익(2015)
25 -16,917
-60
(공유
27
78,130
17,000
경제 매출예상(2016)
영역) 영업이익예상
25
-570
100
(2016)
세부항목

세부항목
기타 문제발생시 제한
법적문제 영역
기존 조직과의
갈등경험여부

하거나 존재함

하지 않거나
존재 않음

66.7
20.00

33.3
80.00

3.3

96.7

자료 : 2016 공유경제 플랫폼 실태조사.

이용자
두가지
플랫폼
제공자
방식 무료
매개
직접
병행
33.3 33.3
13.3 20.0
제공자
제공자 플랫폼 플랫폼 무료
협의
26.7 13.3
40.0 20.0
이용자 제공자 양측 무료
35.7 21.4
21.4 21.4
개소
평균
중위값
15
17,081
3,000
14 -11,114
-453
15
17,895
17,000
14

-8,120

하거나 존재함
하지 않거나
존재 않음
81.3
18.75
6.3

0

하지 않거나
존재 않음
18.8
81.25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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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응답기업의 근로자 현황을 확인해 보면 <표 2-7>과 같다. 앞
서 매출액 수준을 통해 일정정도 예측가능한 바와 같이, 응답 기업 근로
자 수 중위값은 5명 정도로 매우 적은 규모를 보이고 있었다. 이들 대부
분은 상용직, 전일제 근로자였으며, 39세 이하 젊은층 위주로 구성되었다
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핵심 연구주제인 재화나 서비스
제공자의 근로자 포함여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에 응한 30개 기업 중
단 한 곳만이 이들을 근로자로 포함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이 제공자들을 근로자로 포함시킨 실제 이유가 경우에 따라 이 제공자들
이 해당 기업의 공유경제사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
답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결과는 순수하게 플랫폼을 통해 자원
을 제공하는 제공자들을 근로자로 고려하는 기업이 응답기업 중에는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의미이다.
<표 2-7> 공유기업 실태조사 참여기업 근로자관련 현황
(단위 : %)
공유기업이 아님이
본 연구의 공유경제의
명확한 기업 제외한
핵심정의에 부합하는
전체 응답기업(30개소)
기업(16개소)
항목
세부구분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전체
14.2
5
7.4
5
상용직
8.5
5
6.8
5
근로자현황
임시일용직
5.6
0
0.4
0
자원봉사자
0.2
0
0.3
0
15～29세
5.3
2.5
3.6
3
30～39세
7.3
3
3.2
2
연령
40～49세
1.5
0
0.6
0
50～60세
0.0
0
0.0
0
60세 이상
0.1
0
0.0
0
시간제
5.1
0
0.9
0
시간제여부
전일제
9.1
5
6.5
4
해당 기업제공
9.6
5
6.8
5
국민연금제공
해당 기업제공 않음
4.6
0
0.7
0
세부구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1
3.3%
0
0.0%
제공자 근로 근로자 포함
자 포함유무 근로자 제외
29
96.7%
16
100.0%
자료 : 2016 공유경제 플랫폼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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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공유기업 실태조사 참여기업 정부지원 현황 및 인식

항목

(단위 : 개소, %)
공유기업이 아님이
본 연구의 공유경제의
명확한 기업 제외한
핵심정의에 부합하는
전체 응답기업(30개소)
기업(16개소)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세부구분
2015년 중앙정부지원
수혜
2015년 지방정부지원
수혜
정부지원현황
2016년 중앙정부지원
수혜
2016년 지방정부지원
수혜
정부지원
필요
불필요
필요유무
금융지원
필요한
인건비지원
정부지원
사업개발비지원
(필요하다
규제 혹은 규정관련
응답기업 중)
지원
자료 : 2016 공유경제 플랫폼 실태조사.

5

17.24

3

18.75

7

24.14

4

25.00

2

6.67

1

6.25

10

33.33

6

37.50

29
1
6
14
7

96.67
3.33
20.7
48.3
24.1

16
0
3
10
2

100.00
0.00
18.8
62.5
12.5

2

6.9

1

6.3

마지막으로 공유기업의 정부지원 현황과 인식을 확인해 보면 위의 <표
2-8>과 같다. 먼저, 실태조사에 응한 공유기업 중 2015∼16년 중앙 혹은
지방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비율을 확인해
보면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원사업 수혜기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핵심정의에 부합하는 기업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사업
수혜기업비율은 2015년, 2016년 각각 18.75%, 6.25%인 데 반해, 지방정부
지원사업 수혜기업비율은 25.00%, 37.50%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수혜
받은 정부지원사업 명칭을 확인해 보면, 먼저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경우
공유경제 관련 지원사업은 부재한 대신, 창업이나 IT 관련 지원사업이 대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수의 기업들이
서울특별시의 공유촉진사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에 더해 지역의 카쉐어링 혹은 나눔카 사업, 그리고 지역 여행관련
사업의 지원을 받은 공유기업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부지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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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지에 대한 응답에서 실태조사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필요하
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인건비 지원이었다.

3.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
공유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 공유기업이 매개하는 재화
나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전체, 혹은 이 공유경제활동의 잠재적 참여자
인 우리나라 일반대중들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혹은 참여 경험을 확인
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연구자가 확인한 범위에서 그나마 이와 관
련해 확인된 자료는 경제주간지『매경이코노미』에서 2015년 500명의 시
민을 대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정도이다(강승태,
2015), 이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유경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은 전체 응답자의 약 16.0% 정도였다. 이에 더해 본 조사는 주요 공유기
업의 인지도도 조사했는데, 조사결과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공
유기업은 우버(30.8%)였으며,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공유기업은 모두의
주차장(30.0%), 쏘카(24.6%)였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일반대중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과 이용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2016년 12월 초, 20세 이상 일반인 712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시행했다. 실태조사 결과가 성별 및 연령에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kostat.go.kr)를 기준으로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응답자 분포를 10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응답자 수 목표를 할
당한 뒤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최종 실태조사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10개
구간 중 하나의 구간(여성 35∼44세, 88.4%)만을 제외하고 모든 구간에서
목표 응답자의 90% 이상을 확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태조사 자
료를 활용한 주요분석결과를 제시하면 <표 2-9>와 같다.
먼저, 공유경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공유경제
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 본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고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약
7.0%로 나타났다. 81.7%의 응답자는 이 용어를 들어본 적조차 없다고 응
답했으며, 들어본 적이 있으나 무엇인지 모른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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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으로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44세 이하의
젊은층에서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이용자와 제공자로서의 참여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본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인터넷을 매개체로 활용해, 한 개인이 현재 소유
하고 있는 남는 물건이나 공간, 자신의 재능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개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한 뒤, 이용자와 제공자로서의 참여경
험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5.3%의 응답자가 이용자, 3.4%의 응답
자가 제공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용자 혹은 제공자 어느
하나의 역할로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응답자는 전체의 6.7%로 나타났
다. 이 참여경험 비율 역시 45세 이상보다 44세 이하 계층에서 높게 나타
났다.
<표 2-9> 공유경제 인식 및 이용경험 조사
(단위 : 명, %)
비율

20～
34세

35～
44세

45～
54세

582

81.7

83.2

79.8

78.4

77.6

90.8

80

11.2

6.9

10.1

16.9

16.1

5.9

50

7.0

9.8

10.1

4.7

6.3

3.4

이용자로 참여경험

38

5.3

9.8

11.6

2.7

1.4

0.0

제공자로 참여경험

24

3.4

6.4

5.4

3.4

0.7

0.0

참여 이용자, 제공자 중 적
경험 어도 하나로 참여경험

48

6.7

13.9

11.6

4.1

2.1

0.0

이용자, 제공자 둘 다
참여한 경험

14

2.0

2.3

5.4

2.0

0.0

0.0

프리랜서

37

77.1

70.8

86.7

66.7

100.0

-

인터넷 플랫폼 근로자

11

22.9

29.2

13.3

33.3

0.0

-

명
들어본 적 없음
용어
들어본 적 있으나, 무엇
알고
인지 모름
있는지
여부 들어본 적 있고, 무엇
인지 알고 있음

근로자
판단

자료 : 2016 공유경제 일반인 실태조사.

55～
64세

65세
이상

32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비록 절대적인 수치비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만, 이상의 결과는 우
리나라의 공유경제 인식 정도 혹은 참여수준이 앞서 제시했거나 혹은 제
5장에서 소개될 미국이나 유럽의 그것에 비해 대체로 낮은 편임을 보여
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판단된다. 즉, 본 실태조사가 우리나라 공유
경제활동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라면,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에
비해 공유경제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연령층과 관련한 특징, 즉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공유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는 특징은 해외의 실태조사 결과와 동일하다는 점도
본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본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 또한 확인해 보았다. 공유경제활동을 경험
한 개인들에게(48명) 재능 제공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
인해 본 결과, 77.1%가 이들을 프리랜서로 생각한 반면, 22.9%는 인터넷
플랫폼의 근로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비록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를 프
리랜서로 보는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긴 했으나, 20% 이상의 공유경제
활동 유경험자가 이들을 근로자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의 근로자
성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해 볼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
해할 수 있다 판단된다.

제4절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적 대응 :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 공유경제 관련 정책전개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정책논의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
국회 차원에서는 공유경제활동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는 법률안이 논의
조차 되고 있지 않은 반면(likms.assembly.go.kr), 서울특별시, 부산광역
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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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는 이미 공유경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는 실정이
다(www.law.go.kr). 앞서 제3절 실태조사 결과에서 공유경제활동을 지원
하는 지방차지단체사업이 다수 확인되는 것도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 중
심의 정책전개 양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일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 사례는,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지
원의 선도사례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예: Cooper
et al., 2015).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국내에 많이 알려지기 전인 2012년 9
월, 서울특별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의식 회복,
자원 활용 극대화를 통한 예산절감, 도시문제 해결”(서울특별시, 2012: 2)
등을 목표로 “함께 나누고 협력해 사회적 가치 높이는「공유도시(Share
City) 서울」”(서울특별시, 2012: 1) 만들기를 선언한다. 이 공유도시 서울
선언에는 주차장, 책, 빈방 등 20여 개 공유사업 우선 추진, 공유촉진 조
례 제정 등의 구체적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2015년 4월, 서울특별시는 공유서울(Sharing Seoul) 2기 추진계획
을 발표한다(서울특별시, 2015). 본 계획은 2018년까지의 장기적 정책방
향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해 1) 도시문제 해결,
2) 천만서울 천만공유 달성, 3) 공유 스타기업 육성, 4) 제도개선을 통한
공유활성화 기반 마련, 5) 공유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추진계획은 <표 2-10>과 같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는 2015년 10억 5천만 원에서 2018년 48억 원까지 예산
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같은 공유서울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 중 하나가 바로 공유단체․기
업 지정 및 지원사업이다. 서울특별시는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를 공유기
업․단체로 지정”해 “공유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
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2015 : 33), 실제로 서울특별시는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77개의 공
유기업․단체를 지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mediahub.seoul.go.kr). 앞서 제
3절에서 제시한 국내 공유기업 중 일부는 본 사업을 통해 공유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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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공유서울 2기 추진계획
∼2014

2015

2016～

주차장
공유

․7개구 주차장 공유

․15개 이상 자치구로 확대

․전 자치구로 확대

주거 공유

․셰어하우스: 민간
․한지붕 세대공감: 4개구

․공공영역 시범사업
․10개구로 확대

․셰어하우스 확대
․전 자치구로 확대

카셰어링

․공영주차장 등 카셰어링

․공동(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동(임대)주택 확대

시민체험
행사

․공유서울 박람회 개최

․공유주간(분기별) 지정, 찾아
가는 체험행사 개최

․각 자치구별 체험행사
로 점진적 확대

마을․학교
공유확산

․마을․학교 공유시범사업

․마을․학교 공유모델 발굴
․마을․학교 활동가 양성

․전 자치구 및 학교 확산

전략적 홍보

․체험수기 및 UCC공모
․온라인(공유허브) 정보제공

․주요 이슈 및 사례 집중 홍보
․공유허브 청년 서포터즈 운영

․주요 이슈 및 사례 집
중 홍보
․공유허브 오픈형 플랫폼

스타기업 육성

․공유기업 선정 및 사업초기
컨설팅

․육성 대상기업 선정
(10～15개 기업)

․공유스타 기업 육성
(5개 이상)

․공유경제 시작학교 확대(연
2회)

․공유경제 시작학교
(상시 운영)

․육성 대상기업 선정
(10～15개 기업)

․공유스타 기업 육성
(5개 이상)

․공유경제 시작학교 확대(연
2회)

․공유경제 시작학교
(상시 운영)

․공유 제도개선 기획단 구성
․법․제도개선 컨퍼런스 개
최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포럼)
․컨퍼런스 개최, 서포터즈
운영

․법․제도개선 공론화

-

․중앙정부와 소통채널 확보

․법령개정 건의
․공유촉진특별법 제정

공유경제 저변 ․공유경제 시작학교 운영(연
확대
1회)
스타기업 육성

․공유기업 선정 및 사업초기
컨설팅

공유경제 저변 ․공유경제 시작학교 운영(연
확대
1회)
공론화

법령개정 등

자료 : 서울특별시(2015).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공유서울 선언에 포함된 세부 계
획 중 하나가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었다(서울특별시, 2012). 서
울특별시는 1기 공유서울 선언에 공유촉진조례안을 발표했으며, 실제로
2012년 12월 31일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한다. 이
후,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공유촉진조례, 2013. 11. 1), 부산광역시(부산
광역시 공유경제촉진 조례, 2014. 3. 19), 경기도(경기도 공유경제활성화
에 관한 조례, 2014. 8. 7),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2015. 2. 17)에서 공유경제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된다. 2016년 11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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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이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 내용을 확인해 보
면, 공유단체나 기업의 지정, 보조금이나 사업비 지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내용 등이 그 주요 내용으로 모든 조례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유경제 논의 초기에 민간영역이 아닌 정부, 특히 서울
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행위자로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적어도 현재까지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공유경제관
련 정부정책을 주도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은 방향, 즉 공유경제를 활성화하
는 방향으로만 정책방향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공유경제활동과 기
존 경제활동이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정부가 이의 중재를 위한 조정
자 혹은 규칙제정자(rule-setter)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가 2014년에 있었던 우버에 대한 서울특별시 측의 대응이라 판단된
다. 당시 서울특별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실정법 위반 영업행위로
규정했다(서울특별시, 2014). 즉, 서울특별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여
객자동차운수사업법를 위반한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1) 우버택
시 영업 자체가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 2)
변동가격으로 인한 요금할증 피해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3) 우버
이용약관이 이용자에게 일반적으로 불리하다는 점, 4) 우버 앱서비스의
불편이 초래되어도 고의 또는 업무소홀만 아니면 우버가 책임지지 않는
다는 점, 5) 공유경제의 나눔과 참여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 등을 들며
이의 운영에 대해 강력한 단속, 더 나아가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기까
지 했다(서울특별시, 2014; traffic.seoul.go.kr). 실제로 이러한 강력한 단
속조치 등으로 인해 우버 측은 2015년 6월 우버엑스 서비스를 철수하기
도 했다(안상희, 2016). 이 같은 서울특별시의 규칙제정자로서의 역할은,
앞서 언급한 한국 공유기업의 실태, 즉 다른 나라와 달리 차량공유와 관
련한 공유경제 플랫폼이 크게 발달하지 못한 데 있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는 공유경제활동 활성화
를 지원하는 주체인 동시에 기존의 사업영역과의 충돌을 조정하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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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자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참고 : 샌프란시스코 시의 역할>

서울특별시만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원자로서의 역
할과 기존 경제활동과의 충돌을 조정하는 규칙제정자로서의 역할
을 동시에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현시점에서 공유경제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샌프란시스코 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먼저 지원자로서의 역할의 대표적 예로는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가 2012년에 구성한 공유경제 워킹그룹(Sharing economy working
group)을 꼽을 수 있다(Chandler, 2015; sfmayor.org). 시정부는
이 모임을 활용, 공유경제 산업종사자 및 시민과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규
칙제정자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행하기도 하는데, 일례로 최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숙박공간 제공자가 이를 필요로 하는 이
용자에게 방, 집 혹은 전체 아파트 공간을 대여함에 있어 그 공
간을 1년에 60일 이상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Green, 2016). 기존에는 전체 집을 대여하는 경우만 90일의 제한
이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간공유 플랫
폼에 큰 타격을 주는 제도일 수밖에 없다.

제5절 공유경제 관련 연구경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유경제와 관련한 학문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자가 확인한 범위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정
리한 가장 최근의 시도는 Cheng(2016)의 연구이다. 저자는 공유경제 관
련 기존 연구들이 세 가지 연구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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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는 1) 공유경제 활동 내용과 이의 영향에 대한 분석(sharing
economy’s business models and its impacts), 2) 상호성, 개방성 등 공유
경제의 특성이나 본질확인(nature of sharing economy), 3) 지속가능한 공
유경제 발전 모델의 탐색(sharing economy’s sustainability development)
이다.
비록 본 연구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존 연구를 망라해 이를
유형화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지만, 저자 스스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시한 세 유형이 상당부분 겹치고 있다는 점에서(Cheng, 2016 :
84), 구분의 상호배타성과 관련해 일정부분 한계를 갖는다 판단된다. 이
에 본 연구는 위 세 유형을 공유경제활동의 과정적 흐름과 그 연구내용을
기준으로 일부 변형해 [그림 2-3]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먼저 공유경제
활동 과정을 기준으로 기존 연구의 연구주제를 세 가지 유형, 즉 1) 공유
경제활동이 활성화된 배경이나 동기, 2) 실제 공유경제의 구체적인 현황,
그리고 3) 이 같은 공유경제활동으로 인한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그리고 이에 더해, 공유경제활동 정의와 관련한 논의, 정부의 역
할 혹은 규율방식과 관련한 논의, 그리고 공유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 모
델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논의 또한 그 구분에 추가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먼저, 일부 연구는 연구 전체 혹은 일부에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된 배경
혹은 이유, 반대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요
소 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한 원인은 크게 사회
경제 상황의 변화를 그 원인으로 제시한 연구와 이를 선호하는 개인의 속
성을 분석한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사회경제적 요인을 설명한
연구는 공유경제가 활성화된 거시적 차원의 변화를 분석한 것으로, 예를
들면 Sundararajan(2016)의 경우 공유경제의 확산에는 기술발전으로 인
한 디지털화의 진전, 그리고 공유가 일상화되어 있는 도시화의 진전을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Owyang(2013) 또한 인구밀도의 증가,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킹의 확산 등의 변화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
고 있다. 이와는 달리, 개인적 요소를 확인한 연구는 어떤 개인특성들이
그 개인을 공유경제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혹은 참여를 어렵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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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공유경제 관련 기존 연구주제 구분

자료 : 필자 작성.

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예를 들어 Möhlmann(2015)은 공유경제활동 참여
자의 만족도와 재참여 가능성,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믿음이나 친숙함 등
이 공유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Hamari et al.(2015)
은 개인이 공유경제활동 참여를 즐기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참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공유경제 활동범위 및 내용에 관련한 연구는 공유경제활동의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는 연구들이다. 이에는 앞서 제2절 공유경제 현황
부분에 정리된 내용과 같이, 공유경제활동의 전체적 상황을 조망하는 일
련의 연구가 모두 포함된다. 이 외에도 개별 공유기업의 매우 구체적인 운
영상황을 확인하는 연구들도 일부 확인되는데, 예를 들면 Ert, Fleischer,
& Magen(2016)은 에어비엔비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구체적 요소들 간
의 상관성, 즉 사진 게재, 평판, 금액, 예약가능성 등의 관련성을 확인해 보
고 있다.
다음으로 이 같은 공유경제활동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일부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별 공유경제
조직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 동종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Smith(2016)의 연구 일부는 우
버 등 운송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Martin et al.(2015)은 조직적 측면, 즉
비영리 기업이 공유기업으로서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한 이후 어떻게 상업
화되는지 그 과정을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Zervas, Proserpio,
& Byers(2014)는 에어비앤비의 도입이 호텔업계의 수입을 얼마나 감소
시키는지를 양적으로 분석해 공유경제활동이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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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다.
이들 연구 이외에도,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 규율과 관련된 정부의 역
할,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공유경제의 정
의와 관련, 앞서 본 장 제1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다수의 연구들은 그
연구의 일부로 공유경제 및 공유경제활동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더해,
Belk(2014)의 연구와 같이, 공유경제 정의를 그 연구의 핵심내용으로 하
는 연구들도 일부 확인된다.
다음으로, 기존과 매우 다른 형태의 공유경제활동을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지와 관련한 논의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Katz(2015)는 공
유경제활동을 규율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안된 여러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Busch et al.(2016)은 공유경제활동과 관련해 유럽연합
소비자법(Consumer law)의 변화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으로서 공유경제의 가능성을 탐색
하거나 혹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공유경제활동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Heinrichs(2013)는 공유
경제활동을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영역에서 다룰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
해 다양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Martin et al.(2015)
은 공유경제를 둘러싼 여러 담론을 분석해 지속가능한 발전모델로서 성
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큼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피상적으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도 앞서 정리한 해외에서 이루
어진 연구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보인다. 즉, 공유경제의 출현 배경
을 정리하거나(예 : 고윤승, 2014; 송경석, 2014), 공유경제를 이용하는 개
개인의 특성을 양적으로 분석하거나(심수진, 2016; 주덕, 2016), 공유경제
의 운영 현황을 소개하거나(강병준․최무현, 2013; 고윤승, 2014; 노영희,
2016; 송경석, 2014), 공유경제의 개념 혹은 핵심요소에 대해 정리하거나
(곽노완, 2013; 김재원 외, 2016), 규제에 대한 논리적 근거 혹은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송태원, 2015; 이성엽, 2016)의 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들과
유사한 주제의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개별 연구의 연구내용
이나 연구주제의 다양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탐색적
연구의 연구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즉 대부분의 연구들이 공유경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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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을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고, 양적 연구 대부분이 이용
자 특성과 관련된 한정된 주제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이들 양적 연구는, 제3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공유경제 이용자 혹은
이를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에 포함된 이용자들이 실
제 공유경제를 이용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도 지니고 있
다. 이 같은 한계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현재보다 구체적, 독창적이면서
다양한 주제의 공유경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고용과 관련한 논의는 앞서 구분 중
주로 공유경제의 활동범위 및 내용, 그리고 정부규율과 관련되어 있다 판
단된다. 이는 공유경제 영역에서의 고용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유경제 활동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실태를 기반으로 어떻게 고용관계를 설정할지는 결국 법적 규율의 영역
과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된『국제노동브리프』8월호 및 9월호는 공유경제 영역에서 노동이
라는 문제와 관련해 고려해볼 만한 다양한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한국노
동연구원, 2016a; 2016b). 구체적으로 이에는 기존의 고용관련 제도로 공
유경제를 통한 노동활동을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크고 포괄적인
질문에서부터, 노동관계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지위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권한, 고객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 등이 존재하는지,
위험한 작업환경, 건강․심리적 위험에의 노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
인지, 범국가적 공유경제활동에서 노동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관할을
어디에 둘 것인지, 제공자들이 일감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경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회보장을 제공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질문까지 다양한 논
점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해외연구 경향을 확인해 보면, 본 장의 제2절, 그리고 제4
장 및 제5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일부 연구들을 통해 제공자들의 참여
비율이나 이들의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JPMorgan Chase & Co.
Institute, 2016; Huws & Joyce, 2016b; 2016c; 2016d; 2016e; 2016f), 고용
관계에 있어 공유기업의 역할과 관련한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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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Prassl & Risak, 2016). 하지만, 이 같은 연구 이외에 앞서
제기한 여러 노동관련 논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현황 혹은 법적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연구는 여전히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판단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간헐
적으로만 이루어진 상황이며(예 : 김기선, 2016; 박제성, 2016a), 특히 구체
적인 고용관계의 현황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확인하는 범위에서는 구체적
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부족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학문적 의의가 있다 판단된다. 즉, 본 장의 제3절
에서 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에 국내에서 많이 시도되지 못했던
공유기업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노력 등을 통해 국내 공유경제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며, 제3장에서 제5
장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관계의 구체적인 실태 및 법적문제
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기존 논의를 학문적으로 한층 더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판단된다.

제6절 소 결

본 장은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논의의 사전단계로 공유경제의 정의를
확인하고 국내․국외의 운영현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먼저, 공유경제
를 정의한 기존 문헌들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 이의 활동범위나 내
용에 대해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기존 문헌을 토대로 공유경제활동을 중심영역에 있는 활동과
주변영역에 있는 활동(core-periphery activities)으로 구분해 이를 개념화
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유경제의 중심부에 1) 현시점에서 완
전히 사용되지 못한 2) 물건, 공간 등의 재화와 서비스를 3) 이를 보유하
고 있는 개인과 사용을 원하는 개인 간에 4)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거나
혹은 무료로 5) 영리 혹은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6) 인터넷 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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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체로 활용해 7) 대여하는 8) 경제활동이 위치한다고 개념화했으며,
이 외에 이와 유사한 경제활동, 즉 B2P 거래, 소유물의 이전, 돈을 직접
공유하는 활동, 혹은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활동 등도 공유경제의 주변 영
역에 위치한 활동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본 장에서는 국내 및 해외의 공유경제 활동 현황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해외의 공유경제활동을 살펴보면, 비록 2000년대 초반에도
공유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 설립․운영되긴 했지만, 현시점에서 전 세
계적으로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 특히 2011∼12년 이후였으며, 이에 따라 최근 언론(2013∼14년) 및
학계(2014∼15년)에서도 그 관심이 폭증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공유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는 운송, 숙박, 마이크
로태스크 서비스제공 분야였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와 물
건 및 공간이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우버나 에어
비엔비 등 성공한 플랫폼도 등장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 두 기업의
기업 가치를 250억 달러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공유경제의 잠재적 이용자 및 제공자인 미국 및 유럽의 일반대중 상당수
는 공유경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용자나 제공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
는 사람의 비율도 상당한 수준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경우와 그 도입 혹은 활성화되기 시
작한 시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록 해외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적용된 것이긴 하나, 미국 혹은 유럽과 유사하게 상당수의 공유경제 기업
들이 2010년 초반, 특히 2012년 이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와 동시에 언론의 관심도 2012∼13년에 큰 폭으로 늘어났고, 관련 연구가
증가한 시기도 2014∼15년 정도부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공유경
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 역시 해외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
한데, 단, 다른 나라와 달리 공유경제의 대표적 영역 중 하나인 P2P 카쉐
어링 공유경제 분야가 활성화되지 못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우
버도입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공유경제 플랫폼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응한 공유기업은 대체로 매출액(중위값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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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인력규모(중위값 5인)에 있어 소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고용관계와 관련해서는 순수한 제공자를 근로자로
고려하는 기업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이에 더해, 일반인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과 공유경제 이용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공유경제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7.0%), 이용자(5.3%), 제공자(3.4%)로서
의 참여비율은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보다는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본 실태조사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근로
자성과 관련한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실제 공유경제 운영 실태와 달리
20%가 약간 넘는 응답자들이 재화나 서비스 제공자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덧붙여, 본 장에서는 공유경제관련 정책적 대응 현황도 살펴보았다. 대
체로 우리나라 공유경제 관련 정책전개과정에서 확인되는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
다 큰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 둘째, 공유경제 논의 초반부터 서
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경제 생태계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행위자로 참여해 왔다는 점, 셋째, 세부 정책방향
에 있어 당근과 채찍, 즉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자(예 : 공유서울선언)와 기
존 영역과의 갈등중재 혹은 규칙제정자(예 :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의 흐름 또한 확
인해 보았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해외 및 국내 공히 공유경제 정의, 배
경, 동인, 현황, 이로 인한 영향, 정부역할 등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지속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중 국내 연구의 경우 많은 연구가 공
유경제를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거나 일정 주제에 국한
되어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한층 더
심층적이고 다원화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고용관계와 관련해
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매우 드물어 이와 관련한 연구가 신속히
필요하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본 연구 전체의 연구주제인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측면
에서 요약하면,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물건, 공간 등의 재화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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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유하고 있는 제공자와 사용을 원하는 이용자 간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거나 혹은 무료로 영리 혹은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플
랫폼을 매개체로 활용해 대여하는 활동이 그 핵심에 있는 경제활동인 공
유경제는 비록 많은 발전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PwC, 2014), 우리나라
에서는 아직 외국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시점에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공유경제 플
랫폼 운영관행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향후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
화나 규제 등 정책방향을 보다 신속하게 확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판단된다. 특히, 이와 관련한 국내 연
구가 매우 드문 상황에서 고용관계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확인하는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유경제와 고용관계에 대해 사회학․법적 관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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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인간이 재화와 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
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두레, 보부상, 길드, 아나바다 운동은 대표적인 자
원공유활동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활동이 ‘공유경제’라는 타이틀
아래 하나의 커다란 경제적 흐름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일이다.
더 정확히 말해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IT 기반 자원
연계 서비스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부터 공유경제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일반주거의 남는 방을 여행자에게
단기로 빌려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에어비엔비(Airbnb), 자가용을 가진
주민과 근처에 라이드를 필요로 하는 승객을 연결시켜 주는 우버(Uber)
와 같은 기업이 있다. 각각 2009년, 2008년에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이 기
업들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 수십조 원의 시장가치를 지닌 글로벌 기업
으로 성장했다. 이 기업들은 잘 사용하지 않던 자원을 공유해 수익을 창
출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에서 공유기업으로 불리며, 재화와 서비스의 개
인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0년대 초반부터 많은 스타트업들이 한국판 에어비
엔비와 우버를 꿈꾸며 공유기업을 표방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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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시간, 공간, 재능, 물건, 정보 등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쓰지 않고 놀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이웃과 공동체 의식도 형성하고, 환경에도 이
로운 활동인 ‘공유’가 활성화된 도시”로 서울을 탈바꿈한다는 일명 ‘공유도
시 서울’ 비전을 선포하고 공유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공유경제를 둘러싼 논란과 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중 가장 뜨거운 화두는 공유경제에서 자원제공자, 인터
넷 플랫폼을 운영하는 공유기업, 그리고 자원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둘러
싼 논쟁이다. 일례로 우버를 통해 합승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는
일반택시회사에 속한 택시기사처럼 우버 소속 노동자라고 볼 수 있을까,
혹은 우버 운전자는 독립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이고 우버는 중개업자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에어비엔비를 통해 빈집을 제공한 호스트가 투숙객
으로부터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폭행을 당했다면, 에어비엔비는 어느 정
도 책임을 져야 할까? 반대로 투숙객이 호스트와 빈방에 불만이 있을 때
불만처리는 호스트와 에어비엔비 중에 누구의 소관인가? 이러한 의문들
은 근본적으로 공유경제의 고용관계, 더 넓게는 공유경제의 생산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파생된 것이다. 만약 자원제공자와 공유기업의 관계를 전
통적 경제관념에 따라 ‘노동자 -고용주’의 관계로 정의한다면, 공유기업은
자원제공자가 당하는 사고나 자원이용자의 불만에 고용주에 상응하는 책
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원제공자와 공유기업의 관계를 ‘개인사업
자-중개업자’로 본다면, 자원제공자가 직접적 계약관계를 맺은 대상은 자
원이용자가 된다. 따라서 재화․서비스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은 제공자와 이용자 둘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되
는 것이다.
개념적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자원제공자를 노동자로 봐야 할지, 개인
사업자로 봐야 할지, 혹은 다른 어떤 새로운 경제적 행위자로 보아야 할
지의 여부는 그리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자원
을 공유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원제공자 -공유기업-자원이용자
사이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2013년 한 배달

제3장 한국의 공유기업 사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공유경제의 고용관계 성립

47

대행 애플리케이션(배달앱)을 통해 배달업무를 대행하다가 오토바이 교
통사고를 당한 배달기사에게 법원은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
결을 내놨다. 배달기사는 배달앱과 법적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개인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앱은 단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은 노동계와 법조계
에서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현실에서는 배달기사가 인터넷 플랫폼을 통
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기
사의 노동자성에 대한 불인정은 인터넷 플랫폼을 주축으로 구성된 공유
경제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원제공자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즉, 자원제공자가 공유경제 안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을 하
더라도 최저임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같은 기본적 노동
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공유경제 회의론자들은 공유
기업이 대다수의 노동자를 임시직의 불안정 노동자(precariat)로 전락시
키고 근로소득과 근로복지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
고 비난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는 우
버나 에어비엔비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 공유기업을 노동자를 불완전한
고용관계의 비정규직으로 몰아넣는 ‘임시직 경제(gig economy)’라고 비
판하기도 했다(경향신문, 2015; Rogers, 2015). 따라서 위와 같은 현실문
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자원제공자 -공유기업(인터넷 플랫폼)-자원이
용자의 관계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즉, 자원제공자는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만약 자원제공자 -공유기업-자원이용자의 관계를 기존
의 고용관계와 생산자 -소비자 관계로 설명할 수 없다면 이들의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공유경제에서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
는 공유기업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략의 그림을 제시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기에 앞서서 진행한
탐색적 사례연구이다. 공유경제 내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
서는 이론적, 철학적, 정책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논쟁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념적 숙의에 앞서 현실 속 공유경제에서 자원제공자 -공유
기업-자원이용자의 실질적 관계맺음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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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사
례연구는 이러한 실태조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크게
현상에 대한 서술과 이에 대한 해석으로 나뉜다. 먼저 현상을 서술한 제3
절에서는 한국의 공유기업 11곳을 사례로 공유기업들이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의 공유활동에 관여하면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살펴보았
다. 이를 통해 공유기업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짚어보고자 했다. 제4절에서는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체계에서 공유
기업은 어떠한 행위자로 볼 수 있는지를 생산요소와 생산관계라는 개념
을 토대로 해석해 보았다. 공유경제의 생산관계를 해석할 때 11개 공유
기업의 실태조사 내용을 그 구체적 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음 제2절에서
는 본 연구가 사례로 조사한 공유기업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다.

제2절 사례 공유기업 소개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공유기업 사례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공유경제를 표방하면서 활발히 운영되
고 있는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 11곳의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 11명을 대상
으로 공유경제 전반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공유기업에서 공유하
는 자원은 빈집이나 자가용의 빈 좌석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 물건, 재
능, 정보 등 실로 무궁무진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물건과 같은 유형의
‘재화’, 재능이나 정보와 같은 무형의 ‘서비스’ 자원을 연계하는 공유기업
이 두루 포함될 수 있도록 사례기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공유기업에
대한 기초조사로서 우선적으로는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는 공유기업 대
표․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공유기업의 운영메
커니즘, 플랫폼의 역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식, 자원제공자 -공유
기업-자원이용자의 관계 등 공유기업을 운영하면서 겪은 제반 경험들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면접자료를 수집했다. 덧붙여 일차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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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과정에서 3개의 공유기업의 자원제공자 4명과 추가적인 심층면
접을 수행할 수 있었다. 자원제공자에게는 해당 공유기업을 알게 된 경위,
구체적인 자원공유 활동방식, 노동자성에 대한 질문, 플랫폼과 자원이용
자와의 관계, 갈등해결방식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자원제공자의 면접
내용은 자원제공자 -공유기업(플랫폼)-자원이용자의 관계를 보다 입체적
으로 엿볼 수 있는 부가적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표 3-1>은 본 연구가
조사한 사례기업과 면접참여자들을 간략히 정리한 표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공유기업들이 취급하는 자원은 집, 빈방, 아이용품
등과 같은 재화에서부터 재능, 공연, 여행, 소셜다이닝 같은 서비스에 이
르기까지 다채롭다. 이러한 공유기업들이 운영되는 방식을 사례별로 간
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3-1> 사례 공유기업과 면접참여자
공유기업명

공유자원

공유방식

면접참여자

무한공간

집

이웃집넷

빈방

빈방이 있는 집주인과 여행자를 연결

플랫폼운영자

빈방

빈방이 있는 집주인과 여행자를 연결

플랫폼운영자

지구별장

재화

홈쉐어

임대한 집과 함께 살 하우스메이트들을 연결 플랫폼운영자

대안주거 대안주거를 거주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

무빙장터

플랫폼운영자

빈 공간 상점․공공장소의 빈공간과 매대판매자를 연결 플랫폼운영자

베이비박스

아이용품 중고장난감을 팔 사람과 살 사람을 연결

플랫폼운영자
플랫폼운영자
자원제공자

달빛우리

재능

퇴직 중장년층과 기업을 연결

조이트립

여행

플랫폼운영자
여행안내를 원하는 지역주민과 여행자를 연결 자원제공자1
자원제공자2

버스커링크

공연

상가․빌딩의 빈 공간과 거리뮤지션을 연결

골목재능

재능

재능을 가진 자와 재능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 플랫폼운영자

해피미팅

모임

소셜다이닝 모임주최자와 모임참여자를 연결

서비스

자료 : 필자 작성.

플랫폼운영자

플랫폼운영자
자원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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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를 공유하는 공유기업
[무한공간]

무한공간은 여러 개의 방이 있는 빈집을 가진 집주인(자원제공자)과
살 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자원이용자)을 연결시켜 주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다. 따라서 무한공간은 어떤 측면에서 일반경제에서 집을 빌려주
는 임대인과 집을 빌리는 임차인을 연계하는 공인중개사와 비슷한 역할
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부동산 중개와 다른 점은 한 채의 집
을 한 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보다 여러 명의 하우스메이트들에 빌려
줘 집을 공유하게 만드는 쉐어하우스를 표방한다는 점이다. 무한공간을
통해 공유되는 쉐어하우스들은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들로 무한공간이 직
접 자기 자본을 들여 전세로 얻은 집을 재임대(sublet)를 하거나 임대업
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집들이다. 무한공간은 관리하는 쉐어하우스들을 웹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해당 쉐어하우스에서 살고 싶어 하는 하우스메이트
들을 모집한다. 하우스메이트들은 보통 한 집당 4〜6명 정도인데 이들은
함께 거실과 욕실이 딸린 아파트를 공유하면서 혼자 집을 빌릴 때 드는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함께 살면서 외로움도 줄일 수 있다. 무한공간은
입주자들에게 임차료(월세)를 받아서 쉐어하우스 소유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무한공간의 수익은 쉐어하우스를 관리하고 하우스메이트를
모집하는 대가로 쉐어하우스 소유주들에게 위탁수수료를 받지만, 하우스
메이트들에게는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홈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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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쉐어는 무한공간과 비슷하게 대안적 주거공간을 확보해 그 빈방들을
단기거주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여하는 공유기업이다. 다만 무한공간
이 주로 취급하는 대안주거가 아파트나 빌라처럼 일반주거인 데 반해, 홈
쉐어는 여러 개의 방을 가진 건물들을 취급한다. 따라서 홈쉐어는 어떤
측면에서는 일반경제에서 원룸이나 독서실 임대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원룸이나 독서실 임대방식과는 달리 빌딩 내에 공부방,
토론방, 거실, 주방, 카페처럼 거주자들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만들고, 거주자들의 독립생활과 함께 공동생활도 병행할 수 있도
록 공간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홈쉐어가 보유한 대안주거공
간들은 오래된 원룸이나 독서실을 정부의 지원금과 융자, 자부담을 합하
여 구입해 개조한 빌딩들이다. 함께 대안주거공간을 공유할 단기임차인
들은 주로 웹사이트나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홈쉐어는 일반 독서실처럼
단기거주자들에게 방 크기에 따라 약 27만〜35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다.
보증금은 없고 대신 한 달 월세를 예치금으로 받고 방을 뺄 때 상환한다.
[이웃집넷, 지구별장]

이웃집넷과 지구별장은 에어비엔비와 같은 숙박공유 인터넷 플랫폼으
로, 빈방을 가진 호스트(자원제공자)와 단기로 숙박할 방을 필요로 하는
게스트(자원이용자)를 연결해주는 공유기업이다. 빈방을 게스트에게 빌
려주고자 하는 호스트들이 이웃집넷과 지구별장의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
의 방사진, 옵션, 가격 등을 업로드하면, 해당 방에서 숙박하고자 하는 게
스트가 방을 예약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웃집넷과 지구별장은
게스트에게 숙박료를 받아 호스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웃집넷
과 지구별장은 게스트에게 빈집을 소개해준 대가로 숙박료에 대한 일정
비율(약 10%)을 수수료로 받는다. 호스트에게도 숙박료에 대한 수수료
(약 5%)를 받는데 이는 본래 호스트들이 지불해야 할 카드 수수료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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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데 사용되므로 호스트의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무빙장터]

무빙장터는 남는 공간이 있는 공공장소나 상점주인(자원제공자)을 자
신의 상품을 판매하고 싶으나 팔 장소가 없는 상품판매자(자원이용자)와
연결시켜주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다. 공공장소나 일반상점에는 사용되
지 않는 빈 공간이 많다. 무빙장터는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신이 만
들거나 가지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를 연결해주는 역
할을 한다. 빈 공간을 이용하는 자원이용자들은 빈 공간에 매대(stall)를
설치해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무빙장터가 수익을 얻는 경
로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보통 일반상점의 경우는 자원이용자가
상품을 팔아 얻은 매출액에서 20%를 수수료로 받고 이를 공간제공자인
상점주인과 무빙장터가 2 대 1로 나눠 갖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공
공장소의 빈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상품판매자에게 일정액수의 참가
비를 받거나, 상품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해당 공공기관으로부
터 프로젝트 비용을 받기도 한다.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는 쓰지 않는 장난감, 교구, 아동용 가구 등 아이용품을 가
지고 있는 사람(자원제공자)과 아이용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자원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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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결시켜주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다. 베이비박스는 아이용품의 사
용이 한시적인 데 비해 가격이 비싸고 사용 후 처리하는 과정도 어렵다는
사실에 착안해 더 이상 필요 없는 아이용품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되파는
사업을 시작했다. 보통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베이비박스의 앱을 통해 판
매하고자 하는 아이용품을 올리면 베이비박스가 예상가격을 책정하여 통
보한다. 자원제공자가 예상가격을 수락하면 베이비박스 직원이 해당 집
에 방문해 물건을 일괄 수거해 와서 물건을 검수하고 상태에 따라 최종가
격을 결정해 자원제공자에게 미리 지급한다. 베이비박스가 자원제공자에
게 인수한 아이용품들은 다시 세척, 살균, 건조, 포장의 과정을 거치며 이
렇게 포장된 아이용품을 다시 앱을 통해 판매한다. 베이비박스는 자원제
공자들로부터 인수한 아이용품을 자원이용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
을 창출한다.

2. 서비스를 공유하는 공유기업
[버스커링크]

버스커링크는 공연할 장소를 찾는 아티스트(자원제공자)와 빈 공간이
있는 상가나 빌딩의 주인(자원이용자)을 연결하여주는 인터넷 플랫폼 기
업이다. 무명의 아티스트들은 공연할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쉽지 않은 반
면,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자신의 상가나 빌딩에서 문화공연 이벤트를 펼
치기 원하는 공간주도 적지 않은 편이다. 버스커링크는 거리공연을 하고
자 하는 아티스트를 모집해 이러한 공간주들과 연계시켜주는 일을 한다.
아티스트들은 버스커링크 웹사이트에 자신의 공연을 찍은 동영상을 업로
드한다. 한편 버스커링크는 자신의 상가나 빌딩의 빈 공간이 문화공연으
로 활용되길 원하는 공간주들을 확보해 제휴를 맺는다. 공간주들은 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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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의 동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는 아티스트에게 공연을 요청하면 공연
이 성사된다. 아티스트 공연료는 공연의 장소와 성격에 따라 회당 10만
〜30만 원, 최대 50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데 이 돈은 버스커링크를 통해
아티스트에게 전달된다. 버스커링크는 아티스트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건물이나 상가주인에게 수수료를 받는다.
[조이트립]

조이트립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잘 아는 지역을 여행자에게 가이드
하길 바라는 호스트(자원제공자)와 해당 지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여행자
(자원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다. 조이트립은 낯선 공
간을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가이드를 필요로 하지만 그렇다
고 천편일률적인 패키지 여행이나 여행 에이전시를 이용하길 원하지 않
는 여행자들과 자신에게 익숙한 공간을 안내하면서 새로운 경험과 친구
를 만나길 원하는 호스트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호스트들은 ‘이태
원 맛집 여행’, ‘북한산 풀꽃 기행’ 등처럼 자신이 어떤 콘셉트로 어떤 지
역을 가이드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소개글과 가이드 비용을 조이트립 웹
사이트에 업로드한다. 이러한 여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행객은 해당 여
행을 신청하고 참가비를 조이트립을 통해 지불한다. 조이트립은 여행참
가비에서 수수료 20%를 제하고 호스트에게 80%를 전달한다.
[해피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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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미팅은 ‘미팅지기’라고 불리는 특정한 테마의 모임을 열고 싶어 하
는 호스트(자원제공자)와 이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자원이용자)을
연결해주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다. 미팅지기들은 ‘30대 미팅’, ‘클라이밍
배우기’, ‘김치요리 나눠먹기’와 같이 자신이 개최하고 싶은 모임에 대한
소개글, 시간과 장소, 참가비용을 해피미팅 웹사이트에 업로드한다. 이러
한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당 모임을 신청하고 참가비를 해
피미팅을 통해 지불한다. 해피미팅은 참가비에서 수수료 20%를 제하고
미팅지기에게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달한다.
[골목재능]

골목재능은 판매할 수 있는 특정한 재능을 가진 재능판매자(자원제공
자)와 그 재능을 필요로 하는 재능구매자(자원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인터
넷 플랫폼 기업이다. 자원제공자들은 골목재능의 웹사이트에 ‘번역’, ‘웹디
자인’, ‘타이핑’, ‘축가 부르기’ 등과 같이 자신의 역량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가격을 업로드한다. 이러한 재능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
람들은 골목재능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골목
재능은 그 비용에서 수수료 15%를 제하고 재능판매자에게 전달한다.
[달빛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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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우리는 중장년층을 위한 골목재능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장년층은
일상생활과 오랜 직장생활로 삶에 필요한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이 별로 없다. 사회적기업으
로 출발한 달빛우리는 달빛캠퍼스라는 교육․문화공간에서 자신의 지식
과 기술을 제공하고 싶은 중장년층을 모집․교육한다. 달빛우리는 중장
년층의 재능이 필요한 기업, 단체, 사업장들을 발굴하여 중장년층 재능제
공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달빛우리는 오프라인 공간
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장년층 재능제공자와 사업장을 연결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계획 중이다. 달빛우리는 달빛캠퍼스라
는 공간대여, 중장년층을 재교육하면서 피교육자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교육비, 정부 중장년층 일자리 관련 용역사업 유치 등을 통해 수익을 창
출한다.

제3절 현상 : 공유경제에서 공유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공유경제에서 자원제공자를 노동자로, 공유기업을 사용자로 볼 수 있
을까? 공유기업은 자원제공자와 자원이용자를 연계해주는 중개자일 뿐이
고, 자원제공자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 가까운 것일까? 이 같은 질문
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로 공유기업들이 공유경제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면접참여 공유기업들이 일상적 상황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돌발상황, 사
고, 갈등과 같이 행위자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공유기업의 일반적 역할과 잠재적 역할에 대해
짚어보고자 했다. 공유기업 사례를 살펴본 결과, 많은 공유기업들이 공유
경제의 핵심적인 관리자로서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을 중립적인 중개업자로 규정하고, 자원제공자나 이용자와 일정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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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1. 일상적 상황에서 공유기업의 역할
가. 공유시장의 중간매개자로서의 역할
일상적인 상황에서 모든 공유기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자원제공자와 자원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간매개자로서 역할이다. 공
유경제의 주요행위자는 자원제공자, 자원이용자,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공유기업으로 이루어진다. 인터넷 플랫폼을 소유한 공유기업은 제공자와
이용자가 자원(재화와 서비스)을 공유하는 데 있어 핵심적 다리 역할을
한다. 우선 [그림 3-1]은 공유경제에서 공유기업의 역할을 논하기에 앞서
전형적인 공유기업의 운영 흐름을 종합해서 그린 것이다.
[그림 3-1] 공유기업의 일반적 운영 흐름

자료 : 필자 작성.

1) 공유시장 제공(market providing)
먼저 공유기업은 공유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인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
이다. 공유기업은 자원제공자가 자신이 공유하려는 자원을 홍보하고, 자
원이용자가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자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
터넷상의 공간(플랫폼)을 운영한다.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에게 인터넷 플
랫폼은 공유시장(sharing market)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유기업은 가상
공간(virtual space)에 이러한 공유시장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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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적으로 자원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가상적 공
유시장인 인터넷 플랫폼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공유자금 전달(money delivering)
공유기업은 공유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자금을 전달하는 브로커이기
도 하다. 공유기업은 자원제공자와 이용자가 자원을 공유할 때 지급하고
지불받는 금전을 전달하는 채널 역할을 한다. 물론 공유기업 중에는 인터
넷 플랫폼만 제공하고 자원이용료는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법을 취하는 기업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유기업은 [그림 3-1] 처
럼 이용자에게 자원이용료를 받아 제공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전달과정에서 공유기업은 제공자와 이용자를 중개한 수수료를 떼게
되는데, 그것이 공유기업의 주요 수익원이 된다. 공유시장 제공자라는 역
할과 자금 전달자라는 역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공유
기업은 자원이용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유시장을 제공한 대가를 중개
수수료 형태로 취하기 때문이다. 공유기업이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상은
다양하다. <표 3-2>와 같이 공유기업은 중개수수료를 자원제공자나 이
용자 모두에게 받을 수도 있고 한쪽에게만 받기도 한다.
일례로 골목재능, 해피미팅, 조이트립, 무한공간과 같은 공유기업은 자
원제공자에게만 수수료를 받는다. 이들 기업은 자원이용자가 자원제공자
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공유기업이 중간에서 선취한 다음에 일정 비율(평
균 15〜20%)을 수수료를 제하고 자원제공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한다.
반면 버스커링크, 무빙장터, 홈쉐어와 같은 공유기업은 자원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는다. 버스커링크는 공연제공자인 아티스트가 공연서비스를
제공하면, 자원이용자인 건물주나 기업이 아티스트의 공연비와 함께 플
<표 3-2> 사례 공유기업의 중개수수료 지불자
수수료지불자

자원제공자

자원이용자

제공자와 이용자

공유기업 사례

조이트립, 해피미팅,
골목재능, 베이비박스,
무한공간

무빙장터, 버스커
링크, 홈쉐어

이웃집넷, 지구별장,
달빛우리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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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의 중계료를 따로 지불하는 구조이다. 무빙장터도 빈 공간을 제공하
는 상점주가 아니라 공간을 이용하는 매대판매자에게 매출액의 20%를
수수료로 받는다. 한편 이웃집넷, 지구별장, 달빛우리는 자원제공자와 이
용자 모두에게 수수료나 사업비를 받는다.
표면적으로 보면, 공유기업은 자원제공자와 이용자들이 공유거래를 할
수 있도록 ‘판’을 제공하고 그 ‘판’을 제공한 것에 대한 소개비를 받는 수
동적인 행위자이다. 실제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는 자원제공자와 이
용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유기업 관계자들에
게 공유기업의 역할과 위치를 물었을 때 아래 인터뷰 내용처럼 거의 모두
가 “중립적”, “중간매개자”라고 공유기업의 입지를 설명했다. 공유기업은
자원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중간매개자로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뿐,
제공자와 이용자의 공유활동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지구별장] 우리는 호스트든, 투숙객이든 중간에서 뉴트럴하죠.
[조이트립] 저희는 그 관계 속에서 여행자와 호스트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
할을 하는 거지요. 저희는 플랫폼이잖아요. 연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도 말씀드렸듯이 호스트가 없으면 여행자가 없고 여행자가 없으면 호스트가
없고 필수 불가결한 정말 일직선상 수평상태의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쉽게 바로바로 여행자가 호스트가 만든 여행에 접근할 수 있고 호스
트는 어떤 여행자가 오는지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버스커링크] 아티스트도 공간주도 우리 고객인 거죠. 우리는 이 양자의 중
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해주는 역할인 거고, 중개를 하면서 발생되는 fee에
대해서 저희 인건비라든가 노력에 대한 대가를 좀 받는.
[골목재능] 저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구매자 편도 들 수 없고 판매자 편도
들 수 없어요. 구매자가 만약에 어떻게 엉터리로 이렇게 했냐? 내가 해도 이
거보다 잘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판단할 수 없거든요. 판매자는 자기는
진짜 몇 날 며칠 밤 새워서 했다. 저는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거죠. 그
래서 협의해서 부분 취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 협의점도
잘 못 찾는 경우도 가끔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서로 10% 정도씩만 양보하
다 보면 그 협의점은 충분히 맞춰줄 수 있다. 이렇게 많이 하죠.

60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공유기업은 자원제공자의 소득이나 복지에 직
접적인 책임을 갖는 행위자는 아니다. 아래 공유기업 대표들의 표현처럼,
자원제공자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서 자신의 업무와 소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자원제공자가 자원제공을 통해 얻는 소득
이 적고 공유경제 활동을 하면서 복지나 신변이 위태한 상황에 처하게 된
다면, 이것은 자원제공자의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원이용자의 관
계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공유기업은 자원제공자의 자원
을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줄 뿐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공유기업들이 취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달빛우리] 회원들은 노동력은 제공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사실 사업
자가 더 가깝거든요. 프리랜서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버스커링크] 저희 아티스트들은 소속사에 속한 노동자라기보다 프리랜서
라고 봐야죠. 저희는 소속 개념이 없죠. 일반적인 아티스트들은 개인이 회사
에 소속된 개념인 거죠. 소속사에서 앨범 제작 투자를 해주고, 유통권이라든
가 초상권이라든가 그런 법적 권한들을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갖는 것이고.
거기는 사실상 완전히 소속사 소유죠. 저희는 소유 개념이 없고 이용 개념인
거지. 아티스트들의 재능을 이용하는 개념인 겁니다.

나. 공유경제의 관리자로서의 역할
그러나 공유경제에 있어서 공유기업의 역할은 단순한 중개자로서의 역
할을 뛰어넘는다. 공유기업은 공유경제 전체를 관할하는 관리자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공유기업의 관리자적 속성은 공유기
업이 공유경제 내에서 수동적이고 중립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핵심적인 행위자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1) 행위자 걸러내기(actor filtering) : 공유경제 진입의 면접자
공유기업은 공유경제 안으로 자원제공자가 진입하려 할 때 이들을 거
르는 면접자이다. 공유기업이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공유시장의 ‘판’을 제
공하는 중립적 중개자일 뿐이라면, 플랫폼에서 공유거래를 하고자 하는

제3장 한국의 공유기업 사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공유경제의 고용관계 성립

61

모든 자원제공자와 이용자들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야 한다. 실제로 아래
공유기업 대표들의 설명처럼, 대부분의 공유기업들은 자원제공자들을 직
접 평가하고 선별하기보다는 자원이용자들이 자원제공자들에게 평점이
나 리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괜찮은 자원제공자들이 걸러지게 되는 방
식을 지향하고 있었다.
[지구별장] 일단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등록을 하면 거의 받아주는 것이 원
칙이긴 해요. 사실 호스트가 잘못된 정보를 넣거나 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
면 그런 거는 한 번에 게스트들에 의해 걸러져 버리거든요. 내부에 리뷰도
있고 별점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집에 누가 가겠어요? 손님을 한 번만
받겠다고 하면 모를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이미 그런 평가 베이스가 되
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버스커링크] 저희가 필터링하는 게 아니고 공간주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
어지는 공연이기 때문에. 공간주들이 아티스트들의 비디오를 볼 수 있게 해
놨어요. 공간주가 직접 아티스트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저희는 리스크를 뺄
수 있죠. 영상이 깔끔하거나 프로필을 좀 더 성의 있게 썼다거나 다른 데서
공연 평가를 잘 받았다거나 그런 분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공간주
도 평가하고 관객들도 평가하고, 그리고 영상이라는 게 직관적이니까 사실
상 좀 보면 대충 다 아는 거죠.
[골목재능] 재능판매자들 안에서도 프로페셔널이 갈리는데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매자가 판단하는 거죠. 구매자가 실제 거래했던 내역
들, 구매자가 남긴 후기내역들 그런 평점들, 거래금액과 거래건수들이 많은
판매자들에 대해 지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수들로 하루에 한 번씩
랭킹순위가 바뀌어요. 랭킹순위 상단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프로페셔널한 사
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웃집넷] 우리가 호스트들을 걸러내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영업적인 문
제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중개사이트는 다 상대방을 받아야 된다는 거
예요. 저희 포지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공유기업들이 순수하게 100% 모든 자원제공자들을 자신
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공유거래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공유
기업은 자원제공자들이 인터넷 플랫폼에 진입해 자원을 제공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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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기업의 공유활동 기준에 맞추어 제공자들을 걸러내는 문지기 역할을 한
다. 일반 민간기업이 자신의 기업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선별하는 심사를
거치듯이, 공유기업들도 민간기업보다 선별정도가 약할 뿐 자신의 플랫폼
을 통해 공유활동을 할 제공자들을 필터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일례로 골목재능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재능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록신청을 하면 검수를 통해 “터무니없는 수준의 퀄리티
는 재능판매를 할 수 없도록” 승인을 거부한다. 소위 ‘불법재능’, ‘어뷰징
(abusing) 재능’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일도 골목재능의 선별
과정에 들어간다. 최근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 기업이나 상품
홍보글을 올리거나 해당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비판글을 삭제함으로써
랭킹을 조작하는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골목재능과 같은 재능 공
유시장에도 이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올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때 골목재능은 단순히 공유시장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불법재능 판매자가 공유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골목재능] 저희가 사이트 이름이 골목재능이기 때문에 재능으로 인정이 안
되는 재능은 제가 검수를 다 해요. 그래서 재능등록을 한다고 무조건 리스트
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등록을 신청하면 승인 대기 상태로 관리자가 검수해
서 승인을 하면 그때부터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너무 터무니 없
는 수준의 퀄리티는 재능 판매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 그
래도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오는 최소한의 판매할 수 있는 기준이 적합하
게 되면 판매가 되고, 남은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매자가 판
단하는 거죠.
[골목재능] 저희는 불법재능을 파는 것 자체를 싫어하다 보니까 판매자 관
리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불법재능이라고 하면 마케팅 쪽이 가장 흔할 텐데
요. 현재 마케팅은 네이버죠.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만 공략하면 마케팅의
절반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댓글이나 블로그 글로 인위적으로
기업홍보를 하거나 비판글을 삭제하거나 그런 알바를 쓰는데 그런 재능들을
어뷰징 재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런 어뷰징 재능을 파는 재능판매
자를 차단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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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미팅도 비슷한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아래 해피미팅 대
표의 말처럼, 원칙적으로는 해피미팅 웹사이트에 아무나 모임을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모임의 콘텐츠를 검토하면서 보험이나 상품구매를 유도
하는 모임들을 걸러내서 차단하기도 한다.
[해피미팅] 저희는 아무나 모임을 개설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핸드폰 번
호, 이메일, SNS 인증 정도 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어떤 모임을 하는지 저
희가 콘텐츠 자체를 어느 정도는 필터링하기는 해요. 호스트가 너무 상업적
인 모임을 개설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보험이나 상품 구매 유도형 모
임, 이런 콘텐츠는 필터링을 합니다.

아티스트들과 공간주를 연결하는 버스커링크도 다소 약하지만 공유경
제의 면접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공연서비스를 제공하려
는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공연실력이 어떻든 간에 누구나 버스커링크 웹
사이트에 비디오를 올려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 공간주들은 그 비디오를
보고 아티스트들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버스커링크는
이들의 공유거래에서 단순히 ‘판’을 제공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버스커링크는 “웬만하면 잘 안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아티
스트들이 “기본적인 공연이 가능한 수준”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필터링한
다. 또한 아티스트들의 공연경력에 따라 “레벨”을 부여함으로써 공간주들
이 아티스트들을 선택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돕는다.
[버스커링크] 저희가 그 비디오를 보고서 공연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하는 거죠. 인증과정을 거쳐요. 초기에는 어느 정도는 필터링을 하는
데 1,400팀인데 웬만하면 잘 안 떨어뜨리려고 하고, 떨어뜨린 사람 수가 그
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공연이 가능한 수준만 일단 봐요.
저희 인증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공연 경력에 따라 레벨 같은 걸 부여하고
있죠. 그다음에 공간주들이 그 신청자들의 비디오를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공간주가 직접 선택하게 함으로써 저희는 리스크를 뺄 수 있죠. 왜냐면 저희
가 필터링하는 게 아니고 공간주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연이기 때
문에….

조이트립은 이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호스트 필터링 과정을 거친다. 호
스트가 여행 콘텐츠에 대해 정보를 기입하고 수락요청을 하면, 조이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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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행참가비와 내용만이 아니라 호스트의 신분에 대한 신뢰성을 고려
해 수락과 거절을 결정한다. 만약 여행 콘텐츠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면
수정과 보완을 요청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개인프로필, 자기소개, 국적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입하고 확인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여행
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필터링 과정을 강화했다.
[조이트립] 저희도 필터링 하지요. 다 받는 편이긴 하지만 호스트가 정보를
기입하고 수락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냥 바로 등록이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한 번 내부에서 봐요. 여행 금액은 적절한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용은 여
행자가 보기 쉽게 되어 있나.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리젝트를 해요. 거절사유
를 적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용이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다시 채워서 다시
수락요청을 눌러달라고 하거나. 만약 조금 부족하면 우선 수락요청을 하고
메시지를 한 번 더 보내요. 조이트립에 호스트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쉬우니 조금 더 많은 여행자를 만나고 싶으면 이 부
분을 수정해 주세요. 호스트 활동을 하려면 자기 개인프로필을 완성을 해야
수락요청이 돼요. 전에는 그냥 그거 다 없이 내용만 쓰고 수락요청이 넘어왔
는데 최근에는 개인 프로필, 자기소개, 국적, 연락처, 핸드폰번호도 베리파이
할 수 있게, 그 과정을 다 거쳐야 호스트 수락요청을 누를 수 있어요. 내용을
아무리 다 써도 그거 안 하면 수락요청 못 눌러요.

자원제공자만 공유기업의 필터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한공간
과 같은 공유기업은 자원이용자를 선별하기도 한다. 무한공간은 쉐어하
우스를 공유할 하우스메이트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하우스메이
트들을 걸러낸다. 아래 무한공간 대표의 말처럼, 공유기업이 단지 중간매
개자일 뿐이라면 쉐어하우스에 “하루라도 공실이 없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자원이용자를 걸러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공유기업인 무한공간
은 공유시장 공간의 관리자이기도 하다. 공유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서 하우스메이트들 사이, 그리고 쉐어하우스의 주인과 하우스메이트들
사이에 불화나 갈등 가능성을 최소화할 임무도 공유기업인 무한공간이
갖게 된다. 따라서 무한공간 대표의 말처럼, 중립적인 중개자를 표방하는
상황에서 “규정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우스메
이트를 받을 때 “자기소개서”를 써서 제출하도록 하고 “면접”을 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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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나이, 결혼 여부, 성별 규정을 두어 자원이용자를 까다롭게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공유기업은 암묵적으로 공유시장에의
진입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는 공유기업이 자원공유자와 이
용자의 단순한 중간매개자를 넘어서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무한공간] 세입자를 받을 때 거르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 내겠다는
사람들은 다 받아버려야 하는데, 하루라도 공실이 없는 것이 저희에게는 이
득인 거니까. 근데 저희 지원할 때, 페이퍼를 다 쓰게끔 해요. 자기소개를 하
게끔 하고, 그다음에 만났을 때 면접도 봐요. 그러니까 나름 내가 내 돈 주고
집에 살겠다는데 되게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조금 규정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한데, 어떤 단어들을 반복해서 쓰는 사람들, 또 어떤 질
문을 했을 때 어떤 뉘앙스로 대답하는 사람들. 사람들 간에 잘 어울리지 못
할 것 같은 사람들. 어쨌든 공동생활을 계속 해야 하는 거니까 룰을 어길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빼버리죠. 나이 제한도 만 35세로 두고 미
혼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별 구분도 있고요. 여자 집에 남자 데려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집을 결정할 때 자녀들이 하는 경우도 많지
만, 부모님이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부모님이 봤을 때 남녀가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남녀가 섞인 집은 없
애버렸고요.

2) 공유자원 가격 책정하기(price setting) : 자원제공자의 소득조정자
공유기업은 공유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원의 가격을 직․간접적으로 조
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웃집넷, 지구별장, 골목재능, 조이트립, 해피미
팅과 같이 다수의 공유기업 사례들에서 자원제공자는 자신이 공유할 재
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자발적으로 책정한다. 자원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할 자원과 그 가격을 플랫폼에 올리고 자원이용자를 찾는다. 이때 일
부 공유기업들은 자원제공자를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너무 부적절한 가격
이 책정되어 있으면 이에 대해 재고(再考)해 볼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
아래 조이트립의 사례처럼, 여행가이드에게 관례로 주는 팁 문화를 지양
함으로써 호스트들의 수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유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자원제공자가 설정한 가격에 대해 크게 관여하
지 않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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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트립] 사실 패키지 여행을 가면 팁을 약간 의무화해 놓았는데 저희는
현지친구와 같이 여행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팁을 주지는 않잖아
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여행자나 호스트에게 제공하고 있어
요. 그래서 팁의 경우는 저희가 ‘따로 팁을 주셔야 해요’ 이런 거는 일절 없
고 호스트 자체도 팁을 요구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아예 조성하고 있어요. 물
론 자발적으로 서로 주면 모르죠. 그것까지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없지만, 뭔
가 팁 문화를 조성하지 않아요.

이럴 경우 자원제공자가 공유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은 순전히 자원제
공자가 제공하는 자원의 질과 가격, 그리고 해당 자원에 대한 수요에 따
라 달라진다. 공유기업이 자원제공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차적
인 것이 된다.
그러나 일부 공유경제에서는 자원제공자가 아니라 공유기업이 거래되
는 자원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 육아용품 공
유기업인 베이비박스가 그런 사례이다. 베이비박스는 육아용품을 제공하
고자 하는 어머니가 육아용품 사진을 올리면 베이비박스가 가격을 책정
하여 제시한다. 공유거래는 베이비박스가 제시한 가격을 자원제공자인
어머니가 수락할 때 이루어진다. 사실 아래 베이비박스 관계자의 설명처
럼, 베이비박스에게 있어서 가격책정은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가장 중
요한 역할”이다. 매입가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지에 따라 나중에 인수한
아동용품을 자원이용자에게 되팔 가격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베이비박
스의 전체 수익률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베이비박스] 우선 저희가 지금은 어머님들한테 앱으로 물건을 신청을 받
아요.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한 예상가는 이 정
도라고 가격을 책정해서 드리고요. 어머님께서 우리한테 그러면 이 가격에
팔겠다고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수거해 오고요. 수거하
면 우리가 간단하게 세척을 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검수를 해요.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어디 특이 사항이 있는지. 검수가 완료가 되면 촬영을 하고,
촬영이 완료가 되면 또 등록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래서 가
장 중요한 역할 자체가 매입가나 가격을 책정하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자본에 대한 흐름이나 판매가에 대한
결정.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모든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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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요.

베이비박스만큼 강력한 가격책정자는 아니지만 버스커링크도 아티스
트들의 공연비에 대한 가격조정자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버스커링크는
기업과 빌딩의 공간주(자원이용자)와 협의를 통해 공연서비스를 제공할
아티스트들의 공연비를 대략적으로 조정한다. 버스커링크는 웹사이트를
통해 아티스트의 공연을 신청할 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직접 특정 아
티스트들을 섭외하고자 하는 경우는 30만 원, 이벤트 행사에 초청할 때는
50만 원 선으로 공간주와 아티스트들의 공연비를 협의하고 책정한다. 일
례로 코엑스몰에서 공연하는 아티스트들의 공연비는 일괄적으로 10만 원
으로 책정되어 있다. 아래 버스커링크 대표의 말처럼, 버스커링크는 “아
티스트들에게 직접 페이는 안 하지만 약간의 가격은 줄 수 있도록 유도하
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반 민간기업이 노동자의 임금
소득을 결정하는 수준에 비하면, 공유기업의 가격책정 권한은 매우 미미
할 수 있다. 그러나 버스커링크 대표의 표현처럼, 버스커링크와 같은 공
유기업이 공유자원에 대한 가격책정을 통해 아티스트들의 공연에 대한
“페이”－즉, 자원제공자의 근로소득－을 간접적으로 조정하는 데 결정적
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버스커링크] 우리는 공연을 한 번 하면 회당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
만 원이든 어찌 됐든 그 돈을 아티스트들한테 저희는 공간주들한테 받아서
아티스트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 코엑스몰 같은 경우 10만 원
으로 정해져 있어요. 누가 오든지 상관없어요. 공연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벤트는 50만 원 이상 받을 거예요. 저희가 나름 기준을 정하거든요. 신청을
하는 거는 10에서 30만 원 정도 보상하게 하고, 섭외 건으로 하는 거는 무
조건 30 이상, 행사 이거는 이벤트거든요. 이게 Y 멤버스 광고인가 그런 건
데 무조건 30만 원 이상 안 하면 저희는 안 해요. 공간주들한테 가격은 이
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버스커링크가 아티스트들에게 직접
페이는 안 하지만 약간의 가격은 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까지는 해주
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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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가지급 보류하기(payment holding) : 자원제공자의 업무평가자
공유기업은 자원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지급하는 자원이용료의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자원제공자의 업무에 대한 간접적이고 암묵적인 평가자로
기능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유기업은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의
중개자로서 자금 전달책으로 활동한다. 보통 이용자는 공유기업의 웹사
이트를 보고 빈방, 공연, 재능, 여행, 모임 등 이용하고자 하는 자원이 있
을 때 선불로 자원이용료를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공유기업은 이용자로
부터 받은 자원이용료를 바로 자원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많
은 공유기업들이 자원이용료를 일정 기간 보관해두었다가 자원거래가 끝
난 이후에 수수료를 뗀 자원이용료를 자원제공자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홀딩 기간”을 두는 이유는 아래 공유기업 관계자들의 말처럼, 자원이용
료에서 카드 수수료나 결제 수수료를 차감하는 이른바 “정산” 과정을 거
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자원제공자들이 한 번만 공유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공유거래를 하기 때문에 건당 정산을 할 경
우에 공유기업의 업무가 복잡하고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공유
기업들은 편의상 일주일이나 한 달처럼 일정 기간 동안 자원이용료를 모
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정산을 해서 자원이용료를 자원제공자에게 지급하
고 있다.
[조이트립] 저희가 호스트 활동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진행되면 차주
월요일에 돈을 지급해요. 그 이유는 카드 수수료나 결제 수수료를 차감하고
보내기 때문에, 80%는 호스트, 20%는 플래닛 수수료 플러스 카드사 수수료,
은행 수수료를 다 저희가 부담한 상태에서 그걸 제한 금액을 정산하거든요.
호스트 활동을 했다고 건별로 바로바로 드리면 일일이 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돈을 지급해야 하니까 업무 처리상 한 번에 몰아서 월요일 오전에
보내드리려면 그 주에 진행된 여행이 몇 건이 있고 각 호스트에게 얼마를
입금해야 할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차주에 입금해 드리는 것이
있지요.
[버스커링크] 저희는 이번 달에 공연하면 그 공연비를 다 합산해서 익월 말
일에 입금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2년이 되니까 저희는 그게 신뢰라고 생
각하고요.

제3장 한국의 공유기업 사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공유경제의 고용관계 성립

69

[해피미팅] 정산 시스템이라고 하면 신청자가 결제를 하고, 저희가 정산주
기가 있는데 그 주기에 따라서 홀드를 해놓고 있다가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그 호스트 분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자원제공자는 자신의 자원을 제공했다고 해서 바로 수입을 얻
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기업의 소위 “정산주기”에 따라 소득지급일
이 좌우되게 된다. 이러한 정산주기는 공유기업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원제공자의 업무평가기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자원이용자로부터 제
공자에게 이용료가 직접 지급된다거나, 공유거래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
유기업이 이용료를 제공자에게 지불해버린다면 자원제공자가 만족스럽
지 못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서 이용자가 불만을 가졌을
때 공유기업이 금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게 된다. 따라서 환
불이나 취소는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자원제공자
와 이용자가 공유거래를 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공유기업이 이용대
금을 보관하고 있게 되면서, 자원이용자가 제공자의 자원이 마음에 안 들
었을 때 공유기업에게 환불이나 부분보상을 신청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
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유기업은 자원제공자의 자원의 질이나
내용들을 평가하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를 중재하면서 보관하고 있는
자원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반환하고 일부를 돌려주는 일까지 담당하게
된다.
골목재능과 이웃집넷의 사례는 공유기업이 이용료를 일정 기간 보관해
놓고 있는 기간이 어떻게 자원제공자의 업무의 질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활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골목재능은 재능판매자가 공유거래
를 마쳤다고 이용료를 바로 정산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용자가 확정
처리를 할 때까지 정산을 보류한다. 이용자가 재능판매자의 재능이 마음
에 안 들었을 때 이를 부분 취소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함이다. 아래 골목재능 대표의 말처럼, 이러한 정산절차 때문에 재능판매
자는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
다. 정산의 유보가 재능판매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효과를 갖게 되
는 것이다. 골목재능은 대가지급을 보류하고 평가기간을 둠으로써 골목
재능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96% 이상”으로 높이고 골목재능이라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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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
[골목재능] 우선은 재능구매자가 골목재능을 통해 결제하고 구매를 하면 일
단 돈은 저한테 예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래가 완료돼야지만 저희가 판
매자한테 정산을 해주는데 재능판매자가 아무리 작업을 다하고 배송을 했더
라도 구매자가 확정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판매자는 정산처리를 못 받아요.
그래서 구매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판매자는 돈을 지급받기 위
해서는 구매자 만족도를 높여야 하니까. 그래서 구매자 만족도도 지금 96%
이상이죠. 그래도 일단은 판매자도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일한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장을 구매자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취소도 있지만 부분
취소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부분취소는 만약에 내가 10만 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판매자가 마음에 들지 않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전액 다 취소하면
판매자가 일한 시간을 완전히 보장을 못 받으니까 애로사항도 많고 힘들어
할 거잖아요. 그거를 서로 협의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취소한다
든지 아니면 6 대 4, 7 대 3 이런 식으로 부분 취소할 수 있는 비율을 골목재
능 정산시스템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저희는 반품요청 이런 기능이 없고
수정요청이라는 기능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니까 작업에 대해
서 마음에 안 들면 구매자가 수정요청 해서 다시 하도록 하는 거지요.

이웃집넷도 비슷한 정산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웃집넷은 투숙객이 지
불한 비용을 보관하고 있다가 예약일로부터 하루가 지난 다음에 호스트
에게 숙박비를 지급한다. 투숙객이 집을 직접 보고 호스트의 정보가 맞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만약 투숙객이 정보 불일
치로 불만사항을 신고하면 호스트에게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도 투숙객에게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거래가 잘 성사된 것으로 간주
하고 숙박비를 호스트에게 입금한다.
[이웃집넷] 게스트가 호스트 방을 예약했어요. 왔다갔다하면서 예약했어.
그러면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무역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손님이 와. 하루가 지나야 돼. 왔는데 집이 없어. 그러면 연락이 오겠죠. 돈
당연히 안 나가고. 왔는데 사진하고 달라. 그러면 돈 안 보내고. 분쟁이 생기
겠죠. 나는 사진하고 똑같다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중간에 중개를 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집이 바뀌었
다거나 가구가 다르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게스트가 클레임을 걸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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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보내는 거죠. 그런데 게스트가 안 오거나 연락도 안 하거나. 그러면
만 하루가 지난 다음에 돈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요. 그거는 게스트 잘못이에
요. 그것까지 우리가 체크할 수 없으니까.

이처럼 공유기업은 기본적으로 공유시장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자금을
전달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중개자라는 중립적이고
소극적 기능만이 아니라 공유경제 전체의 관리자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비록 일반기업에 비해 관리자로서의 기능이 다소 약하긴 하지만, 자원제
공자가 공유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유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결정할 뿐
만 아니라, 가격책정을 통해 공유제공자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주며, 정산
보류를 통해 자원제공자의 공유활동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
다. 따라서 공유기업이 공유경제 내에서 자원제공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공유기업이 관리자로서 기능한
다고 할지라도 자원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일상적인 공유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공유기업의 영향력이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공유기업은 제공자와 이용자의 공유거래에 있어서 배경
(background)처럼 뒤편에 존재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런데 가끔은 공유
기업이 공유거래에 있어서 전면(foreground)으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바로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싸움이나 분란과 같은 문
제가 발생했을 때이다.

2.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유기업의 대응방식
공유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활동할 행위자들을 사전에 선별하고
자원이용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보류하는 것은 만에 하
나 있을 수도 있는 분란이나 불만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골목재능 대표는 공유기업의 이와 같은 노력들을 “컴플레인”을 최소화하
기 위한 “물 관리”로 표현하기도 했다.
[골목재능] 물 관리를 하는 것은 분쟁 건도 있을 수 있고, 판매자한테 구매
자가 문의를 했는데 답장을 안 한다든지 또 문의를 했는데 직거래를 유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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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다든지 또 거래가 일어났지만 구매자 컴플레인이 계속 빗발치는 판매
자라든지. 유형은 되게 많은데 그런 안 좋은 케이스들이 계속 있으면 안 되
니까 처음에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공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
양한 돌발상황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자원제공자가 공유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홍보내용과 다를 수도 있고, 자원이용자가 한시적으로 공유하
는 자원을 훼손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
용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나 도난사고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례 공유기업들의 대응방식을 심층면접을 토대로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유기업의 책임회피
1) 무방비상태
공유기업들은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소
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취한다. 특히 사건발생의 위험성을 가볍게 보
고,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례로 “공유경제에서 사고
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냐?”는 질문에 본 연구의 사례 공유기업 관
계자들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은 “공유기업에는 사고가 적다”는 답변이었
다. 호텔, 택시운송업, 여행사처럼 일반경제에 비해 숙박, 합승, 여행 등을
공유경제로 거래했을 때 오히려 사건사고가 훨씬 적다는 해명이다.
[이웃집넷] 에어비앤비가 광고를 많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호텔에
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비율 대 공유기업 사건사고 비율을 비교하면 어마어
마하게 차이가 나요. 비교도 안 되게 공유기업 쪽 사고가 적어요. 이런 거는
있어요.
[지구별장]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별장의 폴랫폼이 그걸 조장하거나 하는 거라기보다는 아무리 방책을 만들어
도 사고가 일어나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확실히 프로페셔널한 호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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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어난 사고와 숙박 공유 플랫폼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면, 공유 플랫폼
사고나 범죄율이 훨씬 적다는 겁니다.
[조이트립] 사실 그런 케이스는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호스트하고 여행자
사이에 마찰이라든지 호스트와 저희와 마찰이라든지 여행자와 저희와 마찰
이 없었어요. 사전에 내가 사정이 생겨서 못 하겠다고 캔슬하신 분이 있었는
데 여행을 다 하고 나서 이 여행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환불해 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 어떻게 대응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
지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여행자에게 물어보고 저희
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수긍하고, 금액적으로 이건 두 번 다시 못 할 여
행이었다, 라고 하시면 환불 조치를 하거나 사후처리를 하는 대응을 해야 하
지 않을까. 그런데 한 번도 아직 그런 경우가 없어서….

사건사고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짚는 것은 공유경제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소수의 사건사고가 공유기업 이미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타
격을 방어하고자 하는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사건사고가 적다는 것이 사
건사고가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공유활동을 하다가 언제라도 사기,
교통사고, 재난, 폭력, 도난사건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소수라고 할지라도
자원제공자와 이용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공유기업도 만약의
상황에 대한 자체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공유기업
사례들이 사건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강조하면서 “따라
서 아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사건이 일어나면) 좀 더
생각을 해볼 일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공유경제가 아직 초기 단
계에 있기 때문에 사건사고에 대한 완벽한 대처방안과 책임의 명확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러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지금과 같은 공백기를 단
축하기 위해서라도 공유기업이 조금 더 사건사고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많은 공유기업들이 사건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안
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이웃집넷은 같은 숙박 공유기업인 에어비앤비
가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변상했던 선례를 보고, 다른
공유기업들에 비해 사건사고에 대해 고민을 먼저 하고 사고에 대한 보상
보험 가입처럼 대처방안을 모색해봤던 기업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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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현실을 알고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일을 접
었다.
[이웃집넷] 에어비앤비가 잘 나가다가 한 번 작살난 게 도난사건 때문이었
죠. 그런데 에어비앤비에서 대응을 빨리 해줬어요. 바로 배상해주고, 그 다
음에 프로그램 만들어서 문제 생기면 무조건 5만 불 주겠다. 깔끔하죠. 우리
나라는 그게 없어요. 우리는 일단 손님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해
결해요. 훔쳐 가면 형사로 걸리는 거고, 민사가 남았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외국인이면, 법적으로 처리할 때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공유기업을 보장해줄 보험회사가 없어요. 우리
가 다 돌아다녀봤죠. 호스트 입장에서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해. 이거 어떻
게 책임질 거야. 그러면 보험사는 이게 시장이 얼마큼 되고, 얘들이 망가지
는 게 얼마큼 되고 뭐 하는 걸 다 체크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야 되잖아요. 그
런데 공유경제에 대해 보험가입을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죠. 상품 만들라고
해도 웃기고 있네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미국
은 그런 보험시스템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물론 공유기업의 민간보험 가입여부, 나아가 사회보험의 적용여부에
대한 논의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
할 수 없다고 해서 사고에 대한 공유기업의 기본적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제도개선 노력과 별개로 공유기업의 자체적인 역할규정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상담 및 조언
사건사고가 거의 없어 상세한 규정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제도적
으로도 공유기업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기는 공유기업들이 사건
사고가 실제 발생했을 때 가장 손쉽게 취해온 반응은 불만이 접수되었을
때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다. 아래와 같이 해피미팅과 이웃집
넷과 같은 공유기업들은 자원제공자나 이용자에게 불만전화를 받게 되면
이를 들어주면서 심적으로 위로를 하거나 경찰서나 법률적 도움을 받으
라고 소개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화상담이 공유기업의 직접적
인 개입이나 보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자원제공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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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불만이 잦아들 때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에서 공유기업의
역할이 끝난다. 이러한 상담과 조언은 면피를 위한 일종의 ‘제스처’에 가
깝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해피미팅] 소개팅을 해서 만남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어요. 그
래서 한 이틀 정도 우리한테 전화통화를 하고는 그냥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게 플랫폼의 잘못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는 애매한 선에 있는 것 같고, 솔
직히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자면 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
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없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크지 않을 수 있겠죠. 경찰서에, 아니면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빠르게 소개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이렇게 해결하셔야 된다
고 조언해주는 정도요. 그거보다 좀 더 수위가 낮으면 저희가 그냥 불만 이
야기를 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웃집넷] 호스트분들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님을 받았
는데 손님이 성형수술을 했어요. 붕대를 감고 왔대. 왜 자기한테 사전에 얘
기를 안 해줘? 호스트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찝찝하다는 거죠. 또 하나
는 이슬람은 안 받겠다. 그거는 완전히 차별이잖아요. 그런데 호스트가 기독
교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호텔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
니지만 일반 집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굉장히 애매한 사안인 겁
니다.

나. 자원제공자․이용자에게 책임전가
1) 중립적 중개자로서의 입장 명시
공유기업들이 사고 발생 시 전형적으로 보이는 또 다른 반응은 자신의
일차적 책임을 부인하고 책임을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공유기업들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없음을 약
관에 명시한다. 본 연구에서 이웃집넷과 지구별장, 해피미팅과 조이트립
등 많은 공유기업들이 자원제공자를 ‘호스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우
연이 아니다. 호스트는 공간이나 모임의 주인, 주최자라는 뜻이다. 공유기
업들은 자원제공자를 호스트라고 명명함으로써 자원제공자가 숙박, 여행,
모임의 주최자로 공유활동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이끄는 것이며, 공유

76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기업은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간매개자’일 뿐이라고 암시하
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공유경제를 이끄는 핵심적 주체로 설정하지 않
는 공유기업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어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공유거래의 자율성 보장은 사고가 없는 평상시에는 호스트들에게 호응
을 얻는 부분이다. 조이트립에서 여행서비스 제공자인 호스트는 투어프
로그램에 맞추어 여행자들을 안내해야 하는 일반 여행사의 가이드와 달
리 자신이 마음대로 여행 테마와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아래 호스트의
말대로, 호스트들은 조이트립으로부터 고용관계나 용역수주관계처럼 “명
확하게 고정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 호스트들은 독립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여행계획을 세우며 조이트립은 여기에 대해 어떤 지시
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방침은 여행가이드 일에 대한 자율성
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호스트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조이트립 호스트 1] 조이트립과 제가 사실 어떤 관계가, 명확하게 고정적
인 관계가 맺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고용이든 수주든 받으면 기업이라
고 할 수 있고 여행사라고 할 수 있고, 보통 가이드가 뭔가 제공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지요. 여기서 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실험적인 것도 해보고 싶고 같이 해서 재미있고 좋다, 이런
느낌이 많아요. 조이트립은 뭔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시작하지 않았
는데 결이 잘 맞는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기업 대
상이나 단체 대상으로 하는 투어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컨셉에 최대한 맞추
거든요. 돈 받고 하는 일이라서. 그런데 조이트립에서 들어오는 일들은 편하
신 대로 하면 돼요. 생각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해서 진짜 생각한 대로 하거
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디 계곡 가서 발 담그고 놀기, 조금 심각한 이야기
할 것 같은 것이 다른 데 가서 할 때는 망설여지고 가능하면 이건 빼야지 하
는데 조이트립에서 들어오는 것은 진짜 그걸 해봤을 때 반응이 괜찮아요.

하지만 뜻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른바 “불명확하고 유동적인
관계”는 호스트들에게 되레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호스트의 자율성은 다
른 한편으로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암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위
의 조이트립 호스트의 말대로 공유기업과 자원제공자는 고용관계나 용역
수주관계처럼 “명확하게 고정된 관계”는 아니다. 하지만 자원제공자는 공
유기업 플랫폼에 공유자원을 등록할 때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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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약관에 대한 동의가 공유기업과 자원제공자의 공유활동에 대한
일종의 계약인 셈이다. 자신을 중개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유기
업들은 이 약관에 공유활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공유기업의 책임
이 없음을 명시한다. 아래에서 보듯이 사례 공유기업의 관계자들도 이러
한 약관을 들어 사고가 났을 때 공유기업은 중간관리자로서 법적인 책임
은 없고, 호스트가 문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유기업은 공유시장을 제공하고 자금전달책으로 역할을 할 뿐, 실제 공
유경제의 주요 생산자는 자원제공자라는 것이다.
[조이트립] 사실 정말 약간 좀 그럴 수 있지만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용약관을 보면 저희는 중간관리자라서 어떤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적혀 있어요. 조이트립 여행은 개별여행이기 때문에 여행자보험을 저희 쪽
에서 드는 게 아니고 여행자 개인이 들어서 여행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행
컨텐츠를 소개하는 것이고요. 조이트립은 판매의 중개자이지 판매의 당사자
가 아닙니다.
[해피미팅] 모임에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모임 주최 측에서 배
상을 하는 게 맞죠. 모임 주최 측과 저희 쪽이 계약관계에 있는 건 아니거든
요. 약관에 쓰는 거는 모임이 진행될 때는 무엇이든 모임 주최 쪽에서 책임
을 진다라는 게 있어요.
[이웃집넷] 이웃집넷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물의 임대를 위해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
습니다. 따라서 웹사이트에 올려진 컨텐츠에 대한 책임은 컨텐츠를 생산해
서 올린 원저작자에 있습니다. … 문제는 호스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저희한테 연락해봤자 큰 의미도 없고.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작은 불만들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겠죠. 컵이 깨지고 누
가 토하고 가고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것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도 없고, 이불
에 토했다고 변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는 똥 밟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텔에서도 굳이 따지면 끝이 없겠지만 속이 안 좋아서 토했다
고 그걸 갖다가 물어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골목재능 대표는 아래와 같이 공유기업의 중간매개자로서의 역할을 11
번가, 옥션, Gmarket과 같은 오픈마켓에 빗대어 설명한다. 11번가나 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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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반품이나 환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11
번가나 옥션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공유기업도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자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골
목재능 대표는 공유경제 플랫폼 사용자들도 “오픈마켓에 대한 인식을 갖
고 있는 상태”라고 보았다.
[골목재능] 처음에 11번가, 옥션 이런 오픈마켓도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많
이 힘들었잖아요. 왜냐면 물건을 구매하면 당연히 11번가가 파는 줄 알고 11
번가에 전화해요. 왜 안 주냐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판매자들이 따
로 있었던 거죠. 저희 사이트가 지금은 이렇게 생소한 사이트지만 그나마 잘
될 수 있는 거는 이미 그런 오픈마켓에 대한 인식을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각기 따로 따로 있는 거를 알고 있다는 얘기
죠. 인식이 달라지면 마인드도 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골목재능 대표의 전망과 달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자원제공자들이 이러한 책임소관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유기업과 자원제공자가 정확히 고용관계나 사업주수관계는 아니라 할
지라도 공유기업이 제공한 플랫폼에서 자원제공자가 상거래를 한다는 점
에서 상업적 관계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상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쌍방의 인지와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래 이웃집넷 대표
의 말처럼, 공유기업에서 관계는 “온라인” 속에서 시작하고 끝이 난다. 제
공자와 플랫폼의 상업적 관계맺기가 오프라인에서 쌍방의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자원제공자가 이미 주어진 약관에
일방적으로 동의하고 클릭하는 간소화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웃집넷] 이웃집넷이 호스트하고 갖는 관계나 투숙객하고 갖는 관계가 대
부분 온라인에서 끝나죠. 모든 건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끝나요.

따라서 플랫폼에 회원등록을 할 때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는 자원제공
자들은 거의 없다. 이러한 조항을 읽었더라도 우선 플랫폼 안으로 진입을
해야 공유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심코 동의를 클릭하고 넘기기도 한
다. 실제 본 조사에 참여한 조이트립과 해피미팅 호스트들도 사고가 발생
했을 때 그 책임이 호스트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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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공유기업은 약관에 사고의 책임이 자원제공자에게 있음을 명시하
고 있는 반면, 자원제공자들은 두루뭉술하게 공유기업이 사고에 대비해
“보증보험”처럼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거라고 어림짐작하거나, 공유
기업이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이처럼 인
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에 대해 공유기
업이 책임을 부인하게 된다면, 자원제공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자원제
공자와 공유기업 사이에서 크고 작은 갈등은 불가피하다.
[조이트립 호스트 1] 뭔가 사고가 나거나, 여행 소개하는 과정에서 호스트
가 다리를 삐었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여행자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여행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이나 보험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확인은 안 해 봤어요. 제가 관광통역안내사를 따려고 학원 다니
는데 관광법을 보면 보증보험을 들어야 여행을 등록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이미 마련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피미팅 미팅지기] 해피미팅에서 모임을 하는데 사고가 나서 다쳤단 말
이에요. 그럼 해피미팅, 미팅지기, 참여자 중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 … 그
게 그런 것 같아요. 한쪽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진다는 거는 오버다. 왜냐면 소
비자가 이거를 보고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선택해서 와서 본인이 활동을
하다가 다쳤다. 여행에서도 그렇잖아요. 여행사가 사고를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여행자에게 여행자보험 들고 오라고 하듯이 그런 책임이 따르는 거
죠. 또 어떤 모임은 암벽등반처럼 정말로 큰 액티비티를 해서 위험성이 있
다. 그러면 보험이나 이런 쪽을 사전에 들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모임주최자
가 다 계산하고 모임을 개설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해피미팅이라는 회사
도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2) 자원제공자․이용자 퇴출
사건사고의 책임을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에게 전가한다고 해서 공유기
업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공유기업들은 사건사고
를 발생시킨 자원제공자나 이용자의 퇴출을 통해 사건사고에 대한 행위
자의 책임을 묻는다. 특히 적지 않은 공유기업들은 자원제공자가 이용자
와의 약속을 어기고 공유활동을 방만하게 했을 때 자원제공자를 공유시
장으로부터 “추방”한다. 버스커링크는 약속이 잡힌 공연을 당일에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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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아예 공연장에 나타나지 않는 아티스트들에게 패널티를 가하고, 이
러한 사건이 반복되면 버스커링크 인터넷 플랫폼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
하는 방식으로 분쟁에 개입한다.
[버스커링크] 1년에 10건 이하니까 거의 없긴 하지만 아티스트들이 안 오는
노쇼(no show)가 있어요. 당일 취소하는 경우들. 정상취소는 3일 이전에 취
소하는 거예요. 3일 이후에 하면 패널티 대상이에요. 패널티는 3개월 정도
이용 정지. 그리고 당일 노쇼가 몇 번 이상 되면 추방이죠. 아예 계정이 없어
지는 그런 식으로. 아티스트들은 자유로울 것 같아서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서 구애 받는 거를 싫어할 가능성이 있는데 버스킹의 자율성 문제가 있는데
자율적인 버스킹은 다른 데서 해도 되잖아요. 여기는 보상도 있고, 공간에서
장비도 제공해주는 데가 많고, 좀 더 편하고, 보장된 시간이니까 쫓겨날 일
도 없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골목재능도 재능판매자가 구매자와의 약속을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파기할 경우 골목재능 웹사이트를 통해 재능을 공유할 수 없도록 판매를
중지시킨다. <표 3-3>은 골목재능이 명시한 판매정지 사례들이다. 이러
<표 3-3> 골목재능 재능판매자 판매정지 규정
골목재능은 다음과 같은 불성실 판매자에 해당되는 경우 판매 정지함
1. 구매자가 쪽지 문의를 하였는데, 계속해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2. 구매자가 쪽지 문의를 하였는데, 확인은 했으나 답장을 하지 않는 경우
3. 구매자가 주문을 했는데, 주문확인을 하지 않거나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
래 걸리는 경우(하루 이상 또는 며칠 이상이 걸리는 경우)
4. 구매자가 주문을 했는데, 주문확인은 했으나 구매자가 문의한 내용에 대
해 답변도 없고, 재능진행도 일정기간 안 하고 주문확인만 하는 경우
5. 구매자가 주문을 하고, 재능거래에 문제가 생겨 전화 또는 골목재능을 통
하여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장기간 안 되고 재능주문 거래
도 처리가 안 된 경우
6. 기타 문제에 의거해서 골목재능에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안 되는 경
우(휴대폰, 이메일, 골목재능쪽지 등)
7. 재능 거래건의 빈번한 주문취소 및 구매자항의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
8. 구매자가 문의한 수에 비해서 현저히 주문율이 떨어질 경우
9. 재능 등록 후 6개월 이상 동안 단 1건의 판매도 없을 경우 또는 마지막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판매내역이 1건도 없는 경우(판매가능 재능으
로 보기 어려움)
10. 재능 작업 완료되지 않았는데, 배송처리를 먼저 하거나 또는 구매자에게
구매후기를 먼저 남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11. 기타 골목재능의 내부 규정에 어긋나거나 불성실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 : 골목재능 판매정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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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재조치는 일반 민간기업이 고용계약을 위반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자원제공자만이 아니라 자원이용자가 문제를 야기했을 때에도 퇴출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한공간은 쉐어하우스를 공유하면서 말썽을
일으킨 하우스메이트들에 대해서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재계약을 연
장해주지 않음으로써 집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을 시킨다. 이처럼 일부 공
유기업들은 분란의 소지가 있는 행위자들을 공유시장에서 ‘해고’시킴으로
써 사건사고를 줄이려고 한다.
[무한공간] 치고 박고 싸우거나 …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규
칙을 어기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강제로 내보내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나가라고 통보하는 방식보다는 저희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냥
저희가 재계약 연장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떤 액션을 취하
면서 중간에 나가라고 하는 방식보다는 그냥 재계약 연장을 안 해주는 ….

3) 자원제공자․이용자 사이의 분쟁조정
사고나 갈등이 생겼을 때보다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는 공유기업들
도 있다. 골목재능은 재능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들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장치를 결제 프로세스 안에 포함시켰다. 재능거래
를 하다 보면 재능판매자의 일을 구매자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골목재능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구매자 편도 판매자 편도 들
수 없다”는 것이 골목재능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표명
에서 그치지 않고 두 행위자 사이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분취소”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골목재능을 통해 구입한 재능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절충을 통해 전체 비용을 환불하
거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서비스에 대해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제 프로세스를 세분화한 것이다. 이러한 중재 시스템
의 도입을 통해 골목재능은 전자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었다.
[골목재능] 저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구매자 편도 들 수 없고 판매자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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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없어요. 구매자가 판매자가 엉터리로 일을 했다고 말해도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없거든요. 판매자는 진짜 몇 날 며칠 밤 새워서 했다고 말해도 저
희는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협의해서 부분취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서로 10% 정도씩만 양보하다 보면 협의점은 충분히 맞
춰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취소요청과 수정요청은 다른 사이트도 있는 것 같
아요. 그런데 부분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너무 분쟁 건 때문에
힘들어서 독자적으로 만들었는데 분쟁 건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더라고요.

행위자 퇴출이나 분쟁조정은 책임회피보다 적극적인 개입이긴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도 여전히 공유기업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
는 방식은 아니다. 행위자 퇴출이나 분쟁조정도 결국 문제의 기본적 책임
을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에게 귀속시키는 점에서 소극적 대응방식들과 비
슷하다.
다. 적극적 손해배상
그러나 공유기업 중에는 공유활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피해나 위험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공공장소나 상점의 빈 공
간과 매대판매자를 연결하는 무빙장터는 매대판매자로부터 산 물건이 파
손이 되었거나 문제가 있어서 반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매대판매
자에게 변상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변상을 해주고 있다.
[무빙장터] 매대(stall)들이 순간적으로 열리고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을 산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그냥 반품
해준 적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솔직히 많이 발생을 해요. 샵 공간을 쉐어링
하다 보니까 공간 쉐어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물품 A/S 문제가 걸리는 거
예요. 마켓을 하다가 어떤 분이 사간 물건이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고 …. 세
번 정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게 액수도 크지 않고 해서 무빙장터가 다 떠안
았지요.

유아용품을 공유하는 베이비박스도 상품에 대한 환불이나 반품이 들어
오면 유아용품의 원래 판매자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인수한 베이비박스 스스로가 A/S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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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사실 저희가 중고이고, 리퍼이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건 제품
에 대한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나라나 보통 일반 리퍼상품 같은
경우에는 A/S 같은 게 거의 없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품에 하자가 있
을 때 다 A/S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
한 한 빠르게 해결해 드려서 많은 신뢰를 쌓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차피
A/S 자체가 환불 아니면 반품, 교환 그런 거잖아요. 교환 같은 경우에는 재
고가 빨리 파악이 되니까 교환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반품 같은 경우에는 어
머님들께서 마음에 안 들으시면 바로 반품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즉각적으
로 대응해드리는 게 저희 장점인 것 같아요.

버스커링크는 공연서비스 제공자인 아티스트들의 공연비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간주들은 3개월 단위로 공연비를 정산해서 버스커링크
에게 지급하는데 아티스트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공연비를 받아서는 일
상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버스커링크는 아티스트들이 주기
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공연비를 공간주가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
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공연비를 입금해준다. 버스커링크가 아티스트들을
대신해서 공연비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공연비를 선지불하면서 스타트업인 버스커링크의 자체 운영비가 부족해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적도 있다. 그러
나 버스커링크는 이를 “신뢰”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고 있었다.
[버스커링크]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
는 저희가 중간에 다 리스크 테이킹을 해요. 저희 돈으로 다 지급하고 있어
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예술인들이 주기적으로 소득이 생기는 게 되게 중요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음악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왜 그들
은 주기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저한테 있었거든
요. 공간주들은 3개월 단위로 정산한다거나 그렇게 하니까 저희는 중간에
계속 그게 뜨는 거죠. 저희는 이번 달에 공연하면 익월 말일에 반드시 입금
하거든요. 저희가 스타트업이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보내면 월
급을 줄 수 없는 상황 그런 것까지 갔었는데 그런 부분이 2년 돼서 저는 그
게 신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처럼 적극적으로 사고나 위험에 대한 책임을 떠안는 경우는 흔
치 않다. 공유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사고 빈도가 많아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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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유기업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의 공유거래
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무빙장터도 매대판
매자가 늘어나면서 매대판매자가 판매한 상품에 대한 A/S를 직접 감당
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무빙장터는 중간매개자로 입지를 굳히고 홈페
이지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업체랑 직접 컨택해서 푸는 형식”으로 변
화를 꾀하는 중이다.
[무빙장터] 예전에는 반품이나 환불 같은 A/S를 저희가 다 떠안았는데, 이
제는 점점 판매자가 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30개 팀이었는데, 지금은 80개
팀이 되었고. 그래서 감당이 안 되고, 이제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로 문제
가 발생하면 업체랑 직접 컨택해서 푸는 형식으로 바꾸려고 하지요.

아티스트들의 소득보장을 중요시하고 무명 아티스트들의 홍보를 지원
해왔던 버스커링크도 아티스트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
버스커링크는 아티스트들에게 공연비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아티
스트들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공연비디오를 무료로 만들어주어 홍보를 간
접적으로 돕기도 했다. 그런데 사업이 확장되고 비디오 촬영비용도 늘어
나게 되자 무료 비디오 촬영을 유료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버스커링크] 저희는 공연하는 친구들 중에 평가도 좋고 공연도 성실하게
하고 뭔가 기본이 된 친구들에 대해서 영상을 무료로 만들어줬어요. … 그런
데 아무래도 이번 달 정도부터는 상징적인 금액을 받으려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돈을 좀 받아야겠어요. 한 30만 원 정도 받으면 거의 본
전도 안 나오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상이 카메라 3〜4대 나가는데 인
건비도 안 나오는 거죠.

이처럼 공유기업이 실제 공유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다양하
다. 기본적으로 가상공간에 공유시장 플랫폼을 제공하고 자금을 전달하
는 중개자로서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 외에도 공유시장의 면접자이자 문
지기 기능, 자원제공자와 소득을 간접적으로 결정․조정하는 기능, 자원
제공자와 이용자의 공유활동을 점검․관리하는 기능 등 관리자로서의 역
할을 아우르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 행위자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유기업들은 중개자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책임을 자원제공자나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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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가격협상을 시도하거나
직접 피해보상을 하면서 문제를 책임지려는 공유기업들도 일부 존재했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듯이 공유경제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많은 공
유기업들이 자신의 중개자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자원제공자
와 이용자 사이의 공유거래나 사건사고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경
향이 관측되고 있다.

3. 중개자로 남으려는 공유기업의 노력
공유기업들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중개자로서의 모습
을 견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공유기업이 중개자로서의 역
할만 담당하면서 공유거래를 위해 ‘판’만 깔아주면 되지만, 관리자로서의
역할까지 맡게 되면 ‘판’을 기획하고 경영해야 한다. 특히 공유경제에 참
여하는 제공자와 이용자들이 많아지면 판의 상황을 감독하고 문제를 처
리해야 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유기업들은 관리
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관리업무를 맡기기도 하고, 혹은 일부 자원제공자나 이용자에게
관리기능을 이양하기도 한다.
가. 관리업무를 담당할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
일례로 이웃집넷은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한다.
사실 이웃집넷이 단순히 숙박공유 플랫폼 제공과 자금전달 역할만 한다
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는 IT
를 통해 자동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실제로 공유기업들은 공유거래량
이 수천, 수백 건에 달하더라도 소수정예의 직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골목재능은 7,000〜8,000명이 재능판매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현재 1인 기
업으로 운영 중이다. 이웃집넷도 등록된 호스트들의 방이 약 6,000건에
달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는 3명에 불과하다. 이 3명의 정규직 노동자는 중
개자로서의 역할을 전담한다. 그러나 이웃집넷이 수익률과 브랜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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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이고, 시장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호스트의 숙박업을 단순히 중
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더 많은 게스트들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호스트들이 제공하는 빈집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별
호스트들이 이러한 홍보를 혼자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에 이웃집넷
은 호스트들을 대신하여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호스트와 방에
대한 소감글을 올리는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웃집
넷은 각국의 언어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려줄 유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수시로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이웃
집넷이 제공하는 호스트와 방에 대한 “소스”를 받아 홍보글을 올린다. 실
제로 이웃집넷은 이러한 방법으로 수만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온라인 방
문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은 이웃집
넷에게 매우 중요한 업무이지만, 이웃집넷은 중개자 역할 이외의 이와 같
은 업무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지는 않는다.
[이웃집넷] 이웃집넷 정규직 노동자들은 3명인데, 나머지 분들이 많아요. 비
정규직은 아니고 알바 개념이에요. 저희 회사는 거의 타깃이 외국인 여행자
잖아요. 외국은 너무 광활한데 우리가 돈 거의 없는데 외국을 상대로 마케팅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점을 맞춘 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중
국, 일본, 동남아예요. 거기서 자유여행객들은 20〜30대의 회사원이나 여자
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60%가 넘거든요. 그들한테 우리 회사를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온라인에서 스토리텔링이나 여러 가지 마케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에서 어떤 얘기든 재미있는 얘기를 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
어서 인기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블로그,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스토리
텔링을 해줄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한 게 각각 나라 타깃에 맞게 아시아 각
나라의 20〜30대 여자를 뽑아서, 대부분 유학생들인데 그 친구들한테 너희
가 스토리텔링을 해라, 너네 말로, 우리가 소스를 주기도 하고요. 저희가 영
어로 된 블로그에는 10만이 넘어요. 각 나라별로 2, 3만이 되는 거고. 그렇게
소셜미디어에 연결되고 해서 홍보를 합니다.

베이비박스도 아동용품 수거를 위해 박스맨(boxman)으로 불리는 아르
바이트생을 고용한다. 중고 아이용품을 공유하는 베이비박스는 중고나라
같은 민간 전자상거래 업체와 다른 점이 존재한다. 중고나라는 판매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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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고 싶은 물건들을 단품으로 하나하나 따로 직접 직거래를 해야 하는 반
면, 베이비박스는 자원제공자들 집을 방문해 팔고자 하는 물건들을 한 번
에 인수해 온다. 아래 베이비박스 관계자의 말처럼, 이러한 “편리함”이 자
원제공자들이 베이비박스보다 중고나라에서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해도 베이비박스와 거래하는 이유이다. 이처럼 자원제공자를
대신해 아이용품을 수거해서 팔기 위해서는 베이비박스 직원이 직접 자
원제공자의 집을 방문해야 한다. 따라서 거리가 먼 지역에 사는 자원제공
자의 물건은 수거가 불가능하다. 이는 베이비박스가 활동영역을 서울․
경기권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베이비박스] 어머님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그게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중고나라에서 팔면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사
실 그런데…. 우리는 가격적인 이슈보다는 서비스에 대해서 편리함을 추구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지요. 물량 수거, 판매 요청하는 물량으로 봐서
는 거의 1,000개가 넘어가요, 한 달에. 사실 저희가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
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효율적인 부분을 많이 개선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원래는 택배를 하다가 지금 잠깐 멈췄어요. 택배 수거 자체가 저희가 지원을
못 해줘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판매하겠다고 생각하셨는데 저한테 보내야
되는데 보낼 박스가 없고, 보낼 물건이 없고. 그런데 육아용품 자체가 굉장
히 다양해요, 사이즈가. 어떤 건 이만하고, 어떤 건 이만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머님께서 그걸 저희한테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희는
검수를 하고 다 해 드렸는데 사실 물건을 못 받으니까 비용적인 문제가 발
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만족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택배 수거는 지금 중단을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베이비박스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지역
까지 물품을 수거해올 인력이 필요하다. 초창기에는 4명의 정규직 직원
중 1명이 박스맨 역할을 담당했지만, 1,000개가 넘는 아이용품이 등록되
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이러한 업무를 정규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베이비박스는 전자상거래 중개자 역할은 정규직 멤버들이 담당하고,
물건판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자원제공자로부터 직접 물건을 수거해주는
박스맨 서비스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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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넷이나 베이비박스와 같은 공유기업들은 중개자로서의 기본 입지를 견
지하고, 홍보나 회원서비스 같은 여타 관리업무는 단기채용을 통해 해결
하고 있었다.
나. 관리업무를 자원제공자․이용자에게 이양
중개자 역할 이외의 관리업무 자체를 자원제공자나 이용자에게 이양하
는 경우도 존재하다. 조이트립의 ‘리딩호스트’ 선정계획은 공유기업이 관
리자적 기능을 자원제공자에게 이양하고자 하는 사례이다. 앞서 살펴보
았듯이 조이트립은 원칙적으로 호스트들에게 여행가이드에 대한 자율권
을 부여한다. 하지만 조이트립이라는 공유기업의 브랜드가치는 호스트들
의 여행서비스의 질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이트립은 호스
트들의 여행서비스 질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기업에서 호스트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을 보면
서 “호스트들을 엄격하게 관리”해야겠다는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따라
서 아래 인터뷰 내용과 같이, 조이트립은 호스트들을 관리․교육하고 여
행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관리시스템을 만들
계획을 갖게 되었다
[조이트립] 점점 더 뭔가 호스트를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겠다는 내부 판단
이 서요. 에어비앤비에서 호스트가 성적으로 게스트에게 액션을 취했거나
불쾌한 사건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도 언젠가 이용자들이 많아지면 저런
이슈가 충분히 생길 수 있겠구나. 사전에 우리도 어떤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이트립] 정기적인 호스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무가내로
계속 혼자서 여행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뭔가 소정의 교육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최근 OO구하고 관광인력양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자신의
마을을 들여다보고 자신만의 마을여행을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
거든요. 그럴 때 호스트 활동을 하는 분이 참여함으로써 호스트 활동을 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면 호스트 퀄리티 양성의 질이나 여행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교육은 아니라도 호스트들끼리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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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어서 이번에 자기가 호스트 했었는데 이런 손님은 진상이었다, 이런
이슈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뭔가 자기만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
는 그런 모임을 또 만들면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한편으로 조이트립이 호스트들의 서비스에 대해 직접 개입과
감독을 시작하면, 조이트립은 중개자를 넘어선 역할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나중에 조이트립은 호스트들의 업무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조이트립이
생각한 묘안은 [그림 3-2]처럼 조이트립이 직접 교육이나 관리를 주도하
는 것이 아니라, 평가가 좋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온 호스트들 중에서 다
른 “호스트들을 관리하기 적합한 인물”을 뽑는 것이다. 조이트립은 이들
을 각 지역에 있는 호스트들의 대표라는 뜻에서 그들을 리딩호스트라고
불렀다.
[그림 3-2] 관리업무를 자원제공자 측에 이양 : 조이트립의 사례

자료 : 조이트립의 사례를 필자가 정리.

조이트립은 아래 인터뷰 내용들처럼 리딩호스트들에게 관할 지역에
있는 호스트들에 대한 “물 관리”와 교육을 이양할 계획이다. 리딩호스
트들은 조이트립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호스트들 중에 선출된
소위 ‘자치회 임원’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아래 조이트립 관계자
의 말처럼, 이들에게는 “인건비를 주기보다 수수료를 덜 받는 베네핏”
을 줄 예정이다. 이처럼 조이트립은 자원제공자에게 관리기능을 이양함
으로써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중개자로서의 위치를 견지할 수 있
는 것이다.
[조이트립] 저희가 도입하려고 계획 중인 것이 리딩호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그 나라를 대표하는 호스트들을 지정해서 지역 물 관리를 하는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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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네팔, 필리핀 같은 경우 거기까지 저희가 가서 계속 호스트 모니터링
을 할 수 없으니까 뭔가 믿을 만한 리딩호스트를 한 명 지정해서 그 사람에
게 새로운 호스트가 생기면 한번 가 봐라. 아니면 계속 호스트들과 커뮤니케
이션을 해라, 뭔가 사건이나 이슈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속 생각 중이죠.
[조이트립] 리딩호스트 기준은 저희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호스트 활동을 활
발하게 하는 분들 중에 아는 지인들도 많고 평가를 해서 호스트들을 관리하
기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지정해서 활동하게 할 생각입
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떤 방식의 베네핏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금
전적으로 인건비를 주기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베네핏은 그분들에게는 수
수료를 덜 받거나 안 받거나 할 수 있을 겁니다.
[조이트립] 리딩호스트가 하는 호스트 교육은 딱딱한 교육자료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친구와 영상통화 하듯이 스카이프 미팅으로 ‘나는 우리 지역
호스트들하고 이런 개더링하려고 해.’ ‘이런 내용으로 할 건데. 이걸 우리
조이트립한테 보내서 이건 꼭 공지를 해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우리하
고 의사소통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뭔가 이런 리딩호스트나
호스트를 한자리에 모아서 뭔가 파티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앞으로 더 키
워나갈 수 있게 호스트 서포트도 많이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버스커링크의 ‘버스킹매니저’도 공유경제가 탄생시킨 새로운 관리자이
다. 아티스트가 빌딩이나 상가의 공간(버스킹존)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는 공연장소에 음향이나 조명기기를 설치하고 조종하는 작업을 해줄 사
람이 필요하다. 버스커링크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아티스트와 버
스킹존을 연결해주는 중개업으로 한정하고, 공연무대를 마련하고 관리하
는 일은 공간주 측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실
제로 전문 음악카페에서는 공간주 본인이, 극장이나 쇼핑몰과 같이 큰 건
물은 공간주가 따로 고용한 사람들이 무대설치와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버스커링크는 공간주가 공연관리를 위해 고용한 사람을 ‘버스킹매니저’라
고 부르고 있다. 사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티스트와 공간주를 연
결하는 버스커링크를 버스킹매니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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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 내용처럼, 버스커링크는 자신은 공연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자일 뿐이며, 실제 공연을 관리해야 하는 측은 공연이용자인 공간주라고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버스커링크는 자신은 매니저가 아니고 공간주들
이 버스킹매니저라고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이다.
[버스커링크] 일반적으로 매니저는 아티스트 사람에 대한 관리잖아요. 그런
데 저희는 그런 매니지먼트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매니지먼트의 역
할을 한다면 아티스트들의 수익을 나눠서 저희가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
지 않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하는 시스
템을 제공하는 회사지, 그거를 직접적으로 매니지먼트라고 아티스트들의 소
속을 두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서비스 회사예요. 매지너
는 공간주가 고용한 사람이거나 공간주 자신이 공연매니저지요. 저희가 버
스킹매니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간에 음향장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
면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승인하는 주체 그 사람을 매니저라
고 하고 있고, 그 사람이 공연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공연관리를 오롯이 공간주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실제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간주가 작은 카페나 상점 주인일 경우 이
들에게 무대설치를 맡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버스커링크는 이러한 난감
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 3-3]과 같이 공간주의 공연관리 역할을
대신할 ‘대리’ 버스킹매니저를 모집한다.
지금까지 버스킹매니저들은 공연에 관심이 있거나 연주를 해본 아티스
트들로 선발되어 왔다. 하지만 버스킹매니저가 버스커링크와 명확한 고
용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버스킹매니저는 버스커링크에서 모집
은 하지만 실제로는 공간주의 역할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연관
[그림 3-3] 관리업무를 자원이용자 측에 이양 : 버스커링크의 사례

자료 : 버스커링크의 사례를 필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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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대한 보수는 공간주로부터 공연 1건당 일정 비용을 받는 구조를 취
한다. 아래 버스커링크 대표의 말처럼, 버스커링크는 버스킹매니저의 위
치를 회사에 정식으로 소속되지 않고 계약 건수당 보수를 받는 ‘배달앱
배달기사’나 ‘보험사 보험설계사’에 비견하고 있었다.
[버스커링크] 버스킹매니저라는 게 공간주라고 말씀드렸지만, 공간주들 중
에 공연운영을 직접 못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큰 버스킹존은 괜찮지만
작은 카페라든가 이런 곳이면 더 심각하죠. 그게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그거를 저희는 그냥 버스킹매니저를 모집해요. 저희가 파견하는 버스킹매니
저도 버스킹매니저라고 하거든요. 버스킹매니저는 공연운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음향장비도 만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플랫폼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
는 공연기획자 같은 느낌이죠. 지금은 버스킹매니저가 10명 정도 되는데, 공
연도 좀 하고 연주도 좀 했거나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보수는 공연 1회
당 얼마씩 주든지 하는 겁니다. 보험사 보험설계사도 그렇게 하잖아요.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고용구조가 특이하긴 한데 배달앱 같은 데 배달기사들도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건당 돈을 받는 거거든요. 저희도 공연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풀(full)로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비
용이 많이 들잖아요.

대안주거 공유기업인 홈쉐어도 자원이용자인 입주자들에게 관리업무
를 이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홈쉐어는 정부지원이나 자가투자
로 인수한 대안주거 빌딩 수가 늘어나면서 빌딩관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청소, 시설점검, 입주자관리와 같은 업무를 위해서는 빌딩마다 관
리업무를 전담할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빌딩관리자를 고용
하게 되면 그 비용은 결국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걷어 충당해야 하고,
결국 주거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렴하고 살기 좋은 대안주거를 지향
하는 홈쉐어에게 이는 고민거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홈쉐어가 도출한
방안은 거주자 중에서 ‘총무’를 뽑거나, 아니면 거주자들을 팀으로 그룹핑
해서 각 팀이 스스로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
이었다. [그림 3-4]와 같이 홈쉐어는 입주자 총무를 뽑게 되면 임대료를
할인해주거나, 입주자 팀이 관리업무를 같이 분담하게 되면 임대비용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입주자들의 관리업무에 대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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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관리업무를 자원이용자 측에 이양 : 홈쉐어의 사례

자료 :홈쉐어 사례를 필자가 정리.
[홈쉐어] 저희는 공간을 관리하는 경우에 한 빌딩당 한 사람의 매니저를 두
자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위해 비용 산정이나 그런 것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사실 주거비는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잖아요. 그러면
관리자를 빼는 방법을 찾는 게 좋아요. 그러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임대료 자체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그러면 입주자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툴로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대안주거에 살면서 임대료를
적게 받는 총무를 두거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학원에서도 학원 관리 업
무를 하고 공짜로 학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듯이 그런 형태일 수도 있
고. 아니면 저희가 아예 거주자들을 그룹핑해서 팀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합의된 그룹들을 받아서 그들이 스스로 시설관리를 하는 대신에 비용을 낮
춰주는 조건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하
고 있는 건 지금 근처에 홈쉐어(빌딩) 3호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주자들
이 팀으로 입주해서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임
대비용은 다운시켜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공유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유기업의 관리자적 역할은 불가
피하다. 공유기업이 관리자가 된다는 것은 공유경제의 행위자들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압력에 대해서 여러
공유기업들은 관리업무를 아르바이트생 채용처럼 불안정 고용계약을 통
해 해결하거나, 자원제공자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조이트립은 리딩호스트를 호스트들을 교육하는 호스트관리자로, 버스커링
크는 버스킹매니저를 공간주들을 돕는 공연관리자, 홈쉐어는 총무나 입
주자그룹을 함께 사는 공간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소개한다. 그러나 한편
으로 이들은 조이트립이나 버스커링크, 홈쉐어와 같은 공유기업에게 요
구되는 관리자적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공유기업의 대리관리자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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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공유기업은 이들에게 관리기능을 아웃소싱함으로써 자신의 중개자
로서의 ‘순수성’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리딩호스트, 버
스킹매니저, 홈쉐어 총무의 독특한 선발과정과 보수지급방식 때문에 이
들의 노동자로서의 신분이 매우 애매하다는 점이다. 공유기업은 대리관
리자들을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로 보지 않고 자원제공자들의 자치모임
대표나 자원이용자들을 위해 소개해준 인력으로 치부하는 상황이다. 대
부분의 공유기업들은 중개자적 업무를 위해 직접 고용한 정규직 직원 이
외에, 대리관리자들과의 고용관계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4절 해석 : 자원제공자 - 공유기업 관계를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가?

1. 생산양식의 맥락에서 공유경제의 생산관계를 해석해야 할
필요성
“생산이 사회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
떤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든 간에 다수 개인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의
미이다. 특정한 생산양식 또는 산업적 단계들은 항상 특정한 협업양식 또는
생산관계와 결합된다.” - Marx & Angels(2007),『독일이데올로기』중
“인간은 그들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생산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와는 독
립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정한 관계, 즉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단계에 조응
하는 생산관계에 들어선다.” - Marx(2007),『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중

현재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자원의 공유’라는 소비방식의 변화에 초점
을 맞추고 있지만, 공유경제는 새로운 소비양식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산
양식이기도 하다. “공유경제에는 공유된 정의가 없다”는 Rachel Botsman의
말처럼,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여러 공유경제
논자들은 유무형의 남는 자원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제공자들과 이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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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들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연결함으로
써 유휴자원을 대안적이고 공동체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일례로 유럽의 공유기업 저스트파크(Just Park)의 운영자인 Alex Stephany
는 공유경제를 사용빈도가 낮은 자산을 인터넷을 매개로 공유해 잉여자
산이 사회적으로 재분배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Stephany,
2015). 이러한 공유경제의 정의들은 자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한다는 소비양식의 변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단
지 소비자들끼리 자신이 가진 자원을 공동체적으로 공유하고 끝나는 소
비양식만은 아니며, 수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생산양식이다. 공유경제 안
에는 자원제공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공유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공
유시장으로 삼아 자원을 거래한다. 이를 통해 자원제공자와 공유기업은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통해 명백한 영리활동
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생산양식으로서의 공유경제 안에서 자원제공자와 공
유기업의 관계는 노동자와 사업주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들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제3장 사례 공유기
업들의 실태를 보면, 적어도 공유기업들은 자신을 공유거래의 중립적 중
개자로 상정하고 자원제공자와 공유기업의 관계를 일반적 고용관계로 해
석하는 입장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어떠한 해석이 가
능할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지 공유기업과 자원제공자의 쌍방
관계만을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공유경제라는 생산양식 속에서 공유기업
과 자원제공자의 생산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Marx는 인간은 생산경
제에 참여하면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일정한 생산관계(relations of
production)를 맺게 되며, 특정한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은 항상
특정한 생산관계와 결합된다고 보았다. 자원제공자 -공유기업은 공유경
제라는 새로운 생산양식 속에서 탄생한 행위자들이다. 따라서 자원제공
자-공유기업이 맺게 되는 특정한 생산관계는 공유경제라는 특정한 생산
양식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자원제공자 -공유기업이 고용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하기에 앞서 공유경제의 생산양식이 어떠한지를 살
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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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Marx의 정치경제학과 주류경제학이 말하는 생산양식, 생산력, 생
산관계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자. Marx는 [그림 3-5]와 같이 인간의 생산
활동을 생산력(material forces of production)과 생산관계(social relations
of production)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한다. 생산력이란 물질적 재화
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이용되는 자연력 혹은 자연물과 같은 생산수단
(means of production)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labour power)을 포함한다.
생산력은 주류경제학의 생산요소(factors of production)에 상응하는 개념
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생산관계는 생산력을 동원해 물질적 재화나 서
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를 뜻한다.
Marx는 인간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면서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생산관계를 결정하는 핵심적 기준은 생산과정에서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
하고, 누가 노동력을 제공하는가의 여부이다. 일례로 자본주의 생산양식
에서 생산관계의 가장 기본적 양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자본
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프롤레타리아트(노동자)의 관계이다. 사실 우리
가 현재 일반적으로 ‘고용관계’라고 부르는 생산관계의 개념은 자본가와
노동자로 이루어진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생산양식을 전제한 개념이다.
그러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논의에서 한 가지 강조할 점은 생산관계
가 모든 시대에 항상 동일한 양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생산
관계는 한 사회나 시대의 산업적 발전단계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생산양식과 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생산관계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
타난다. 생산력, 생산관계, 생산양식의 추상적 개념은 <표 3-4>와 같이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5] 생산력과 생산관계

자료 : Marx의 생산활동에 대한 설명을 필자가 정리.

제3장 한국의 공유기업 사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공유경제의 고용관계 성립

97

<표 3-4>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른 생산관계의 변화
생산력(생산요소)
시대

생산양식

생산관계
생산수단 노동력

봉건사회

농업(1차 산업)

토지

노동

산업사회

제조업․서비스업(2․3차 산업) 토지, 자본 노동

지주↔농노(소작농)
자본가 ↔ 노동자

자료 :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른 생산관계의 변화를 필자가 정리.

먼저 1차 산업인 농업을 핵심적 생산양식으로 하는 봉건사회에서 생산
력은 토지(생산수단)와 노동력이었다. 농업경제에서는 바로 토지와 노동
력이라는 생산력을 투입해 생산물(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이때 농업경제
의 생산관계는 일반적으로 농토를 소유한 지주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소
작농의 관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제조업, 서비스업과 같
은 2․3차 산업이 핵심적 생산양식으로 대두되면서 기존의 소작농 -지주
의 생산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제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근
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는 토지라는 자연물만이 아니라 공장, 기계, 공
구와 같은 인공물(자본)도 중요한 생산수단으로 포함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관계는 토지와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관계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지주-소작농의 관계가 1차 산업인
농업의 생산양식 속에서 성립되는 생산관계이듯이, 사업주 -노동자의 관
계는 2․3차 산업 중심의 근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맥락화될 수 있는
생산관계이다. 다시 말해, 지주 -소작농의 관계, 사업주 -노동자의 관계는
단지 두 집단의 관계를 넘어 생산양식 속에서만 정확히 이해될 수 있는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자원제공자 -공유기업의 관계를 고용
관계로 볼 수 있는지의 물음은 본질적으로는 공유경제의 생산양식이 일
반 자본주의 산업경제의 생산양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짚어
봐야 답할 수 있다. 이에 다음 항에서는 산업경제와 공유경제의 생산양식,
생산력(생산요소), 생산관계를 비교해보고, 이에 비춰봤을 때 자원제공자
-공유기업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세 가지 상이한 관
점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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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제공자 - 공유기업 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
가. 해석 1 : 산업경제의 3대 생산요소 동원방식을 고려했을 때
봉건사회의 농업경제에서 핵심적인 생산요소는 토지와 노동이었지만,
산업사회가 되면서 공장, 기계, 공구, 건물과 같은 인공적인 물적 자원, 즉
자본도 토지, 노동과 함께 중요한 3대 생산요소로 추가되었다. 산업경제
의 핵심적 3대 생산요소가 공유경제에서 동원되는 방식을 고려해보았을
때, 공유기업의 자원제공자 - 공유기업의 관계를 산업경제를 전제로 한 노
동자-사용주 관계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유경제에서
생산요소의 동원방식은 기존 산업경제의 생산요소의 동원방식과 질적으
로 다른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주류경제학에서 생산요소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동원되는 자원들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생산요소는 아래 [그림 3-6]와 같이 인적 자원인
노동, 자연 자원인 토지, 인위적 물적 자원인 자본으로 나뉜다. 구체적으
로 노동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동원되는 인간의 정신적․육체
적 노력을 일컫는다. 한편 토지는 땅, 광물, 석유, 나무 등과 같이 생산에
사용되는 자연 자원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자본은 인간이 만든 생산수
단으로서 건물, 공장, 기계, 공구와 같은 고정설비와 원재료, 반제품, 완제
[그림 3-6] 재화․서비스의 생산에 동원되는 생산요소와 생산관계

자료 : 재화․서비스의 생산에 동원되는 생산요소와 생산관계를 필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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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재고 등을 포함한다. Marx의 관점으로 보면, 주류경제학의 생산요소
는 생산력, 토지와 자본은 생산수단, 노동은 노동력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자원제공자 -공유기업을 기존의 고용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지는 공유
경제에서 전체 생산요소들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살펴본 이후에야 논
의가 가능하다. 생산요소의 결합은 생산관계의 성격과 직결되기 때문이
다. 18세기 이전 농업경제에서 생산요소는 토지와 노동이었고, 따라서 농
업경제에서 생산관계는 토지를 소유한 지주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소작농
의 관계를 의미했다. 18세기 이후 산업경제는 공장에서 공산품을 생산하
는 제조업을 토대로 발전했다. 따라서 산업경제에서는 토지만이 아니라
공장, 기계, 공구 같은 물적 자원도 핵심적 생산요소로 추가된다. 새로운
생산요소의 도입과 생산양식의 변화는 지주 -소작농이라는 농업적 생산
관계를 노동자 -사업주라는 산업적 생산관계로 대체시켰다. 앞의 <표 34>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반 산업경제에서 토지와 자본은 사업주
가 소유하며, 노동력은 노동자를 통해 공급된다. 사업주가 생산수단을 통
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자를 고용
해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칠게 말해 고용관계는 산
업경제에서 ‘노동’과 ‘토지․자본’이라는 생산요소의 이분법적 분할을 전
제한 개념이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전통적 산업경제의 3대 생산요소 동원방식을 완전
히 해체시키고 재분화한다. 공유경제에서는 토지와 자본을 소유한 사업
[그림 3-7] 일반경제에서 생산요소의 동원방식 : 숙박의 사례

자료 : 일반경제에서 숙박의 사례를 필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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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본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라는 생산관계가 성립되기 어려
울 만큼 토지, 자본, 노동이 여러 행위자들에게 분산되는 것이다.
일반 산업경제와 공유경제에서 생산요소 동원방식의 차이를 보여줄 구
체적 사례로 숙박자원의 생산과정을 살펴보자. [그림 3-7]에서처럼, 호텔
과 같은 일반 숙박업에서 사업주는 호텔 부지(토지)와 건물(자본)을 소유
하고 있다. 그러나 호텔이라는 생산수단(토지, 자본)에서 수익을 창출하
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이에 호텔 사업주는 요리를 만들
셰프, 결제와 호텔룸 안내를 담당할 리셉셔니스트, 청소를 담당할 메이드
등 호텔리어(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이들의 노동력을 사용한 대가로 일정
한 임금을 지급한다. 호텔 사업주와 호텔리어 사이에 숙박업 생산을 위한
노동자 -사용자의 고용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숙박 공유경제에서 생산요소가 결합되는 방식은 일반 산업경제
와는 판이하다. 일반경제에서는 호텔 사업주가 토지, 자본을 소유하고 호
텔 노동자들이 노동을 제공하는 생산요소의 이분법적 동원이 이루어진다.
반면 숙박 공유경제에서는 오히려 [그림 3-8]에서와 같이 호스트가 토지
와 자본을 소유한 반면, 호스트와 공유기업이 기존에 호텔노동자가 수행
하던 노동을 분담해서 수행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숙박
할 수 있는 빈방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는 에어비엔비, 이웃집넷, 지구
별장과 같은 공유기업이 아니라 호스트이다. 또한 호스트는 게스트를 위
[그림 3-8] 공유경제에서 생산요소의 동원방식 : 숙박의 사례

자료 : 공유경제에서 숙박의 사례를 필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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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빈방을 청소하고, 경우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면서, 일반호텔에
서 룸메이드와 셰프가 하는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공유기업은 자신
의 인터넷 플랫폼에 등록된 호스트들의 빈방을 게스트들에게 소개하고
결제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즉, 공유기업은 호텔 리셉셔니스트가 해온
안내 및 결제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8]처럼 생산요소들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유기업을 사
용자(자본가)로, 호스트를 노동자로 규정하기 어렵다. 전통적 3대 생산요
소의 동원방식만 본다면, 오히려 호스트가 사용자로서 공유기업의 안
내․결제 노동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공유기업들이 자신은 사업주가 아니며, 안내와 결제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이 주장에 대한 반론들은 뒤로 하고, 우선은 적어도 위의 생산요소 결합
양식을 보건대 공유기업이 ‘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주에 해당하고,
자원제공자는 ‘개인’으로 노동자에 가까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라
는 선입견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3-5> 공유기업 사례들의 3대 생산요소 동원방식
유형 공유기업명

제공자원

토지-노동-자본
자원제공자

공유기업

자원이용자

이웃집넷

재화

빈방

토지, 자본, 노동 노동

지구별장
1
조이트립
유형
골목재능

재화

빈방

토지, 자본, 노동 노동

서비스 여행

토지, 자본, 노동 노동

서비스 재능

토지, 자본, 노동 노동

(토지, 자본)

서비스 모임

토지, 자본, 노동 노동

(노동)

해피미팅

베이비박스 재화

유아용품 토지, 자본

노동

2 홈쉐어
유형 무한공간

재화

대안주거 토지, 자본

노동(토지, 자본) 노동

재화

집

토지, 자본

노동(토지, 자본) 노동

무빙장터

재화

빈공간

토지, 자본

노동

토지, 자본, 노동

버스커링크 서비스 공연

노동

노동

토지, 자본

서비스 재능

노동

노동

토지, 자본

3
유형 달빛우리

자료 : 공유기업들의 3대 생산 요소 동원방식을 필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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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공유기업들이 [그림 3-8]과 같은 생산요소의 동원방식을 보
이는 것은 아니다. 공유기업마다 생산요소의 동원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본 연구의 공유경제 사례들에서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3대 생산요소가
자원제공자 -공유기업-자원이용자 사이에서 어떻게 분화되고 동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표 3-5>처럼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1유형 : 개인사업자(토지, 자본, 노동)-대행노동자(노동)-이용자의 관계
1유형은 [그림 3-9]처럼 자원제공자가 토지, 자본과 노동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공유기업이 일부 노동을 대행함으로써 공유자원의 판매가 이
루어지는 기업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웃집넷, 지구별장과 같이 재화(빈
방)를 거래하는 공유기업과 조이트립, 골목재능, 해피미팅처럼 여행, 재
능, 모임(서비스)을 거래하는 공유기업이 1유형에 속한다.
우선 앞서 [그림 3-8]에서 묘사한 숙박 공유기업 사례는 이웃집넷, 지
구별장의 생산요소 동원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웃집넷나 지구별장과 같은 숙박 공유기업에서 토지, 자본에 해당하는
빈방의 소유자는 호스트이며, 호스트가 게스트를 위한 청소 및 식사제공
과 같은 핵심적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공유기업은 호스트들의
빈방을 게스트들에게 안내하고 게스트들의 결제 및 환전과 같은 금융서
비스와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담당한다. 일반 호텔의 관점에서 본다면 리
셉션(안내데스크)에서 일하는 리셉셔니스트들이 제공하는 노동을 공유기
업이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이웃집넷과 지구별장 대표의 말은 숙박
공유기업의 리셉셔니스트로서의 기능을 잘 드러내준다.
[그림 3-9] 1유형 공유경제에서 3대 생산요소 동원방식과 생산관계

자료 : 1유형 공유경제의 생산요소 동원방식과 생산관계를 필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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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장] 지구별장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다양합니다. 예약도 플랫폼에
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대에 다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호스
트들이 다 영어나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지구별장에서
해주지요. 그다음에 페이먼트라든지 화폐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을 지구별장이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호스트가 할 일을 더는 것이죠.
[이웃집넷] 우리가 호스트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우리가 카드수수료를 대
행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 손님이 올 때 카드로 긁을 거 아니에요. 저
희가 음식점 갔는데 카드수수료 우리가 안 내주잖아요. 주인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외국 돈을 받아서 이걸 환전해서 호스트에게 보내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 대행수수료로 5%를 호스트에게 받아요.

조이트립, 골목재능, 해피미팅과 같은 서비스 공유기업도 토지, 노동, 자
본의 동원방식이 이웃집넷이나 지구별장과 비슷하다. 먼저 조이트립의 사
례를 보면, 호스트는 여행이라는 무형의 서비스를 여행객에게 제공하기 때
문에 여행안내를 위한 노동력만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도 토지, 자본과 같은 유형의 생산수단이 필요하
다. <표 3-6>에 나열한 여행콘텐츠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호스
트들이 여행자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할 때 노동만이 아니라 토지, 자본에
해당하는 물적 자원을 함께 투입한다. 예를 들어, 서핑 여행에서는 서핑보
드, 멕시코 맛 기행에서는 요리장소와 요리도구, 옹기 만들기 체험에서는
가마와 옹기재료가 필요한데 이러한 생산수단의 구입과 제공도 호스트의
몫이다. 일반 여행 에이전시의 경우라면 체험도구의 제공이나 장소 섭외는
여행 에이전시가 처리해야 할 사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이트립은 일체
의 물적 생산수단 동원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호스트의 여행 콘텐츠에
대한 안내와 결제서비스, 즉 무형의 노동만 분담하고 있는 구조이다.
<표 3-6> 조이트립 호스트들의 여행 콘텐츠 예시
․ 발리 서핑 전문가와 신나는 서핑여행
․ 대만 여행의 꽃, 택시 투어
․ 이태원 멕시코인과 함께 하는 매콤한 맛 기행
․ 제주 옹기장인과 경험해보는 느림의 미학
․ 홍대 아티스트와 함께 하는 스트리트 드로잉
․ 지리산 민박에서 즐기는 건강한 나물이야기
자료 : 조이트립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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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재능도 조이트립과 비슷한 생산요소의 동원방식을 보인다. 골목재
능을 통해 거래되는 공유자원은 무형의 재능서비스가 주를 이룬다. 아래
골목재능 대표의 설명처럼, 골목재능을 통해 판매되는 재능서비스는 그
래픽, 로고, 웹디자인과 같은 디지털 재능에서부터 축가 부르기, 레슨, 강
의, 학습보조, 레크레이션과 같은 아날로그 재능서비스까지 다양하다.
[골목재능]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카테고리, 소 카테고리를 만들어놨는
데, 지금 재능거래는 거의 98～99% 이상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에요. 예를 들어, 디자인 쪽. 그래픽, 로고, 웹디자인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종
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작업이 활성화가 제일 잘되어
있죠. 오프라인 재능 판매는 예를 들어서 음악영상 쪽에 들어가면 축가가 있
어요. 축가는 실제로 예식장에 가서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거래신청이나
결제는 골목재능에 해야 돼요. 그리고 레슨, 강의, 학습하는 것도 있어요. 실
용음악 뮤지컬 보컬 레슨, 보컬 트레이닝. 그 다음에 작곡, 편곡에 관련된 쪽
도 있고요. 어떤 행사에 관련된 레크리에이션도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나 재능판매자가 이러한 재능서비스를 제공할 때 노동만 생산요소
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 <표 3-7>에 나열한 재능서비스의 실제 예시들
에서 볼 수 있듯이, 재능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토지, 자본에 해당하는
생산수단이 필요하다. 일례로 PPT나 삽화제작을 위해서는 컴퓨터와 소
프트웨어가, 손뜨개 아기옷 제작이나 꽃다발 만들기를 하려면 뜨개실과
<표 3-7> 골목재능 판매자들의 재능서비스 예시
◎ 디지털재능
PPT 제작 해드립니다.
중국어 번역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드립니다.
완벽한 로고디자인 만들어 드립니다.
삽화 제작해 드립니다.
◎ 아날로그재능
축가 불러 드립니다.
핸드메이드 손뜨개 아기옷 짜드립니다.
꽃다발 만들어 드립니다.
클레이를 이용하여 스토리텔링 작품 만들어 드립니다.
자료 : 골목재능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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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이트립과 마찬가지로 골목재능에서도 주로 재
능판매자가 토지, 자본, 노동을 제공하고, 골목재능이 결제 노동을 대행하
는 방식으로 공유경제가 운영된다.
하지만 더러는 재능이용자가 재능공유를 위해 토지와 자본을 제공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표 3-7>에서 축가 부르기 같은 재능이 그런 예이다.
축가는 재능판매자가 부르지만, 축가를 부르기 위해 필요한 장소(예식장)
나 부대설비(마이크)는 재능이용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에는 재능판매자의 노동, 골목재능의 노동, 재능이용자의 토지, 자본이 투
입되어야 비로소 재능서비스의 공유가 완성된다.
이용자가 생산영역에 참여하는 현상은 ‘공동체적 경제’를 지향하는 공
유경제에서 자주 목격되는 특징이다. 본래 산업경제에서 소비자는 생산
자(사업주-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영역의 행위자이다. 토
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를 투입해 상품을 생산하는 일은 생산영
역에 속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역할이다. 그러나 공유경제에서는 자원이
용자도 공유자원의 생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셜다이닝(social dining) 모임을 공유하는 해피미팅도 그러한 공유기업
이다. 해피미팅에서는 미팅지기라고 불리는 모임주최자가 자원제공자로
서 <표 3-8>과 같은 모임들을 개최하고, 해피미팅은 참여자들의 참가비
를 결제․수금하여 미팅지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즉, 미팅지기가
모임에 소요되는 토지, 자본, 노동을 동원하고, 해피미팅은 안내와 결제에
해당하는 일부 노동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피미팅도 1유형에
해당하는 생산요소의 동원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8> 해피미팅 미팅지기들의 소셜다이닝 모임 콘텐츠 예시
․ 혼밥남녀 청년데이트
․ 무알콜 칵테일 즐기기
․ 옥상파티
․ 채식식사 모임
․ 질 좋은 점심식사 모임
․ 토요일 오후 볼링 한 게임
․ 가을엔 홍차시럽 만들기
․ 미니가든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자료 : 해피미팅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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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피미팅은 일반적인 1유형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보통 일반
경제의 이벤트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그저 모임에 참가하고 즐기면 되는
피동적 소비자들이다. 그러나 해피미팅의 소셜다이닝 모임에서 참가자들
은 모임주최자인 미팅지기를 도와 함께 모임을 이끌어나가는 주도적 행
위자이기도 한다. 일례로 <표 3-8>의 채식식사 모임이나 옥상파티에서
채식식사나 파티음식을 마련하는 것은 단지 미팅지기의 몫만은 아니다.
미팅지기는 모임의 리더로서 모임 개설자(initiator) 역할을 담당하지만,
참여자들 모두가 함께 음식을 만들어 나눠먹으며 모임을 만들어나간다.
또 미팅지기가 모임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supporter)
들이 참가자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오기도 한다. 미팅지기만이 아
니라 참여자들도 소셜다이닝 모임을 만들어나가는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원이용자인 참여자들도 모임을 위해 노동력의 일부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아래 해피미팅 대표나 미팅지기의 설명에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처럼 해피미팅은 자원제공자(토지, 자본, 노
동)-공유기업(노동)-자원이용자(노동)로 이어지는 확장된 1유형의 생산
요소 동원방식을 보이고 있다.
[해피미팅] 미팅지기분들 중에는 새로운 참여자가 너무 많이 오면 당황하시
기도 하죠. 모임에 가면 이미 여러 번 참여하셨던 분, 처음 오셨지만 활발하
신 분, 그냥 처음 오신 분들 그런 확률적인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두 명의 참여자들은 모임에 많이 참여해 봐서 모임을 잘 이끌어 가시거나,
조력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새로운 사람들만 한 번에
몰리면 미팅지기가 할 일도 많아지고 신경 쓸 일도 많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셜다이닝이 생소한 분들은 미팅지기가 참여
자에게 뭔가를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로 본다거나, 미팅지기가 뭐를 해줘야
될 것처럼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거지요.
[미팅지기] 제가 만약에 모임을 주최했는데 이게 정말 제가 이런 서비스를
팔고 싶어서 모임을 했다기보다 우리 한번 재미있게 놀아보자. 서로 쉐어하
는 식으로 포트락 파티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내 능력을 쉐어하는 거다 이
런 식으로. 그렇게 모인 거라면 저는 미팅지기든 참여자든 각자 서로에게 책
임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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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자원제공자가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하고 공유기업이 일부
노동을 담당하는 1유형의 기업에서 자원제공자는 개인사업자에 가까우며
공유기업은 안내․결제만 대신 처리해주는 대행노동자에 가깝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때 공유기업이 공유거래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자신이
제공한 대행서비스에 대한 사례(fee)로 볼 수 있다.
2) 2유형 : 자본가(토지, 자본)-위탁운영자(노동)-이용자의 관계
2유형은 자원제공자가 토지, 자본과 같은 물적 생산수단만 제공하고,
공유기업이 핵심적 노동을 전담함으로써 공유자원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기업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홈쉐어, 무한공간, 무빙장터, 베이비박스와 같
이 주로 재화를 거래하는 공유기업들이 2유형에 속한다.
먼저 중고 유아용품 공유기업인 베이비박스의 사례를 살펴보자. 베이
비박스의 자원제공자는 본 공유거래의 원자재, 즉 자본에 해당하는 중고
유아용품의 소유자이다. 하지만 자원제공자가 유아용품을 팔기 위해 투
입하는 노동은 거의 없다. 자원제공자는 베이비박스에 팔고자 하는 유아
용품을 찍어서 보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베이비박스의 박스맨이 가정
을 방문해 유아용품을 수거하고 검수, 세척, 가격책정, 판매, 배달까지 모
두 담당한다. 물론 유아용품을 베이비박스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홍보
하고 결제를 하는 업무도 베이비박스의 몫이다. 앞에서도 인용했던 부분
이지만, 다시 한 번 베이비박스 관계자가 설명한 업무내용을 옮겨본다.
[그림 3-10] 2유형 공유경제에서 3대 생산요소 동원방식과 생산관계

자료 : 2유형 공유경제의 생산요소 동원방식과 생산관계를 필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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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2유형 베이비박스에서 3대 생산요소 동원방식 예시

자료 : 2유형 베이비박스의 생산요소 동원방식을 필자가 정리.

한마디로 [그림 3-11]에서와 같이 유아용품을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노동을 거의 베이비박스라는 공유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비박스] 우선 저희가 지금은 어머님들한테 앱으로 물건을 신청을 받
아요.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한 예상가는 이 정
도라고 가격을 책정해서 드리고요. 이게 어머님께서 우리한테 그러면 이 가
격에 팔겠다고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수거해 오고요. 수
거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세척을 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검수를 해요. 제품
에 문제가 없는지, 어디 특이 사항이 있는지. 검수가 완료가 되면 촬영을 하
고, 촬영이 완료가 되면 또 등록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붙입니다.

쉐어하우스를 공유하는 무한공간, 대안주거를 공유하는 홈쉐어도 2유
형에 속한다. 주거 공유기업들에서 쉐어하우스와 대안주거 빌딩은 토지,
자본과 같은 생산수단에 해당하는데, 이를 소유한 자원제공자는 건물주
혹은 임대업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공유기업인 무한공간과 홈쉐어에
자신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위탁할 뿐, 실제 공유거래를 위한 노동
을 거의 동원하지 않는다. 집이나 빌딩을 관리하고, 하우스메이트들을 모
집하며, 월세, 공과금을 계산하여 수금하는 주거공유를 위한 실질적 노동
은 대부분 무한공간과 홈쉐어가 전담한다. 아래는 무한공간이 공유경제
를 위해 수행하는 노동의 내용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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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공간] 모든 형태는 저희가 다 수금을 하고 저희가 배분을 하는 형태로
합니다. 그러니까 월세도, 나갈 때 보증금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일단
저희가 하고, 수수료 제하고 내보내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
가는 기본적인 인터넷이나 공과금 이런 것들도 다 취합해서 우리가 계산하
고 1/n로 배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요금이다, 수도요금이다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먼저 내주진 않고요. 먼저 내주는 경우도 가끔 있
기는 한데…. 어쨌든 여섯 분이 사는 집이면 6명이서 1/6로 나누어야 되니
까, 그것들을 저희가 배분합니다. 입주자들은 공과금이랑 월세랑 같이 해서
매달 정해진 때 한 번에 이것들을 다 우리한테 내는 것이죠. … 집수리나 관리
와 같이 시설관리 업체들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컨택하고 연결을 합니다.

덧붙여 2유형에서도 1유형에서처럼 자원이용자들이 노동에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대안주거 공유기업인 홈쉐
어는 빌딩을 인수해 빈방들을 입주자들에게 임대해준다. 따라서 거주형
태로 보면 원룸이나 고시텔과 비슷하다. 하지만 홈쉐어는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받지 않는다. 공간정리나 청소와 같은 시설관리를 입주자들이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절에서도 홈쉐어가 관리업무를 이용자에게
이양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기술했었다. 물론 아직 홈쉐어가 시설관리를
위해 입주자총무를 선발하거나 입주자팀을 구성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입주자들은 화장실청소처럼 소소한 빌딩관리 업무를 날짜를 정해
함께 처리하고 있다. 아래 홈쉐어 대표의 말처럼, 홈쉐어가 이런 방식을
택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입주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방을 임대
해주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용하는 공간을 스스로
가꾸는 ‘DIY’ 관리시스템이 공유경제의 비전에도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홈쉐어는 자원제공자가 토지, 자본을 인계하고 공
유기업이 핵심적 관리노동을 제공하며 자원이용자도 관리노동의 일부를
투입하는 확장된 2유형의 생산요소 동원방식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홈쉐어] 저희가 대부분 비용을 낮추는 방식들이 거주자의 책임을 설정을
해놓은 방식이에요. 이를테면 11명이 화장실을 쓰면 관리자가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2명, 3명이서 쓰는 화장실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거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저희가 관리비를 안 받는 이유도
각자 자기네들이 사는 곳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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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안 받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만 사용하는 대로 저희가 층별로
고지서들 줍니다. 청소는 거주자들이 내부에서 알아서 진행하고요. 저희가
크게 간섭은 안 하지만 청소하는 날을 정해놓고 공지를 하거나 이러기는 하
죠. 약간 이런 문화나 책임의식을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시
설의 퀄리티도 높일 수 있고. 이런 방식은 청소나 관리에 대한 기존의 일자
리를 덜어내는 것이죠. 사옥을 관리하는 일자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을 디아이와이(DIY)를 하려는 것이 청소, 관리 같은 서비스 산업이 인건비
나 이런 것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낮추는 방법이 결국 자기가 직접
하는 방식인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한테 너무 안 익숙해요. 우리는 항상 건물
관리자가 그런 걸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책임이 없다고 생
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관리비용으로 다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
에 그런 자기 관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마련되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공유
경제의 측면에서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공간 공유기업인 무빙장터에서도 자원이용자인 매대판매자가 공유경
제의 수익창출에 있어서 본원적 행위자가 된다. 무빙장터에서 자원제공
자인 공공기관이나 상점주인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을 제공할
뿐, 공간공유를 위해 실제로 필요한 어떠한 노동력도 제공하지 않는다.
무빙장터는 이 공간에 프리마켓, 청년상회, OO 페어샵과 같은 다양한 행
사를 개최하면서 함께 할 매대판매자를 모집하고 공간공유를 하면서 발
생하는 전반 사안들을 책임진다. 아래 설명과 같이 무빙장터는 자원제공
자를 대신하여 공간공유를 위한 대부분의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무빙장터] 공간을 주는 사람들은 주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자동으로 나오고
챙기는 수익이 발생하면 되는 거지,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갤러리 공간 쉐어링을 했는데 갤러리 주인 분은 우리한
테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그 후에 본인한테 연락이 오거나 뭐를 해
달라고 하는 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모두 전임하는 걸로
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유기업인 무빙장터만 관리행위를 하면서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빈 공간을 활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자
는 매대판매자인 공간이용자들이다. 공간이용자들은 빈 공간에서 상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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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자신이 가져온 상품들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
는다. 즉, 자원이용자도 상품진열대, 상품과 같은 토지, 자본과 판매활동
이라는 노동력을 동원해야 빈 공간에 대한 공유활동이 온전히 이루어진
다. 이때 공유기업은 공간이용자가 상품판매로 얻은 매출액의 20%를 수
수료로 받는다. 공유기업은 이를 다시 자원제공자와 절반씩 나누어 갖는
다. 따라서 무빙장터를 통한 공간 공유경제에서 3대 생산요소의 동원방식
은 공간제공자(토지, 자본)-공유기업(노동)-자원이용자(토지, 자본, 노동)
로 정리할 수 있다. 확장된 2유형인 것이다. 무빙장터 대표는 이러한 무빙
장터의 경제활동을 아래와 같이 ‘백화점’에 빗대어 설명하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비유이다. 여기서 백화점은 공간주, 백화점 매장관리자는 무빙장
터, 매장판매자는 공간이용자에 상응한다.
[무빙장터] 백화점에서 하나의 매장이 무빙장터의 하나의 매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백화점에서는 매장이 입점해서 임대료를 내고 매장 매출
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매장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
지는 않으니까. 공간주랑 셀러가 직접 만나 임대료 내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
요. 공간을 내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처럼 그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
니까. 그러니까 셀러가 매출을 올려서 얻은 수익을 셀러, 공간주, 공간 관리
를 하는 우리가 일정 비율로 나눠가지는 거죠.

이처럼 2유형에서 공유경제를 위한 핵심노동을 제공하는 행위자는 자
원제공자가 아니라 공유기업이며, 가끔 자원이용자들도 노동을 제공한다.
일반 산업경제의 차원에서 보면, 건물주나 임대업자와 같은 자원제공자
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자본을 빌려줘 지대(rent)를 얻는 자본가에 가깝
고, 무한공간, 홈쉐어, 무빙장터와 같은 공유기업은 빈집, 빌딩, 빈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 자원제공자가 고용한 위탁관리자에 가깝다. 이때 대리관
리자로서 공유기업이 얻는 수익은 위탁받은 자원을 잘 운영하여 얻게 되
는 관리수수료(commiss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유형에서
는 자원제공자 -공유기업을 노동자 -사용자 관계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자 -노동자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할 수 있다. 개인은 노동자,
기업은 사용자라는 고용관계의 상식에 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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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유형 : 노동자(노동)-알선업자(노동)-사용주(토지, 자본)의 관계
3유형은 자원제공자가 핵심적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원이용자가 토지,
자본을 제공하며, 공유기업은 자원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방식으
로 생산요소가 투입되는 기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버스커링크와 달빛우
리와 같은 서비스 공유기업이 3유형에 속한다.
먼저 공연 공유기업 버스커링크의 사례를 살펴보자. 버스커링크에서
자원제공자는 노래, 춤과 같은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들이다. 그러나 무명
의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공연장소나 무대설비, 즉 토지와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버스커링크는 공연능력(노동)을 지닌 무명의
아티스트들과 이들의 공연을 위해 토지와 자본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 공
간주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버스커링크는 아티스트와 공간주 사이
에서 공연날짜와 장소, 공연비 등을 조율하며 공연이 잘 성사될 수 있도
록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직접 무대를 설치하거나 공연공간을 아티스트
들에게 제공하지는 않는다. 버스커링크도 무형의 알선노동을 제공할 뿐
이다. 즉, 3유형의 공유경제인 버스커링크에서 생산요소는 [그림 3-12]처
럼 자원제공자(노동)-공유기업(노동)-자원이용자(토지, 자본)의 형태로 동
원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버스커링크가 사용자로서 소속 아티스트들을 무대행사
에 파견하는 파견업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버스커링크와 아티
스트의 관계를 일반 매니지먼트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의 관계로 보기 어
[그림 3-12] 3유형 공유경제에서 3대 생산요소 동원방식과 생산관계

자료 : 3유형 공유경제의 생산요소 동원방식과 생산관계를 필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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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3유형 버스커링크에서 3대 생산요소 동원방식 예시

알선․결제(노동)

자료 : 3유형 버스커링크의 생산요소 동원방식을 필자가 정리.

렵다. 일반 매니지먼트 회사와 아티스트는 고용관계에 준하는 계약을 맺
지만, 버스커링크와 아티스트들은 이러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버스커링크는 아티스트들에게 공연정보를 소개해주지만, 아티스트들이
버스커링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버스커링크 대표의 설
명처럼, 공연을 통해 유명해진 아티스트들이 생기고 이들이 일반 매니지
먼트 회사와 계약을 하고 주류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진출하더라도 버
스커링크가 아티스트들에게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점이
버스커링크가 일반 파견업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버스커링크] 인디들은 잘 발견조차 안 되잖아요. 누구인지도 모르고 알려
지지도 않고 검색도 안 되고. 어쨌든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계속 모아놓으면
검색도 되고, 또 실제로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쪽 활동 많이 하
던 친구 중에 이번에 TV 출연도 하고, 듀엣가요제 이런 음악 프로그램도 생
기면서 그런 쪽으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아티스트들이 유명해
진다고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단가를 낮춘다거나 이런 거는 추구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저희는 철저하
게 우리 역할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형기획사에 가기 직전까지만 우리
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의 지금 코어는 아티스트들에게 공연을 1회 발생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거 이외에 다른 거는 지금은 신경을
안 씁니다.

중장년 재능 공유기업 달빛우리도 3유형에 속한다. 달빛우리에서 자원
제공자는 자신의 재능을 판매하고자 하는 중장년층이다. 달빛우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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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구직자와 이들의 재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사업장과 연
결시켜주는 알선노동을 담당한다. 아래 달빛우리 대표의 설명처럼, 중장
년층은 오랜 회사경력이나 생활경험으로 많은 노하우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퇴직 이후 이를 활용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달빛
우리는 중장년층을 현대사회의 일자리 상황에 맞게 재교육과 재훈련 프
로그램을 제공한 이후에 이들이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중장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도 드문 상황에서 달빛우리는
중장년층이 단기고용형태로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꾸
준히 일을 하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
다. 따라서 달빛우리에서는 자원제공자가 재능을 제공하는 단기노동자,
공유기업이 교육 및 알선노동을 제공하는 알선업자, 자원이용자가 토지
와 자본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달빛우리] 중장년들의 경험하고 노하우가 퇴직하고 보통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큰 사회적 손실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통해서 그분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다시 사회 내에서 활용될 수 있
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고요. 그래서 중장년들 재능을 사고팔
고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준비하는데 저희는 중장년
층이 한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것보다는 여러 기업에 단기간으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직무를 여
러 곳에서 하다보면 거기에 대해 경험이 더 쌓이잖아요. 지금도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회사와 서로 상황이 안 맞아서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잖아
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 자체도 ‘재야의 고수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가지 분
야의 고수가 된다는 컨셉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매칭을 하는 건데요. 어쨌
든 중장년층분들은 저희랑 연결이 되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다시 연결시켜드
리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직업소개소라는 개념보다는 물론 형태는 직업소
개소의 개념이지만 저희의 목적은 중장년들이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는 연결이 계속될 겁
니다.

물론 달빛우리를 일반 직업소개소나 알선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위의
달빛우리 대표의 말처럼, 달빛우리는 자신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
장년층이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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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연결시켜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커링크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장년층 재능제공자를 달빛우리에 소속된 노동
자로 보기는 어렵다. 달빛우리와 중장년층 재능제공자가 고용계약을 하
는 것도 아니며, 달빛우리가 사업장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중장년층을 고용하고 임금을 제공하는 측은 재능을 이용
하는 기업과 사업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달빛우리는 자신을 아래와 같이
‘헤드헌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달빛우리] 파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능제공자가 저희에게 소속되어
있으면서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파견이
맞는데 저희는 약간 헤드헌터 개념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
요. 저희는 그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그분들이 그만두면 또 연결시켜주고 그
런 게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위와 같이 자원제공자가 노동력을 판매하고, 자원이용자가 토지와 자
본을 제공하며, 공유기업이 알선 노동을 담당하는 3유형의 공유기업에서
고용관계는 자원제공자와 자원이용자 사이에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유기업은 이들을 연결해주는 알선업자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공유기업이 공유거래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서로를 소개해준 데 대
한 주선료(brokerage)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공유기업에서 산업경제의 3대 생산요소가 어떻게 투입되는지
를 살펴보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자원제공자와 공유기업을 기존의 고용
[그림 3-14] 3대 생산요소를 고려했을 때 공유기업의 노동자성

자료 : 생산요소를 고려했을 때 공유기업의 노동자성을 필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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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자원제공자는 개인사업자(1유형)나
자본가(2유형)에 가까운 경우가 많고, 공유기업은 자원제공자를 위해 결
재나 관리를 대행하는 대행노동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유형에서는 자원제공자의 노동자성이 관측되지만, 이때에도
토지, 자본을 소유한 사용주는 자원이용자에 해당한다. 3유형에서 공유기
업은 알선업자에 가깝다. 즉, 3대 생산요소의 투입방식으로 보면, 공유기
업은 무형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보인다. 따
라서 자원제공자가 공유거래를 하면서 겪게 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해 공
유기업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3대 생
산요소만이 아니라 4대 생산요소(토지, 자본, 노동, 경영)의 투입방식을
고려했을 때, 공유경제의 생산관계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나. 해석 2 : 산업경제의 4대 생산요소 동원방식을 고려했을 때
공유경제 안에서 경영을 포함한 4대 생산요소가 투입되는 방식을 보면,
공유기업은 공유경제 안에서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아
야 한다. 인간의 경제사에서 생산양식의 변화는 새로운 생산요소의 도입
－Marx의 용어로 말하면, 생산력의 변화－과 맞물려 일어났다. <표 39>와 같이 농업사회에서는 땅, 씨앗, 물과 같은 자연물인 토지와 노동력
을 투입하여 농산품이라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산품이 주
요 생산물이 된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공장, 기계, 공구, 원자재와 같은
인공물인 자본도 상품생산을 위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는 생산요소로
추가된다. 하지만 산업경제가 성장하고 기업과 공장 같은 사업장이 거대
화될수록 토지, 자본, 노동을 무작정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3대
생산요소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투입하고 운영하는 능력이 중요하
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경영학에서는 이 같은 생산자의 관리능력을 중요
시하여 노동, 토지, 자본과 함께 경영을 본원적인 4대 생산요소로 설명한
다. 이때 경영이란 생산요소들을 생산과정에 적절히 투입하고, 최대한 수
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전략을 세우고 운영내용을 결정하며, 위험을 부
담하고 혁신을 수행하는 특수한 능력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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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새로운 생산요소의 도입과 생산관계의 변화
생산양식
농업경제

생산물
농산품

초창기 산업경제

생산요소(생산력)

생산관계

토지, 노동

지주 - 소작농

토지, 자본, 노동

자본가 - 노동자

토지, 자본, 경영, 노동

자본가 - 경영자 - 노동자

공산품
번영기 산업경제
자료 : 필자 작성.

경영은 기존의 토지, 자본(생산수단)과 노동(노동력)에서 분화되어 발전
한 산업경제의 네 번째 생산요소이다. 먼저 경영은 토지, 자본이라는 생
산수단에서 분리되어 나왔다. 초창기 산업경제에서 경영은 토지와 자본
을 소유한 자본가가 주로 수행하던 일이었다. 그러나 산업경제가 복잡성
을 띠게 되고 사업규모가 확대될수록 자본가가 경영까지 도맡아서 하기
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오너경영을 포기하고 전문적 경영
능력을 갖춘 이른바 전문경영인을 고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가에게
고용된 경영인은 자본가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연봉을 받는다는 점에서
크게 보면 노동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노동자와 경영
자가 수행하는 활동은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 경영학에서 생산활동
을 ① 다수의 노동자들의 협업에 의한 직접적 상품생산 활동과 ② 노동자
들의 생산활동을 계획․통제하는 관리활동으로 대별하는데, 보통 ①은
작업 ②는 관리라고 일컫는다. 이때 일반노동자는 작업에 해당하는 일을
맡고, 경영자는 관리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덧붙여 관
리도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 전체의 경영전략을 세우고 운
영방향을 결정하는 최고관리와 이러한 경영전략을 기업이나 사업장의 각
분야와 라인에서 적용하고 실현하는 중간관리가 그것이다.
해석 1에서는 경영을 토지, 자본, 노동에서 개념적으로 분화시키지 않
고 다룬 반면, 해석 2에서는 경영을 기존의 생산요소들에서 분리시켜서 4
대 생산요소로 보고 논의를 진행해보려 한다. <표 3-10>은 공유경제에서
4대 생산요소의 동원방식을 재정리한 후에 경영방식에 따라 사례 공유기
업들의 유형을 재분류해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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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공유기업 사례들의 4대 생산요소 동원방식
경영방식

공유기업명
이웃집넷

지구별장
경 제공자조이트립
영 공유기업
컨 컨소시엄 골목재능
소
해피미팅
시
버스커링크
엄
이용자- 달빛우리
공유기업
무빙장터
컨소시엄
베이비박스
전문경영인

토지-노동-자본-경영
자원제공자

공유기업

자원이용자

토지, 자본, 노동, 경영 노동, 경영
토지, 자본, 노동, 경영 노동, 경영
토지, 자본, 노동, 경영 노동, 경영
토지, 자본, 노동, 경영 노동, 경영

(토지, 자본)

토지, 자본, 노동, 경영 노동, 경영

(노동)

노동, 경영
노동

노동, 경영
노동, 경영

토지, 자본
토지, 자본, 경영

토지, 자본

노동, 경영

토지, 자본, 노동, 경영

토지, 자본

노동, 경영

홈쉐어

토지, 자본

노동, 경영, (토지, 자본) 노동

무한공간

토지, 자본

노동, 경영, (토지, 자본) 노동

자료 : 필자 작성.

1) 자원제공자 -공유기업의 경영컨소시엄 : 유사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
첫 번째 경영방식은 자원제공자와 공유기업이 경영컨소시엄 형태로 경
영에 대해 서로 협업하는 유형이다. 앞서 3대 생산요소 동원방식으로 보
았을 때, 이웃집넷, 지구별장, 조이트립, 골목재능, 해피미팅과 같은 1유형
공유기업들과 3유형의 버스커링크가 자원제공자와 공유기업의 경영컨소
시엄으로 운영되는 공유경제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해석 1에서 1유형 공유경제는 자원제공자가 토지, 자본, 핵심노동
을 투입하는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에 해당하고, 공유기업은 결제서비
스를 대행하는 대행노동자에 가까웠다. 따라서 여기서 누가 경영을 담당
하고 있을지를 추론해보면, 개인사업자인 자원제공자가 생산물에 대한
경영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웃집넷,
지구별장을 들어보면, 호스트들은 일종의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서 자신
의 빈방을 어떤 테마로 꾸미고, 게스트들에게 어떤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지 스스로 계획하고 자신의 숙박서비스를 운영한다. 게스트들은 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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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과거 거래에서 받은 평점과 리뷰를 보고 묵을 방을 선택하기 때문
에, 호스트들의 수익을 좌우하는 것은 호스트들의 경영전략과 방침이다.
아래 이웃집넷 대표의 설명은 호스트들의 숙박서비스 경영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웃집넷] 우리 사이트나 에어비앤비에 가보시면 리뷰가 붙어요. 호스트가
자기가 장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막 해도 돼요. 왜냐? 리뷰 하나에 이 집 꽝
이다 하면 손님 안 와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무진장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갔는데 이불이 더러워. 그러면 게스트들이 다음 날 싸이트에 들어가서 이불
더럽다 하면 누가 가요, 거기를. 가시겠어요? 안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청결,
안전. 안전에 대한 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번 사고가 나
면 호스트는 작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안전에 되게 신경을 써요.

골목재능, 조이트립, 버스커링크와 같은 공유기업들도 아래와 같이 개
별 자원제공자들의 리뷰나 평점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자원이용자들은
각 자원제공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평점과 리뷰를 보고 거래하고 싶은 자
원제공자를 선택한다. 공유기업이 자원이용자들에게 어떤 자원제공자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배정하거나 추천해주는 것이 아니다. 자원
이용자들의 선택여부는 전적으로 자원제공자들의 서비스 내용과 질에 달
려 있다. 따라서 자원제공자들은 자신의 자원을 매력적으로 보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경영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골목재능] 구매자가 실제 거래했던 내역들, 구매자가 남긴 후기내역들 그
런 평점들, 거래금액과 거래건수들이 많은 판매자들에 대해 지수가 다 있어
요. 그러니까 이런 지수들로 하루에 한 번씩 랭킹순위가 바뀌어요.
[조이트립] 여행자는 좋은 경험 해서 리뷰도 남기고 그 리뷰를 남기니까 호
스트들은 좋은 레퓨테이션이 쌓이고. 호스트들도 여행자에게 여행 끝나고
나서 이번 여행 어땠냐, 당신이 남긴 후기는 다음 여행자에게 좋은 레퍼런스
가 될 테니까 꼭 좀 남겨달라….
[버스커링크] 공연은 공연당 별점이랑 소감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매니
저 평가가 있고, 관객들이 평가하는 게 있고. 공연 평가를 잘 받았다거나 그
런 분들이 섭외될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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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공유기업이 단지 자원거래에 대한 결제서비스만 대행하는 것
은 아니다. 공유기업들도 자원제공자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경영전략
을 세운다. 공유기업들은 자원제공자나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아 수익
을 얻는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공유거래가 활발할수록 공유기업들
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더 많은 제공자와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공유기업 플랫폼과 자원제공자의 자원들을 홍보하는 마케팅을 적극
적으로 펼친다. 비록 공유기업이 자원제공자들이 빈방을 어떻게 꾸미고,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에 대한 세세한 사업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유경제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전체적 틀을 짜는 일은 공유기업의 몫이다. 앞서 관리의 두 차
원을 차용해서 말하면,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원제공자들은 자신의
개인자원에 대한 관리를 맡는 중간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공유
기업은 공유경제 플랫폼과 전체 행위자들을 관리하는 최고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제공자와 공유기업이 경영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 추상적
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는 현재 일반 산업경제에서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지점과 모기업의 관계와 매우 흡사하다. 일례
로 통닭 프랜차이즈 사업을 상상해보자. 프랜차이즈 모기업은 ○○통닭
이라는 ‘브랜드’로 각 지역에서 장사를 할 ○○통닭 지점들을 모집한다.
○○통닭 지점은 프랜차이즈 모기업을 통해 경영 노하우와 브랜드 네임
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통닭 지점은 개별적인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로서 자기 가게의 매출과 수익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물론 ○○통닭
지점들의 장사가 잘 될수록 모기업의 수익도 높아지기 때문에 모기업은
TV나 신문광고를 통해 ○○통닭을 홍보하면서 전반적 관리경영을 수행
한다. [그림 3-15]처럼 자원제공자와 공유기업의 관계도 프랜차이즈 경영
과 비슷한 측면이 많다.
첫째, 최고경영자로서 공유기업은 공유경제에서 공유할 자원을 기획,
발굴, 모집하는 계발자이다. 공유기업들은 플랜차이즈 모기업처럼 조이트
립, 이웃집넷, 해피미팅 등과 같은 공유기업의 브랜드를 걸고 재화와 서
비스를 판매할 자원제공자들을 직접 모집하기도 한다. 일례로 여행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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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프랜차이즈 경영방식과 제공자－ 공유기업의 경영컨소시엄의 유사점

자료 : 프랜차이즈 경영방식과 제공자-공유기업의 경영컨소시엄의 유사점을 필자가
정리.

기업인 조이트립은 외국어학당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 여행서비스
를 제공할 호스트들을 물색해 왔다. 숙박 공유기업인 이웃집넷은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박람회나 축제가 열리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설명회를 개
최하고 지역주민들 중에서 빈방을 제공할 호스트들을 발굴해 왔다. 이들
에게 지역의 호스트로서 어떻게 빈방을 꾸미고 게스트들을 대해야 하는
지에 대한 팁을 주기도 한다. 소셜다이닝 공유기업인 해피미팅도 모임주
최자인 미팅지기가 스스로 해피미팅 웹사이트에 모임을 등록하기만을 기
다리지 않고 적합한 미팅지기들을 섭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만났던 한 미팅지기는 자전거 여행 안내자였는데 소위 “스카
우트”로 미팅지기로 섭외된 자원제공자였다. 아래 인터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처럼 여러 공유기업들이 여행, 숙박, 모임과 같은 공유자원의
컨셉을 대략적으로 미리 정하고, 이러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제공
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공유기업은 공유자
원에 대한 안내와 결제서비스를 대행하는 단순한 대리자가 아니라, 공유
자원 자체를 기획하고 발굴하는 경영자이기도 한 것이다.
[조이트립] 저희가 호스트를 찾아나서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가만히 앉
아 있다고 오는 게 아니라서 외국어학당 가서 외국인도 찾아보고, 게스트 하
우스 운영하는 사람, 지인의 지인에게 물어서 ‘혹시 이태원에 아는 외국인
없어요?’ 이러면서 심지어 이슬람사원 사무실 가서 이슬람 사원 소개해 줄
사람 없냐고 찾아보고. 정말 발품을 팔아서 섭외해서 온 호스트도 있고, 하
겠다고 먼저 호스팅하신 분도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호스트 모집한다고
뉴스레터 보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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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넷] 저희가 OO박람회에 가서 설명회도 열어줬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지역 할머니들이 앉아 있는데 자식들은 대부분 다른 데 있으니까 방
이 2～3개 남아요. 할머니들은 할 일이 없거든요. 제가 그걸 다 돌아다녔어
요. 이걸 치우고 간단히 이불 깔고 하면 2～3만 원 받으시면 된다고. 그런데
외국인들 무서워하시고 그러는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
어요. 맨 처음에 (외국 게스트를) 받으라고 했더니 무섭다. 그런데 괜찮다고.
저희가 보상해 드리겠다. 어느 날 갔더니 할머니랑 외국인이 막 얘기를 하세
요. 서로 자기네 말하는 거야. 밥 먹었냐? 그러면서 대화가 돼. □□축제에
가서도 할머니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진짜 입이 마르도록 설명을 했는데 오
케이! 하신대요. 생각을 해봤더니 온라인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 기
껏 설명했는데 고민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생각
을 해서 아드님 연락처 있냐? 있대. 전화를 했어요.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아
드님 영어 되시잖아요. 아드님이 영어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 엄마가 있
으니까 쪽팔리잖아. 영어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
다고. 왜냐면 온라인으로 몇 번 클릭만 눌러주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누가 게
스트로 간다고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 시작된 거예요.
[미팅지기] 저는 해피미팅을 몰랐어요. 해피미팅도 처음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인데 그럴 때 해피미팅에서 연락이 왔
어요. 해피미팅은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 컨텐츠도 올려보지 않겠냐? 제가
여행자들을 자전거에 태우고 서울구경을 시켜주는 일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자전거로 하는 거 말고 시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
서 어쩌면 약간 서로의 니즈가 맞았던 것 같아요. 해피미팅에서는 어떤 모임
을 주최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했던 거고, 저는 새로운 컨텐츠를 실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고. 그래서 한번 올려보자 해서 올려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만족하고 재미있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러면 이것도 해볼까? 하면서 또 시도하고.

둘째, 최고경영자로서 공유기업은 프랜차이즈 모기업처럼 공유기업의
‘브랜드’를 대사회적으로 알리고, 자원제공자들의 재화와 서비스를 대신
홍보해주고 이들의 영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유기업의 인터
넷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제공자가 많다고 해도 이를 사용할 자원
이용자들이 존재해야 최종적으로 공유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따라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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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용자들을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원제공자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공유자원을 홍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지구별장, 이웃집넷, 조이트립, 해피미팅과 같은 공유기업이 집합
적으로 플랫폼과 자원제공자의 자원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공
유기업들은 자원제공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유기업 플랫폼
을 통해 자원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원제공자를 지원하고 유대관계를 돈
독히 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일례로 조이트립은 여행호스트들과 함께
여행콘텐츠의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페이스북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한
다. 이웃집넷은 호스트들을 대신해서 블로그,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소감글들을 업로드하면서 잠재적 게스트들을 모집한다.
[조이트립] 호스트분들을 서포트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개별적인 활
동 하지 않게 하려고, 저희랑 일을 했을 경우에 더 좋은 레퓨테이션이 쌓이
고 더 많은 여행자와 만날 수 있다는 트러스트를 쌓기 위한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스트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자기 여행을 홍보
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저희도 같이 홍보활동을 하거나 블로그 호스
팅이나 페이스북 프로모션도 같이 하려고 긴밀하게 호스트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유경제인 것이 호스트와 저희 사이에 신뢰
가 있고 또 그 신뢰로 여행자와 호스트를 연결해주는 비즈니스가 공유경제
가 아닌가.
[이웃집넷] 마케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돈 태우는 거예요. 스폰서라고 하죠. 돈 주고 광고를 맨 위
에 올리잖아요. 무지하게 비싸요.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이잖아요. 우리 싸이
트를 만날 수 있는 거는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구글이나 네이
버에 돈 태우는 건데 그거는 이웃집넷이 안 돼요.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와
요. 그렇다고 마케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구글은 돈을 안 주더라도
유명한 게 있으면 맨 위로 올려줘요. 걔들은 그런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구
글이 명성 있는 이유가 그 이유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
든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재미있는 얘기를 써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인기를 얻으면 우리가 돈을 많이 안 들여도 광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셜미디어 활동을 주로 해요. 거기에서 주되게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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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여러 가지가 있죠. 블로그,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이런 게 많은데 거기
에 알바를 써서 글을 올려요.

버스커링크는 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원제공자인 아티스트들을 지
원하고 경영전략을 세우는 공유기업이다. 많은 공유기업들이 주로 비정
규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반면, 버스커
링크는 기업 내에 마케팅팀을 따로 두고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을 진
행하면서, 아티스트들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공연의 방향을 제시하기
도 한다. 일례로 인지도가 높은 아티스트들을 위해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주기도 하고, 국내를 넘어 외국에 공연의 판로를 개척하도록 돕기 위해
아티스트들에게 여비를 지원하고 외국의 거리에서 공연을 펼치는 이벤트
를 개최하기도 한다. 아래 버스커링크 대표의 말처럼, 앞으로 “미래 인터
넷 세상에서” 모든 판매가 “플랫폼화”될 것을 예측하고 “글로벌 시장을
대비해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버스커링크] 온라인운영팀, 오프라인운영팀, 마케팅팀 다 나눠져 있어요.
인지도가 생긴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버스커클립이라고 별도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는데 이거는 영상이 좀 때깔이 달
라요. 또 보면 버스커링크에 올라온 영상들 중에 외국에 가서 버스킹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종의 프리마케팅 같은 거예요. 글로벌 시장을 대비해
서 실험을 하는 거죠. 실제로 아티스트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후원을 해
요. 그래서 뉴욕, 라오스, 호주에 갔다온 것도 있거든요. 국내에만 있지 마라.
음악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내에 있으면 경쟁도 심하고 하니
까 그 친구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시하는 것이죠. … 플랫폼은 단순히 시스
템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라든가 어떤 사용자 경
험이라든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모든 판매가 다 플랫폼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플랫폼은 컨텐츠 중
심으로 진화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요. 미래 인터넷 세상에선 여러 개의 카
테고리별로 채널이 별도로 생길 거라는 걸 예상한 거고, 그 중의 하나가 버
스커링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름도 버스킹이라고 명확하게 도메인
을 명시한 거죠.

이처럼 이웃집넷, 지구별장, 조이트립, 골목재능, 해피미팅, 버스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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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상당수의 공유기업에서 자원제공자와 공유기업은 공유거래의 수
익률을 높이고 시장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는 경영컨소시엄을 구성
하고 있었다. 자원제공자가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로서 완전히 독자
적으로 공유거래를 위한 경영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유기업이
함께 공유자원의 컨셉, 판로개척, 수익창출과 홍보전략 등을 기획하면서
공유경제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이다.
2) 공유기업－자원이용자의 경영컨소시엄 : 경영지원 방식
두 번째 경영방식은 공유기업과 자원이용자가 경영컨소시엄을 구성하
는 유형이다. 앞서 3대 생산요소 동원방식으로 보았을 때, 2유형의 무빙
장터와 3유형의 달빛우리가 여기로 분류될 수 있다. 두 번째 경영방식에
서 공유기업은 프랜차이즈 모기업이라기보다 자원이용자의 경영을 지원
하는 역할을 한다. 일례로 공간 공유기업인 무빙장터는 자원이용자인 매
대판매자의 경영을 지원한다. 매대판매자들은 주로 자신이 수작업으로
만든 물건을 무빙장터가 제공한 빈 공간에서 판매한다. 따라서 매대판매
자들의 매출은 일차적으로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
하지만 무빙장터의 수수료가 매대판매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무빙장터
도 매대판매자의 매출액에 대한 직접적 이해당사자이다. 따라서 무빙장
터도 매대판매자의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이벤트를 기획한다.
이때 무빙장터가 가장 초점을 두는 작업은 매대가 설치된 공간을 ‘브랜드
화’하는 일이다. 아래 무빙장터 대표의 설명처럼, 한남동, 이태원, 홍대를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그곳이 먹거리, 외국문화, 문화의 거리로 브랜드화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빙장터는 매대가 설치되는 공간을 브랜드화
해서 자연스럽게 매대판매자들이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
략을 세우고, 다양한 공간 프로모션과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전
략을 통해 실제로 무빙장터는 청년상회, 샵인샵, ○○ 페어샵과 같은 공
간브랜드를 창출해 왔다. 무빙장터 대표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유휴공
간에 대한 컨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공간경영을 무빙장터가 담당해
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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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빙장터] 결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야외에 있는 빈 공간을 발굴하고 거기
에 판로를 마련해서 청년이나 사회적기업, 여성창업가들, 이분들에게 살아
갈 수 있는 약간의 교두보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브랜드가 중요하
다고 생각해요. 한남동, 이태원, 가로수길, 인사동, 홍대 같은 경우도 그런 공
간 브랜드에요. 그 공간에 많은 음식점이나 상점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도
공간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놓아야만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
면 그것이 개인이 됐든 공공이 됐든 그것을 소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대를 지나가는데 샵들이 다 모여야만 사람들이 저기 뭐가 있
구나 브랜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지 띄엄띄엄 매대가 하나씩 있는 것에 대
해서는 매력이 좀 약해 가지고, 우선은 군집의 형식을 만들자. 그런 다음에
브랜드 가치가 만들어지면 복사를 해서 뿌리자. 그런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지금 OO 페어샵, 청년상회, 샵인샵같이 약간의 프로모션과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공간에 대한 브랜드, 공간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
서 공간을 쉐어링하도록. 결국 우리는 공간에 필요한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컨텐츠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다 다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은 유휴공간에 대한 컨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업이면 좋겠어요.

중장년층 재능 공유기업인 달빛우리도 공유기업과 자원이용자가 경영
컨소시엄을 맺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달빛우리는 중장년층과 이들
을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연결해주는 일
을 한다. 그 과정에서 달빛우리는 중장년층에게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제
공한다. 중장년층은 오랜 직장생활과 삶의 경험을 통해 여러 지혜와 노하
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현대사회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또한 아래 달빛우리 대표의 말처럼, 중장년
층 경력자라고 해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는 말단사원으로 일하게 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입사원으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달빛우리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해 이러한 측면에 대한 교육을 제공
하는 것이다.
[달빛우리] 오시는 분들 중에는 보통 부장이나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부장이나 임원급이 아니라 대리나 과
장급의 업무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병장보고 이등병 일을 하라는 거하고

제3장 한국의 공유기업 사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공유경제의 고용관계 성립 127

똑같은 거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리나 과장의 일을 할 수 있는 현장
역량이죠. 그래서 현장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
는 거죠.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노력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학원을 다닌다거
나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저희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잡고
있어요. 저희 교육과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투입된다 그건 아니고요. 6개월
정도는 저희가 넉넉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하우와 핵심역
량을 발견하고, 다음에 계획을 짜고, 나머지 3～4개월 동안 그거를 개발한
다음에 저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직장을 소개해주는 형태로 하는
거죠.

따라서 표면적으로 달빛우리는 재능제공자인 중장년층을 지원하는 것
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중장년 노동자를 고용해서 결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쪽은 자원이용자인 기업이다. 엄밀히 말해 중장년층 노동자가
새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쪽은 자원
이용자인 사업장인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중장년층 재교육에 대해 상
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중장년층 고용을 꺼리게 되기도 한
다. 달빛우리는 이런 점에 착안해 중장년층이 새 직장을 좀더 쉽게 얻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업을 대신해서 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달빛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의 재원을 중장년층 구직자에게 교육비
를 받아 충당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기업들로부터 컨설팅 비용이나 사
업비를 받아 충당할 수 있는 이유도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달빛우리] 저희가 중장년층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
요. 취업을 하려면 그 앞단에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 쪽에 대
해서는 개인이 돈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기업이 돈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
서 저희는 기업이 돈을 내게 되면 돈은 어느 정도 컨설팅 비용이 책정된 비
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에서 저희가 돈을 받고 기업에 안내까지 해드
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업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수익을 얻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단계에서 개인이 돈을 내는
경우도 있죠.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실비보다 좀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처럼 자원제공자 - 공유기업의 경영컨소시엄만큼은 흔하지는 않지만,
공유기업과 자원이용자가 경영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공유기업이 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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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례들도 존재한다. 자원제공자 -공유기업의 경
영컨소시엄에서 공유기업은 마치 프랜차이즈 모기업처럼 공유경제의 경
영에 최종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비해, 공유기업-자원이용자
의 경영컨소시엄에서 공유기업은 자원이용자의 경영을 측면에서 지원하
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지만 이 유형에 해당하는 공유기업들도 홍보, 교
육과 같은 경영지원자로서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3) 공유기업의 전문경영 : 위탁경영 방식
세 번째 경영방식은 공유기업이 자원제공자를 대신해 전문경영인으로
서 공유자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유형이다. 앞서 3대
생산요소 동원방식으로 보았을 때, 베이비박스, 홈쉐어, 무한공간과 같은
2유형 공유기업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해석 1에서 2유형은 자원제공자
가 토지, 자본에 해당하는 생산수단을 위탁하면 공유기업이 이를 관리하
는 위탁관리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었다.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3
대 생산요소에서 위탁관리활동은 노동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경영이라
는 네 번째 생산요소를 추가해서 보면 위탁관리활동은 노동보다 경영에
해당하는 업무이다. 즉, 베이비박스, 홈쉐어, 무한공간에서 자원제공자는
토지와 자본을 제공하는 자본가일 뿐이고, 공유기업이 자원제공자에게
인수받은 유아용품, 대안주거, 빈집을 관리하는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할
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경영방식을 채택한 공유기업들도 전문경영자로서 기업홍보와
자원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도 아래 인터뷰 내용에서처럼 기업을 알
리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전략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이다. 홈쉐어나 베이비박스처럼 정부의 공유기업 지정을 받아 자원제공
자나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는 공유기업들도 존재했다.
[무한공간]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거나 그런 것도 좀
있고, 티비프로그램 통해서 알려진 것도 있어요. 그런 마케팅 효과로 저희
홈페이지로 다이렉트로 많이 들어오세요. 저희가 맡은 집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을 다니거나 이럴 필요는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싸
이트에만 집들을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바일 채널들도 많아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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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이나 그런 것…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고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들도 몇 개를 지정을 해서 우리 건들 대해서 고정적으로 그 부동산이랑만
거래를 하고 복비를 낮추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도 고민합니다. 물량이 늘
어나면 저희 전속 부동산도 좀 두고, 부동산 채널들을 통해서도 마케팅도 하
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홈쉐어] 공유기업 지정에 대해서 사실은 공유기업을 꼭 받아야 된다기보다
는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템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냐의 방법이 공유기업 지정이기 때문에 그런 틀을
좀 활용해 보자. … 저희가 최근에 기사들이 많이 나가서 그걸 통해서 오시
는 분들이 많아요. 페이스북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여기저기서 링
크를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름아름 소개로 오시는 분들, 정말 지나
다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베이비박스] 카페나 블로그를 많이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아직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홍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이 모색할 계획이에
요. 다행히 OO시하고 OO시에서 우리가 공유기업 지정을 받다 보니까 그런
장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많이 노출이 되고. 사실
그런 부분이 지금 홍보로서는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아용품 수거
를 가도 떼먹을까 엄마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기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정부기관에서 인증을 받고나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처럼 공유기업들은 양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림 3-16]에 요약된
바처럼 공유경제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사 프랜차이즈
모기업처럼 최고경영자로서, 자원이용자를 돕는 경영지원자로서, 혹은 자
원제공자의 자원을 위탁 관리하는 전문경영자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크
고 작게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공유기업이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의 공유
거래를 통해 얻게 되는 수수료는 일종의 수익배당금(dividend)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공유기업은 단순히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의 공유거래를
이어주는 중립적인 중개자나 알선 및 결제서비스를 대행하는 노동자로만
치부하긴 어렵고, 경영자로서 공유경제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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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4대 생산요소를 고려했을 때 공유기업의 경영자성

자료 : 4대 생산요소를 고려했을 때 공유기업의 경영자성을 필자가 정리.

그렇다면 산업경제의 4대 생산요소 외에 새로운 생산양식인 공유경제
에서 새롭게 도입된 생산요소는 없을까? 만약 새로운 생산요소까지 추가
적으로 고려한다면 공유경제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다. 해석 3 :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생산요소인 디지털자본을 추가했을 때
우리는 <표 3-9>에서 생산양식이 농업경제, 초기 산업경제, 그리고
후기 산업경제로 이동하면서 본원적 생산요소들이 하나씩 추가되고 있
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생산양식으로서 공유경제에서 새
롭게 추가된 생산요소는 없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해석 3은 공유기
업이 소유한 인터넷 플랫폼을 새로운 생산요소인 ‘디지털자본(digital
capital)’으로 보고, 디지털자본가로서의 공유기업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디지털자본의 독점적 소유자인 공유기업
공유경제는 새로운 생산양식으로 기존의 산업경제와는 다른 생산과정
을 특징으로 한다. 먼저 공유경제와 일반 산업경제의 생산과정을 비교해
보자. 전통적 산업경제에서는 [그림 3-17]과 같이 공장이나 기업 같은 사
업장에서 사용주와 노동자가 협업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된다. 혹
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재화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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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전형적 산업경제의 생산 - 유통 - 소비과정

자료 : 전형적 산업경제의 생산-유통-소비과정을 필자가 정리.

스 생산을 전담하기도 한다. 사업장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서
판매하기 이전에 시장에 상품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상품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친다. 시장에서 거래해도 좋다는 인증을 받은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서 공식적인 상품으로 유통되면서 소비자에게 판
매되고 이러한 거래를 통해 사업장은 수익을 얻는다.
공유기업은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이 [그림 3-18]에서 보는
것처럼 상품의 유통과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은 직접적으로 공유자원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기업의 플랫폼을 단순히 공유시장만으로 보기는 어
렵다. 공유경제의 상품생산 -유통 -소비과정은 앞서 설명한 산업경제와
다른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산업경제에서 생산자가 생산한 자원은 시장
에서 유통되기 이전에 상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재화와 서비스들이다. 쉽
게 말해, 호텔은 숙박업, 여행은 관광업, 원룸은 임대업, 공연은 공연법,
택시는 운송업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신고와 등록을 하고 재화와 서비스
를 생산하는 것이다. 즉, 시장으로 나오기 이전에 완제품이 되어서 나오
는 것이다. 시장은 생산물을 상품으로 등록해주는 공간이 아니라, 그야말
로 이미 상품이 된 자원을 유통하고 거래하는 중립적인 장소이다. 그러나
공유경제에서 인터넷 플랫폼은 단순히 시장으로서만 기능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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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공유경제의 생산-유통-소비과정

자료 : 공유경제의 생산-유통-소비과정을 필자가 정리.

아니다. 인터넷 플랫폼은 자원이 상품으로 인증되는 최종적이고 결정적
인 생산라인이기도 하다. 먼저 [그림 3-18]은 공유경제의 자원이 공유되
는 과정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빈집, 빈 공간, 육아용품, 생활지식, 취미, 재능
같이 자원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사실 일반상품이 아니라 비상
품자원이다.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
지 않는 유휴자원들인 것이다. 그러나 자원제공자는 혼자서 자신의 유휴
자원을 상품으로 만들지 못한다. 비상품자원이 공유경제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플랫폼에 해당 자원을 등록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등록
과정을 거쳐야만 비상품자원이 공유상품으로 탈바꿈되는 것이다. 산업경
제에서는 생산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산물을 상품으로 등록한 후에 시장
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공유경제에서는 자원제공자가 자신
의 자원을 인터넷 플랫폼에 업로드을 해야만 자신의 자원이 공유상품으
로서 존재를 알릴 수 있다. 인터넷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는 자원제공자는
결코 자신의 비상품자원을 공유상품으로 만들 수 없다. 인터넷 플랫폼은
유휴자원을 공유경제에서 공유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
다. 즉, 공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은 공유상품이 거래되는
공유시장이기 이전에, [그림 3-19]와 같이 비상품자원을 공유상품으로 완
성시키는 디지털 컨베이어벨트(conveyor belt)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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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디지털 생산라인인 인터넷 플랫폼

자료 : 디지털 생산라인을 필자가 정리.

보통 아날로그 산업경제에서 컨베이어벨트는 고정설비로서 4대 생산요
소 중 자본에 속한다. 따라서 산업경제의 생산요소 범주에서 인터넷 플랫
폼을 분류하면 자본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아날로그 컨베이어벨트
와 디지털 컨베이어벨트는 속성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공장의 어떤
컨베이어벨트도 인터넷 플랫폼처럼 생산과 유통영역에 동시에 걸쳐 있으
며 자원의 발굴과 등록, 유통과 거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다. 또한 아날로그 컨베이어벨트는 유형체로서 생산이 거듭될수록 마모
되어 감가상각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는 자본가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디지털 컨베이어벨트인 인터넷 플랫폼은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무형
체로서 생산이 거듭되고 생산물이 많아져도 눈에 띄는 감가상각이 발생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플랫폼을 단순히 전형적인 자본과 등치시킨
다면, 인터넷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특성들이 탈각될 수 있다. 따
라서 공유경제에서 인터넷 플랫폼은 산업경제의 자본에서 분화시켜 디지
털자본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표 3-11>에서는 디지털자
본을 5대 생산요소로 추가하여 본 연구의 사례 공유기업들에서 생산요소
의 동원방식을 정리해보았다.
<표 3-11>에서 주목할 흥미로운 점은 다른 해석들에서처럼 공유기업
들이 여러 유형으로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자본이 일관되게 공유
기업에 의해 독점(monopolization)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해석 1에서
도 지적했듯이, 공유경제와 산업경제의 중요한 차이점은 산업경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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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디지털자본의 독점적 소유자로서 공유기업
토지-노동-자본-경영-디지털자본

공유기업명

자원제공자

공유기업

자원이용자

이웃집넷

토지, 자본, 노동, 경영 디지털자본, 노동, 경영,

지구별장

토지, 자본, 노동, 경영 디지털자본, 노동, 경영,

조이트립

토지, 자본, 노동, 경영 디지털자본, 노동, 경영,

골목재능

토지, 자본, 노동, 경영 디지털자본, 노동, 경영,

(토지, 자본)

해피미팅

토지, 자본, 노동, 경영 디지털자본, 노동, 경영,

(노동)

버스커링크

노동, 경영

디지털자본, 노동, 경영,

토지, 자본

달빛우리

노동

디지털자본, 노동, 경영,

토지, 자본, 경영

무빙장터

토지, 자본

디지털자본, 노동, 경영,

토지, 자본, 노동, 경영

베이비박스

토지, 자본

홈쉐어

토지, 자본

무한공간

토지, 자본

디지털자본, 노동, 경영,
디지털자본, 노동, 경영, (토지,
노동
자본)
디지털자본, 노동, 경영, (토지,
노동
자본)

자료 : 필자 작성.

사업주(토지, 자본 소유자)와 노동자(노동력 제공자)의 이분화가 대체로
명확한 반면, 공유경제에서는 전통적 3대 생산요소가 자원제공자, 공유기
업, 자원이용자에게 매우 비정형적으로 해체․재분화되어 나타난다는 점
이다. 따라서 기존의 산업경제 생산양식의 틀로는 공유경제에서 누가 사
용자이며 누가 노동자인지 명확히 정의 내리기 어렵다. 물론 해석 2에서처
럼 경영을 생산요소로 추가해보면, 공유기업은 주요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통일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표 3-11>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공유
기업에서는 자원제공자에게도 경영에 대한 책임이 분담되고 있어서 공유기
업에게 경영자로서의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공유
경제에서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자본을 생산요소로 분리시켜서 분석해보면, 공유기업은 디
지털자본의 소유자, 즉 디지털자본가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전담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유기업은 공유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최종적 생산라인이자 유일한 시장인 인터넷 플랫폼의 배타적 소유자로서
공유경제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경제에서 공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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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지를 이해하려면 이들이 전유하고 있는 디지털자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2) 디지털경제와 디지털자본의 출현
디지털자본은 공유경제만이 아니라 최근 급성장한 디지털경제에서 새
롭게 부상하고 있는 생산요소이다.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는 1996
년 Tapscott의 저서 디지털경제에 언급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Kling & Lamb, 2000; Tapscott, 1999). 제2의 기계시대의 저자인
Brynjolfsson & McAfee는 디지털경제를 컴퓨터에 의한 정보의 디지털화
(digitization)로 인해 최근 경제의 모든 분야가 겪고 있는 변화로 보았다
(Brynjolfsson & McAfee, 2014). 1990년대 후반부터 정보통신기술(IT)의
급속한 발전으로 상품생산과 거래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첫째, 과거에
아날로그 형태로 거래되던 책, 음반, 영상과 같은 소위 정보재(information
goods)가 디지털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파일형태로 유통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 Melon, Genie, Bugs, Monkey 3처럼 디지털화된 정
보재(ebook, 동영상, 음원)가 생산․판매되는 새로운 디지털산업이 등장
했다. 둘째, 기존 아날로그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
어났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는 사회의 네트워크화를 촉진시켰는
데, 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타고 자원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면서 더 빠르
고 더 넓은 지역까지 자원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11st, Gmarket,
Interpark, 중고나라와 같은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몰이 이러한 사례이
다. 셋째, 단순히 상품정보가 아니라 무형의 지식과 정보도 가치를 창출
하는 수단이 되었다. Google, Yahoo, Naver와 검색포털은 검색서비스와
정보유통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시대의 핵심기업으로 등
장했다. 배광선(2001 : 1)은 이러한 흐름을 종합해 디지털경제를 “IT 및
IT산업과 인터넷 등의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
워크화가 확대, 발전하면서 정보 중심의 가치창출 기능이 활발하게 전개
되는 경제”로 정의한다. 공유경제는 디지털경제의 전형적인 양태이다. 공
유경제는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개인의 물건이나
역량에 대한 정보가 교환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교환을 통해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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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인의 물건이나 역량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자본은 위와 같은 디지털경제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거래하는 프로세
스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뜻한다. 일례로 온라인 플랫폼, 서
버, 라우터, 소프트웨어처럼 헤아릴 수 있는 유형자산과 IT사업 아이디어
와 노하우, 온라인 평판, 네트워크 유통량과 접속자 수 같은 무형자산을
포괄한다. Facebook, Google 같은 IT기업의 경우를 보면, 이들이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과 서버, 그리고 경영아이디어와 접속자 수가 이들이 지닌
디지털자본이다. 공유경제에서도 인터넷 플랫폼과 함께 사업아이템, 평
판, 자원제공자 및 이용자의 규모 등이 공유기업이 보유한 디지털자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자본은 상품의 생산․유통이 거의 오
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산업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생산요소이다.
디지털자본은 디지털사회의 등장으로 상품생산과 거래가 3차원의 온라
인 공간만이 아니라 시공간을 뛰어넘는 가상의 온라인 공간에서도 가능
해지게 되면서 급부상했다. 이러한 디지털자본은 공유기업 수익창출의
일등공신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례 공유기업들의 예를 들어 논의해
보겠다.
3) 디지털자본을 통한 공유기업의 수익창출
먼저 유형의 디지털자본을 통한 공유기업의 수익창출에 대해서 살펴보
자. 첫째, 공유기업은 온라인 플랫폼, 서버, 라우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유
형의 디지털자본을 자원제공자의 공유자원 생산을 위해 제공－보다 정확
히 말하면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위와 같은 유형의 디
지털자본은 재무제표 상에서 생산을 위해 투자되는 자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생산설비와 같은 아날로그자본과 디지털자본은 질적으로 다르다.
아날로그 생산설비는 이를 사용해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제한적이
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되어 감가상각이 일어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
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할 노동력을 따로 고용해야 하는 경
우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생산․복제될 수 있는 디지털
상품과 정보의 양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고 감가상각률도 매우 낮다. 또
인터넷 플랫폼 내에 운영방식이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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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관리를 위한 노동력 투입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자본에 비해
디지털자본은 투자대비 생산성과 수익률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일례로 산업경제 시대에 필름산업을 선도했던 코닥은 전성기에 14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기업가치가 280억 달러에 이르는 굴지의 기업이었다.
그러나 사진의 디지털화로 2012년 파산신청을 하게 되고, 디지털 사진의
새 얼굴은 인스타그램 차지가 되었다. ‘세상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고 공
유한다’는 슬로건으로 2010년 창업한 인스타그램은 현재 업로드된 사진
이 약 300억 장에 이르고 2015년 월스트리트 저널이 35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2012년 인스타그램
이 페이스북에 인수되었을 때 인스타그램의 직원 수는 단 13명에 불과했
다. 전 세계의 공장들에서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해 아날로그 필름을 생산
했던 코닥은 엄청난 자본, 토지, 노동을 생산과정에 투입해야 했지만, 인
터넷 플랫폼에서 디지털 사진을 생산․유통하는 인스타그램은 작은 사무
실에서 단 몇십 명의 인력만으로 디지털 사진의 생산과 유통이 가능했던
것이다. 만약 인스타그램 직원이 코닥 직원보다 수백 배에 해당하는 노동
력을 제공했다고 치고 이에 비례해서 수백 배에 달하는 임금을 가져갔다
고 하더라도, 인스타그램의 창업주에게 돌아간 수익은 여전히 코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아직 대부분이 스타트업인 공유기업들의 수익을 인스타그램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 플랫폼을 보유한 디지털자본가로서 공유상품 공유
과정에서 공유기업이 얻게 되는 수익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골목재능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자. 아래 대표의 설명처럼 현재 골목재
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재능은 월평균 2,400건에 이른다. 재능마다
판매액이 다르지만 평균 7만 원을 잡으면 1억 6,8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발생하는데, 이 중 15%인 2,520만 원이 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한 골목재능
의 몫이 된다.
[골목재능] 현재 판매 중인 재능은 2,400개 정도 되고, 등록된 판매자는
7,000～8,000명은 됩니다. 거의 등록자는 만 명이 넘는데 현재 판매 중인 판
매자가 2,300～2,400명 정도 되는 것이죠. … 평균 거래 객단가는 6～7만 원 정
도.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거래도 있지만 5천 원짜리도 있고 하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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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소액결제가 객단가를 떨어뜨리죠. 지금 우리는 판매자에게 15% 수수
료를 받는데 다른 재능판매 싸이트들은 보통 20%를 받습니다. 우리는 수수
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골목재능은 인터넷 플랫폼, 즉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인력이 1명인 1인 창업기업이라는 것이다. 사실 인터넷 플랫폼 운영은 인
간의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앞서 해석 1에서 공유기업은 결
제서비스를 대행하고, 해석 2에서는 경영자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
다. 이에 따르면 공유기업의 수익은 결재서비스나 경영에 대한 대가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골목재능 상에서 재능거래에 대한 결제는 이미
결제프로그램으로 자동화되어 있어서 인간의 노동력이 거의 필요 없다.
또한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골목재능은 이용자가 구입한 재능에 불만족할
경우를 대비해 ‘부분결제 탭’을 결제프로그램에 미리 마련해두었기 때문에
골목재능의 대표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 사건들이 많지 않다. 따라서 1만
명에 가까운 재능판매자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명의 인력으로
골목재능의 결제서비스와 경영이 가능하다. 자동화된 디지털 시스템의 특
성상 인터넷 플랫폼에 접속자가 급증한다고 해서 이에 비례해 결제서비스
나 관리경영을 위한 투자비용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림 3-20]은 골목재능의 창업연도 월매출액(총수수료)을 그래프로 나
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골목재능이 재능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총수수료
가 첫 달에 100만 원에서 6개월 만에 3,000만 원으로 30배로 증가했다. 그
러나 이처럼 급증한 거래량에 따라 결제서비스나 관리경영을 위한 새로운
인력충원이나 재원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처음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한 자본금 1억 원이 거의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급증
한 수익을 해석 1에서처럼 결제노동의 대가나 해석 2처럼 관리경영의 대가
로만 간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급증한 수익의 상당비율은 노동력
의 추가적 투입 없이 일어난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이자 인터넷 플랫폼
이라는 디지털자본을 배타적으로 소유한 데서 공유기업이 자동적으로 얻
게 된 자본소득(capital income)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둘째, IT사업 아이디어와 노하우, 온라인 평판, 네트워크 유통량과 접
속자 수 같은 무형자산도 중요한 디지털자본으로서 공유경제의 수익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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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골목재능의 창업연도 월매출액(만 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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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골목재능 제공 자료.

출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일례로 디지털경제에서 접속자의 규모가 갖는
금전적 가치는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되는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2006년
구글이 2005년에 설립된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를 16억 5천만 달러나
주고 인수했을 때만 해도 사업성이 불투명한 신생기업을 인수하는 구글
의 행위를 투자업계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사실 구글이 당시 유튜브
로부터 본 것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업내용 자체가 아니라 동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유튜브에 모인 ‘접속자 규모’였다. 유튜브는 2005년 창업
이후 순식간에 1천만 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면서 하루 1억 개 이상의
동영상 클립이 공유되는 새로운 문화현상을 만들어냈다. 구글은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가는 유튜브가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의
신세계라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다. 실제로 유튜브는 회원들의 동영상을
업로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접속자들이 유
튜브에 들려서 보게 되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이렇게 얻는 유튜
브의 2015년 매출액이 60억 달러이다. 구글의 유튜브 인수만이 아니라,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 로레알의 닉스 인수 등 수많은 대기업의 인
터넷 플랫폼 기업 인수 사례들이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유기업들에게도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의 규모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
는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여러 사례 공유기업들
이 공유거래를 성사시켜서 얻는 수수료만이 아니라, 자원제공자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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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상업광고를 보게 함으로써 부가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었다. 한 사례로 모임 공유기업인 해피미팅은 소위 “비즈니스
콜라보”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기업이다. 아래 대표의 설명에서처럼 해
피미팅 웹사이트 접속자들을 대상으로 음료나 과자제품을 홍보하는 온․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영화 시사회를 홍보해서 참여자들을 모
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공유기업인 무빙장터도 매대에 전광판처럼 광고홍보물을 붙임
으로써 부가적 수익을 얻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해피미팅] 비즈니스 콜라보를 아마 9～10월 정도에 오픈할 것 같아요. 펩
시나 과자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 과자와 제품을 홍보하는 오프라인 이벤트
와 같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형태의 어떤 캠페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사회라고 했을 때 영화 티켓을 무료시사회처럼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주면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런 광고를 저희가 해드린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
[무빙장터] 저희가 OO 페어샵에 이동형 매대가 많은데 거기에 광고홍보 채
널을 붙이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게 가능한 게 80개 팀이 모이다 보니까
밑에 하단부 면적이 1,400, 긴 것은 1,800이거든요. 높이가 700이면은 이 면
적이 8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전광판이라든지 농구 전광판만큼
이 될 것 같아서, 거기 매대공간에 광고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저희
가 페어샵이 열리는 3일 동안 점유를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 신
한은행이 우리와 같이 광고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돈을 받게 되면 마켓을 통
해서 다른 수익이 날 것 같아서 이것도 한 번 해보고 있습니다.

광고수익을 얻는 수준을 넘어서, 접속자 수를 늘려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처럼 대기업에 매각하겠다는 시나리오를 가진 공유기업들도 존재
했다. 버스커링크는 공유거래 규모를 늘려서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에 매
각하는 것을 하나의 ‘엑싯모델(exit model)’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 버스
킹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문화산업을 이끌어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에
서 버스킹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스커링크
는 자신들이 입지를 조금 더 다지면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이 자신을 높은
가격에 인수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대기업들이 “이제는 직접 들어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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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저희(버스커링크)를 사는 게 빠르다는 주장”이었다. 버스커링크 대
표가 “공연 자체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도 되고…, 확장만 되면 가치가
있는 모델”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대기업이 인수합병이나 협업
을 원할 만큼 규모를 확장시켜놓으면 기업의 직접적 사업수익을 능가하
는 부가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골목재능도 이와 비슷
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실제로 골목재능의 접속자가 늘어나면
서 네이버와 같은 IT기업들이 인수합병이나 투자를 타진하기 위해 문의
를 한 적도 많았다. 그러나 골목재능 대표는 “좀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말한다.
[버스커링크] 엑싯모델이야 늘 생각하고 있어요. CJ가 거의 문화의 모든 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버스킹)만 못 잡았어요. 처음엔 생각을 했겠
죠. 그분들이 얼마나 조사도 많이 했겠어요? 일단 수익성이 안 된다고 생각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들은 들어오지 않은 거겠죠. 돈이 있는데 못 들어왔
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들어오
기보다는 저희를 사는 게 더 빠르겠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늘
얘기할 수 있는 테이블은 열려 있어요. … 저는 이 플랫폼이 수익을 창출하
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0만 돼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자체가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확장만 되면 가치가 있는 모델이라서. 우리는 부
가가치를 창출해야죠. 예를 들어 SM이 저희 사이트 와서 영국에서 활동하
는 아티스트를 픽업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 기업에서 돈을 낼 수 있거든
요. 왜냐면 지금 신인 오디션이나 이런 걸로 비용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
라요.
[골목재능] 저는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이버랑 회사들에
서 많이 왔다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자를 받거나 매각을 하거나 하면 가
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서야 제대로 가치
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공유기업이 플랫폼을 접속해 공유경제 활동을 하는 제공자나 이용자에
게 수수료를 받아서 올리는 수익은 생산활동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익(profit)이다. 반면 공유기업이 플랫폼 접속자의 규모에 힘입어 광고
수익이나 M&A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공유거래에서 발생하는 직접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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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은 아니다. 이들이 이차적으로 얻게 되는 광고수익과 같은 것은 공유기
업의 인터넷 플랫폼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장의 기능도 함께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수익이다. 앞서 [그림 3-18]에서도 설
명했듯이, 공유기업은 디지털경제에서 ‘공장’과 같은 생산자로서의 역할
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같은 유통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
하는 이중적인 행위자이다. 따라서 생산을 통해 매출액만이 아니라 시장
에서 광고수익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생산라인이자
디지털전광판으로서 기능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전유함으로
써 가능한 수익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5대 생산수단인 디지털 자본
을 고려했을 때 공유기업은 단지 결제노동을 담당하는 중개노동자나 경
영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넘어서 디지털 자본을 소유한 디지털 자
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유기업들은 [그림 3-21]과 같이 디
지털경제의 디지털자본가로서 자원제공자와 이용자가 디지털 컨베이어
밸트인 인터넷 플랫폼에 접속해 공유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상
당한 수익을 올린다. 이와 함께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의 규모를 등에 업고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익을 얻거나 기업을 매각함으로써 부가적 수익을 창
출하기도 한다.
[그림 3-21] 디지털경제의 디지털자본가로서의 공유기업

자료 : 디지털경제의 디지털자본가로서의 공유기업을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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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이러한 디지털 자본수익(digital capital income)은 가상공
간에 존재하는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상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프라인의 생산라인이나 시장과 달리 온라
인 공간에서는 수많은 자원제공자와 이용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자본을 통한 수익창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유기업은 디지털 자본인 인터넷 플랫폼을 독점
한 공유경제의 핵심적인 행위자로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분명 공유기
업은 자원제공자와 이용자를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자원제공자와 이용자가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상황과 사고
에 대해서 지금처럼 공유기업들이 단지 중립적 중개자라고만 입장을 견
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제5절 소 결

최근 새로운 경제행태로 주목받는 공유경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과
해석이 분분하다. 그중 가장 뜨거운 화두는 공유기업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소득을 얻는 자원제공자들을 노동자로 볼 수
있을지, 공유기업과 자원제공자의 관계를 기존의 고용관계로 해석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이는 단지 개념적 논쟁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매우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다. 만약 자원제공자와 공유기
업의 관계를 ‘노동자-고용주’의 관계로 정의한다면, 공유기업은 자원제공
자가 당하는 사고나 자원이용자의 불만에 고용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
야 한다. 그러나 자원제공자와 공유기업의 관계를 ‘개인사업자-중개업자’
로 본다면, 공유기업은 자원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일어나는 공유거래
에 대해서 일차적 책임을 면하게 된다. 실제로 많은 공유기업들은 자신을
공유경제의 중립적 중개업자로 칭하며 공유거래의 당사자는 자원제공자
와 이용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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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와 같은 논쟁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기에 앞서 진행한 탐
색적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는 실제 현실 속 공유경제에서 자원제공자공유기업-자원이용자의 관계맺음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
펴본 후에, 이를 바탕으로 공유경제 속 행위자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찬찬히 짚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공유경제를 표방하면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 11
곳의 운영자와 자원제공자들을 대상으로 공유기업의 역할과 운영실태 전
반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공유기업들이 취급하
는 자원은 집, 빈방, 아이용품 등과 같은 재화에서부터 재능, 공연, 여행,
소셜다이닝 같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1. 공유경제 현장에서 공유기업의 역할
먼저 본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사례 공유기업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행위자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들
이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공유기업의 일반적 역할과 잠재적 역할에
대해 짚어보고자 했다. 공유기업 사례를 살펴본 결과, 많은 공유기업들이
공유경제의 핵심적 관리자로서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신을 중립적인 중개업자로 규정하고, 자원제공자나 이용자와 일정한 거
리를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모든 공유기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자원제공자와 자원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간매개자로서 역할이다. 공
유기업은 공유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로서, 자원제공자
가 자신이 공유하려는 자원을 홍보하고, 자원이용자가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자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공간(플랫폼)을 운
영한다. 또한 공유기업은 자원제공자와 이용자가 자원을 공유할 때 지급
하고 지불받는 금전을 전달하는 채널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유경제에서 공유기업의 역할은 단순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뛰어넘는다. 공유기업은 공유경제 전체를 관할하는 관리자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첫째, 공유기업은 자원제공자들이 인터넷 플랫폼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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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원을 제공하고자 할 때 기업의 공유활동 기준에 따라 제공자들을 걸
러내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 둘째, 일부 공유기업은 공유시장에서 거래되
는 자원의 가격을 직․간접적으로 조정․제시함으로써 자원제공자의 소
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셋째, 공유기업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원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지급하는 자원이용료의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자원제공자의 업무에 대한 간접적이고 암묵적인 평가자로 기능하기도 한
다. 공유경제의 면접자, 소득조정자, 업무평가자로서의 역할은 공유기업
이 공유경제 내에서 수동적이고 중립적인 중개자로서만이 아니라 적극적
이고 핵심적인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러나 공유기업들은 공유경제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소
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제공자와 이용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나 도난사고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유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사건사고에 대해서 무방비상태에 있거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화상담이나 불만을 들어주는 일회성 대응이 대부분이었다. 공유기
업들이 사고발생 시 전형적으로 보이는 또 다른 반응은 자신의 일차적 책
임을 부인하고 책임을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에게 돌리는 것이었다. 대부
분의 공유기업들은 사고에 대해서 공유기업이 책임이 없음을 약관에 명
시하고 있었고, 사고를 낸 자원제공자나 이용자를 공유경제에서 퇴출하
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다. 소수의 공유기업만이 공유활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피해나 위험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
나 이들 공유기업도 직접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을 자원제공자나 이용자에
게 돌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공유경제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많은 공유기업들이 자신의 위치를
중개자로 못 박고 자원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공유거래나 사건사고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했다. 사실 공유기업의 규
모가 커질수록 자원제공자나 이용자를 관리해야 하는 관리자로서의 기능
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중개자적 입장을 견지하려는 공유기업들에게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이에 공유경제들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압
박을 분산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관리업무를 맡기

146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기도 하고, 혹은 일부 자원제공자나 이용자에게 관리기능을 이양하기도
했다. 자원제공자나 이용자 중에 일부의 사람을 선출하여 다른 제공자나
이용자를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공유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더 많이 관측될 수 있는 흥미로운 현상이라 하겠다.

2. 자원제공자－공유기업의 관계에 대한 해석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11개 사례 공유기업들의 운영방식을 바탕으로
자원제공자-공유기업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증해보
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기업과 자원제공자를 기존의 사용자-노동자의
관계로 볼 수 있을지를 해석하려면, 단지 공유기업과 자원제공자의 쌍방
관계만을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공유경제라는 생산양식 속에서 공유기업
과 자원제공자의 생산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사용자-노동
자의 관계는 생산요소의 동원양식과 관련이 있다. 사용자는 자본과 토지
를 소유한 생산자이며, 노동자는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제공하는 생산
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제공자-공유기업을 노동자-사용자의 관계
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공유경제에서 생산요소들은
어떤 식으로 동원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유경제의 생산요소 동원방식을 보았을 때, 자원제공자-공유기업 관
계는 다음 세 가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산업경제의 3대 생산요
소(토지, 자본, 노동) 동원방식을 고려한다면, 자원제공자와 공유기업을
기존의 고용관계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자원제공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 노동, 자본을 자원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사
업자나 자본가에 가깝다. 반면 공유기업은 자원제공자를 위해 결제나 알
선을 대행하는 대행노동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공
유기업이 얻는 수익은 결제나 알선을 대행해주고 얻는 중개수수료에 가
깝다. 따라서 전통적인 3대 생산요소의 투입방식으로 보면, 오히려 공유
기업이 무형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보인다.
따라서 자원제공자가 공유거래를 하면서 당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해 공
유기업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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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산업경제의 4대 생산요소(토지, 자본, 노동, 경영) 동원방식을 고
려한다면, 공유기업들은 공유경제의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공유기업들마다 약간씩 경영방식은 다르지만 유사 프랜차
이즈 모기업처럼 프랜차이즈 분점들을 관리하는 최고경영자로서, 혹은
자원제공자의 자원을 위탁 관리하는 전문경영자로서 실질적 경영권을 크
든 작든 행사하고 있다. 공유기업이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의 공유거래를
통해 얻게 되는 수수료는 일종의 수익배당금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4
대 생산요소의 투입방식을 고려했을 때, 공유기업은 단순히 자원제공자
와 이용자의 공유거래를 이어주는 중립적 중개자나 알선 및 결제노동 대
행자로만 치부하긴 어렵고, 경영자로서 공유경제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
나 재해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경제에서 핵심적 생산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생산요소인
디지털자본을 추가했을 때, 공유기업은 디지털자본인 인터넷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는 디지털자본가이다. 인터넷 플랫폼은 자원제공자가 보유하
고 있는 비상품 유휴자원들을 공유상품으로 탈바꿈시켜주는 디지털 컨베
이어벨트(digital conveyor belt)이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은 수많은 자원
제공자와 이용자가 접속하여 상품을 거래하는 디지털 시장(digital market)
이기도 하다. 공유기업은 이러한 인터넷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소유한 디
지털자본가로서 자원제공자와 이용자가 인터넷 플랫폼에 접속하여 공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장으로서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의 유통량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익을 얻어 부가적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러한 디지털 자본수익
(digital capital income)은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상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공유기업을 단지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의 공유거
래와는 무관한 단순 중개업자로만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Kostakis &
Bauwens(2014)는 공유기업에 의한 인터넷 플랫폼의 독점적 소유와 이로
인한 수익창출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공유기업은 자원의 ‘공유’를 표방
하지만, 그 자원을 공유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인터넷 플랫폼은 공유기업의
‘전유물’이다. 표면적으로는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의 인터페이스를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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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자원제공자－공유기업의 관계에 대한 해석
생산요소

자원제공자- 공유기업- 자원이용자의 관계

해석 1 :
토지, 노동,
자본

1유형 : 자원제공자(개인사업자)-공유기업(대행노동
자)-이용자
2유형: 자원제공자(자본가)-공유기업(위탁관리자)-이
용자
3유형: 자원제공자(노동자)-공유기업(알선자)-이용자
(사업자)

공유기업
역할

공유기업
수익성격

대행비(fee)
노동자적 측면
위탁관리비
․대행노동자
(commission)
․위탁관리자
중개수수료
․알선업자
(brokerage)

․자원제공자- 공유기업을 고용관계로 보기 어려움
․공유기업가 오히려 노동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음

해석 2 :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유사 프랜차이즈 방식: 자원제공자- 공유기업 경영
컨소시엄
경영지원 방식: 공유기업-자원이용자 경영컨소시엄
전문경영: 자원제공자가 공유기업을 전문경영자로 관
리를 위탁

경영자적 측면
․경영참여자 이익배당금
․경영지원자 (dividend)
․공유기업은 공유경제에서 중추적 경영자로서 역할을 ․전문경영자
수행함
․공유기업은 경영자로서 공유경제 내의 사건사고에 대
한 책임이 있음
공유기업이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은 디지털 생산
라인(컨베이어벨트)에 해당
자원제공자가 소유한 공유자원은 플랫폼을 거쳐야만
공유상품으로 거래 가능

자본가적 측면
해석 3 :
․디지털자 자본소득
토지, 노동,
(capital
본가
자본, 경영,
․중추적 생 income)
디지털자본 ․공유기업은 디지털자본가로서 공유자원 생산에 결정
산자
적인 역할을 함
․공유기업이 고용주(사용자)는 아니더라도 자본가로서
공유경제 내의 사건사고에 책임이 있음
자료 : 공유기업(디지털자본)의 수익창출 메커니즘을 필자가 정리.

고 있지만, 인터넷 플랫폼과 그 뒷단에 숨겨진 알고리즘은 오로지 공유기
업의 이익축적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원을
공유하는 자원제공자와 이용자는 인터넷 플랫폼에 ‘접속’은 할 수 있지만,
플랫폼에 대하여 어떤 통제력이나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또한 공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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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홍보를 하면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자원제공자와 이용자를 위한 책임은 회피한다. 이
런 측면에서 Kostakis와 Bauwens는 공유경제를 디지털 독점자본에 의한
과잉착취가 일어나는 네트워크 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산업경제에서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가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산업
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이에 대한 대비책들을 마련해 왔다. 그러
나 디지털자본에 의한 착취대상은 단지 노동자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아날로그 세계에서 토지,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도 디지털자본의 착취대
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공유경제에서 공유기업이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
수익을 올리는 대상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토지와 자
본을 투입한 사람들도 포함한다. 다시 말해, 공유기업의 디지털자본은 자
신의 인터넷 플랫폼에 접속하는 모든 자원제공자와 이용자들의 아날로그
노동, 토지, 자본으로부터 전방위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수익창출 메커니
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3-12>와 같다.

3. 공유기업의 수익에 따른 비례적 책임
본 사례연구를 통해 탐색한 공유기업의 역할과 공유경제의 생산관계를
종합했을 때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유기업과 자원
제공자의 관계를 기존의 고용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는 산업경제에서 토지와 자본을 소유한 사용주와 노
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존재를 전제한 개념이다. 그러나 공유경제에
서 토지, 노동, 자본의 투입방식은 기존의 산업경제와는 상당히 다르다.
공유경제에서는 토지와 자본을 소유한 사람이 자원제공자일 때도 있고,
자원이용자가 토지와 자본을 소유한 경우도 있다. 기존의 아날로그 경제
처럼 노동자와 자본가가 명확히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유동
하는 모습을 보인다. 오히려 관점에 따라 공유기업이 자원제공자와 이용
자의 노동을 일부 대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토지, 노
동, 자본만이 아니라 경영이라는 4대 생산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유기업은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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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도 공동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
을 때 공유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산업경제의 틀이 아니라, 디지
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경제의 틀 속에서 보면 공유기업의 영향
력은 거의 압도적이다. 공유기업은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디지털자본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디지털자본가로서 공유경제의 핵심축이다. 자
원제공자와 이용자는 인터넷 플랫폼에 접속해야만 공유상품을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다. 공유기업은 디지털 공유경제의 유일한 통로로서 자원제
공자와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포함하여 부차적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를 보았을 때, 공유기업이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
고와 위험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책
임의 비중과 분담비율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자원제공자
와 이용자에게 공유거래를 통해서 받는 수수료(보통 10～20% 내외)와 함
께, 광고수익, 사업위탁 등 자원제공자와 이용자로 인해 부가적으로 얻는
수익을 고려해 공유기업에게도 사건과 위험에 대한 비례적 책임을 물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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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1. 공유경제 유형구분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 유형인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이슈화되기 전부
터 사실 공유경제는 존재해 왔다. 예를 들어 자선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
을 통해 이루어지던 “아나바다운동”이 대표적이다. 공유경제에 관한 문헌
들 가운데에서도 2000년대 후반 이전에 나온 책들의 대부분은 아나바다
운동의 견지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 회자되는 공유경제는 나눠 쓰고, 바꿔 쓰는 차원에서가 아
니라, 일정한 경제적 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공
유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
품의 공유나 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한다. 디지털 플랫폼이 아니
라 일반 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유경제도 있기는 하다. 공간의 공유
를 도모하는 사업(민들레영토, 상상마당 등)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
러나 이러한 형태의 공유경제는 기존의 법률관계를 통해 이루어질 뿐이
어서, 예컨대 민들레영토에 종사하는 서비스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또는
노사관계는 일반 기업체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사업의 형태는 다소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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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노동법상 법률관계는 기
존의 다른 사업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공
유경제는 기존의 노동법 법리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
한 다소 모호한 대상을 가리킨다. 일차적으로 제2장의 공유경제 정의에
따라, 유휴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자
와 이용자 사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매개하는 경제활동 또는 경제체제
를 의미한다.
이 공유경제는 제공자가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
다. 첫째, 제공하는 것이 유형의 상품(숙박장소, 사무공간, 매장, 독서실좌
석 등)인 경우이다. 이것을 “상품공유형 공유경제”라고 부를 수 있다. 상
품공유형 공유경제는 제공자가 여유로운 상품(숙박장소, 사무공간, 매장,
독서실좌석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유형이다. 둘째,
제공자가 제공하는 것이 무형의 서비스(교육, 요리, 여행안내, 번역, 운전
등)인 경우이다. 이것을 “서비스제공형 공유경제”라고 부를 수 있다. 서비
스제공형 공유경제는 제공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교
육, 요리, 여행안내, 번역, 운전 등)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
가를 받는다.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은 공유되는 대상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
지만, 공유경제를 통해 공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유사하다. 그
것들이 공식화되는 경우에는 여러 법률을 통한 규제의 대상이 되지만, 비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률 회피 작용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상품공유형 공유경제와 일반적인 숙박업을 비교해 보자. 숙박
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광진흥법을 기본으로 하여6) 공중위생법, 주세법,
6)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관광숙박업에는 호텔업(관광객의 숙박
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
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
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
용하게 하는 업)이 있다. 이러한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지방자치단
체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법 제4조 제1항, 등록에 관한 각종 제한과 절차는
같은 법 제15조 내지 제20조의2 참조), 이때 일정한 규모의 자본과 시설, 설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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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
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학교보건법 등이 관계법
률로서 적용된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유경제의 일종으로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
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
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한옥체험
업은 상품공유형 공유경제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숙박업체와 동일하게
서울시에 숙박업 등록을 하고 관련 법 규제를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공유형 공유경제 가운데 대표적인 에어비엔비의 경우는 다
르다. 2013년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한국 에어비엔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에어비엔비 등록자가 있는데(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숙소검색을 했을 때 약 300건 이상), 현재 숙박업을 하
고 있는 제공자가 에어비엔비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를 구하는 경우도 있
지만,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신의 오피스텔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임
대 중인 고시원 방을 이용해 이용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주거공유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무료로
배포되는 생활정보지를 보면 종종 “방 빌려줌” 같은 광고를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자신이 소유하거나 전월세로 임대한 주택에서 여유로운 방 하나
를 일정 기간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올리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에어비엔비는 이러한 방 임대가 매우 단기적이고 반복적인 영리행위로
나타나며, 무료 생활정보지가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정보가 제공
되는 등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숙박업 등록을 하
지 않고 방이나 집을 숙박장소로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것은 관광진흥법
을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된다.7)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비해야 하고(법 제4조 제2항), 금치산자 등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
며(법 제7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
는 경우 보험배상을 위한 손해배상가입의무(법 제9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7) 법률신문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2015년 4월부터 한 달간 에어비엔비로 예약한 외
국인 관광객에게 1박에 10만 원을 받고 숙박업을 한 A씨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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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도 그 목적을 벗어나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에게 시설을 제공하는 것
은 불법행위가 된다. 에어비엔비 형태의 숙박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2016년 2월 “신산업 육성, 규제 완화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숙박 공유 서비스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소위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19대 국회에서 폐기되
었다.
서비스제공형 공유경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우버 사업과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업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이다.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영업행위
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
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를 받아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
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따라서 이러
한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택시업 유사 행위를 하는 것은 불
법이고, 우리나라에서 우버택시 영업행위는 금지되고 있다.8)
공유 대상을 중심으로 한 공유경제 유형 구분 가운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비스제공형 공유경제부문이다.
즉, 특정한 서비스가 거래나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다. 노동관계법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와 그것을 사용하는 자 사이에서 발생
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범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공자가
반을 이유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2015고정3215)했고,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
용 판사도 2015년 2월 에어비엔비로 예약한 여행객 7명에게 자신의 해운대 집을
하루 20만 원에 빌려주는 등 7월 초까지 영리행위를 한 B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2015고정2347)했다고 한다(안대용, 2015).
8) 종종 우버택시 영업행위와 카셰어링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쏘카(Socar)로 대
표되는 카셰어링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이다. 즉 운전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는 물
건을 공유하는 것이다. 카셰어링은 상품공유형 공유경제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
는데, 근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자전거대여(예를 들어, 고양시의 피프
틴라이프)도 유사한 방식의 공유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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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관계에서는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반면, 상품공유형 공유경제는 해당 상품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법제
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뿐이고, 해당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
스는 그 상품의 공유와는 무관한 별개의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예
를 들어, 서울시에서 한옥체험업을 영위하는 제공자가 한옥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모집하고 그에게 일정한 한옥관리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한옥체험업자와 관리인 간의 계약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아래 그림
의 (A))이지, 한옥체험업자(제공자)와 플랫폼 혹은 한옥체험자(이용자)와
의 관계에서 다룰 공유경제의 문제(그림 4-1의 (B))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들 가운데 노동관계법제의 적용 여부를
논하는 것은 유형의 상품을 공유하는 상품공유형 공유경제부문이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를 공유의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형 공유경제부문이다.
서비스제공형 공유경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버일 것이다. 이
우버형 공유경제는 플랫폼을 통해 요청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는 측면에서 퀵서비스나 택배 또는 대리운전 등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된 자들의 서비스 제공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갖는
다. 특히 최근에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 대리운전서비스 “카카오드라이
버”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은 후 실행시키기만 하면 대리
[그림 4-1] 공유경제의 유형화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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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와 매우 유
사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주로 한 업체에 전속된 대리운전기사는 현재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분되고 있는데, 서비스제공형 공
유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자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가에 따라 노동관계
법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2. 논의의 목적과 의미
전통적 노동관계는 인적 관계 위에서 면 대 면(face to face)으로 이루
어진다. 일을 하는 사람과 그 일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려는 사람이 직접
만나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지시감독하는 한편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감독 하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 전통적 의미의 노동관계(개별적 노동관계)이
다. 이 노동관계에서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집단적 노동관계를 형성한다. 이 전통적 형태의 노동관계에서는 근
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중심에 놓인다. 근로자의 노동이 제3자를 향해
수행되기도 하지만(서비스노동) 그것이 노사관계 자체의 본질을 훼손시
키지는 않는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에서는
노사 간의 인적 관계 같은 것이 제공자-플랫폼 사이에서 잘 드러나지 않
는다. 오히려 노동관계 외적인 제3자와의 관계가 부각되는 한편, 사용자
에 해당할 수 있는 플랫폼은 온라인의 특성에 따라 제공자-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다. 이 숨겨진 관계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 공유경제 하에서 노동법의 적용 문제를 다루는 목적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플랫폼의 의의와 특징 및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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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플랫폼의 의의와 특징 그리고 종류

1. 플랫폼의 의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의 발전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보급
그리고 그 양자의 결합이 생산하는 빅데이터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경제
를 만들어 내었다. 그것은 흔히 “플랫폼 경제”라고 불린다. 플랫폼 경제는
“on-demand economy” 또는 “gig economy”라고도 한다. 긱(gig)이라는
말은 원래 1920년대 미국에서 흑인 재즈연주자들의 즉석 라이브 연주를
가리키는 말로서 engagement의 줄임말이다(Askenazy, 2016). 오늘날에
는 자잘하고 일상적인 일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쓰인다. 플랫폼 경제에서
형성되는 노동관계를 “플랫폼 노동관계”라고 부를 수 있다. 이 플랫폼 노
동관계는 익숙한 노동법적 문제를 한층 더 심화된 방식으로 제기하기도
하고(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의 구별), 전혀 낯선 노동법적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기도 한다(노동과 비노동의 구분).
플랫폼의 정의에 대해서는 “규모와 형태가 빠르고 쉽게 변화하며 새로
운 기능, 사용자, 고객, 벤더, 그리고 파트너를 포괄하는 매우 가치 있고
강력한 에코시스템(Simon, 2013: 73)”으로 정의하거나 또는 “개인이나 기
업 등 누군가가 참가함으로써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또는 참가자가 늘면
늘수록 가치가 증대하는, 주로 IT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尾原 和啓,
2015: 12)”로 정의하는 등 다양하다. 혹은 사전적 의미에 기대어, “플랫폼
의 의미는 계속 확장되고 있지만, 사전적 의미 중에서도 ‘발판’이야말로
플랫폼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류한석, 2016: 18).”라는
접근법도 있다.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이 발판이라는 의미는 “기반”이라는
의미로 확장되고, 다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매개”라는 개념으로 확장된
다. “발판, 기반, 매개라는 플랫폼의 뜻은 모두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
다(류한석, 2016: 20).” 우리의 관점도 이 마지막 관점과 유사하다.
플랫폼이란 말은 프랑스어 “plateforme”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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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하다를 의미하는 “plat”(plate는 plat의 여성형. forme이 여성명사이
기 때문에 남성형 형용사 plat가 여성형으로 변형된 것)과 틀, 형태를 의
미하는 “forme”이 합쳐진 말로서, 직역하자면 평평한 땅을 의미한다. 평
평하기는 한데 주위보다는 약간 높이 돋우어 놓은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플랫폼이란 평평하게 돋우어 놓은 땅이다. 평평하다, 이것은 곧 플랫폼의
수평성을 가리킨다. 돋우어 놓다, 이것은 곧 플랫폼의 조장성(助長性)을
의미한다. 플랫폼의 수평성은 평등, 협력, 공유 등의 가치를 떠올리게 한
다. 그리고 플랫폼은 주변보다 약간 돋아 있는데, 이러한 공간적 배치를
통하여 특정한 행위나 가치를 조장하는 기능을 한다. 수평성과 조장성은
플랫폼의 두 가지 기본 특성이다.
기차나 버스의 승강장은 타고 내리는 행위를 뒷받침하며, 우주선 발사
대는 인간의 오래된 꿈을 조장한다. 디지털 플랫폼도 예외는 아니다. 디
지털 플랫폼이 노동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는 이 글의 목적
과 관련해서, 우리는 플랫폼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을 매개하는 장치”로 정의하고자 한다.9) 이 정의에는 플랫
폼의 두 가지 특성, 수평성과 조장성이 반영되어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은 곧 수평적 관계에 있는 경제행위자들을 전제로 하며, 그 교환을
매개한다는 것은 곧 교환을 조장한다는 것을 말한다.

2. 플랫폼의 특징
가. 플랫폼의 수평성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를 자본주의적 상품경제의 대안으로 생
각하는 사람들은 플랫폼의 수평성을 주목할 것이다. “IT는 인간으로부터
자유나 인간다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줌
9) 그러므로 이른바 사회적 연결망 서비스는 우리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이러한 플랫폼들도 이용자들의 ‘접속노동’을 공짜로 착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
하고,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그러한 분석과 관련해서는 Jin(2016) 참조.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행위가
노동인지 지대인지를 둘러싼 정치경제학적 논쟁에 관해서는 김동원(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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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尾原 和啓, 2015: 98).” 그러나 주인
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보듯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덕분에 한층 더 자유
롭게 된 인간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 기술 없이는 세계에 대하여 자기
의 의지를 표현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그
자체로 인간의 자유를 확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에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을 때에만 그러한 목적에 복무할 수 있다. 그것은
곧 기술을 인간화시키는 법과 제도의 역할이다.10)
나아가 플랫폼의 수평성이 곧바로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플랫폼
경제는 세계를 평평하게 만든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가령 Friedman,
2005), 평평한 세계에서 불평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원격성, 즉 거리두
기로 대체될 뿐이다. 겉모습의 수평성 속에 수직성이 은폐되어 있는 것이
다. 19세기 영국의 신학자 Abbott(2009)은 1884년에 출간한 흥미로운 소
설 플랫랜드에서 기하학 도형들이 사는 평면의 나라, 수직이 없는 나라
인 플랫랜드에서 어떻게 차별과 불평등이 발생하는지 매우 흥미롭고 천
재적인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플랫랜드는 2차원의 평면 세계이다. 주
민들은 기하학적 도형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는 계급 차이가
있다. 가장 하층민은 선분인데 주로 여성들이다. 가장 상층민은 원이다.
그 중간에는 사각형이 있다. 2차원의 평면 세계이므로 옆에서 보면 높낮
이가 없다. 상하 구별이 없고 지위의 고하가 없다. 수직성이 사라지고 완
전한 수평성만 존재하는 세계이다. 얼핏 보면 완전한 평등 세계이다. 그
러나 원과 사각형과 선분 사이에는 엄연히 계급의 구별이 있다. 그런데
이 불평등은 수직성이 아니라 각 도형과 도형 사이의 거리 또는 간격, 즉
수평성으로 존재한다.
이 플랫랜드는 21세기 플랫폼 경제의 은유로 읽을 수 있다. 플랫폼 경
제에서도 누군가는 노동을 하고 누군가는 그 노동이 창조하는 가치를 향
유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불평등이 존재한다. 유럽데이터보호감독원
은 2015년에 낸 의견서 새로운 디지털 윤리를 향하여에서 인간의 존엄
성은 그 자체로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보호권
10) 기술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기술로서의 법개념에 대해서는 Supiot(2015), p.189 이
하, 특히 p.212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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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토대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2015)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존엄성에 대한 침해는 한 인간
이 다른 누군가의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취급되는 사물화를 초래할 수 있
다.” 이러한 우려는 플랫폼 노동관계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Degryse,
2016: 40).
나. 플랫폼의 조장성
플랫폼의 조장성 또한 바로 그 돋아 있음으로 인하여 자기보다 낮은
곳을 소외시키고 결국에 가서는 조장의 목적이었던 행위 또는 가치 그 자
체를 상실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원래 “조장(助長)”은 맹자에
나오는 표현이다. 어리석은 농부가 모가 자라기를 기다리지 못해 모를 한
뼘씩 뽑아 올려 놓고서는 모가 자라는 것(長)을 돕고(助) 왔다고 자랑하
길래 사람들이 가보니 모가 전부 말라 죽어 있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조장은 자라는 것을 돕는 행위이지만, 그 돕는 행위 자체가 자라는 것의
가치를 배반하여 죽이고 만다는 역설적 의미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우버는 택시가 초래하는 자원의 낭비(빈차로 손님을 기다리
거나 찾아다니는 택시와 빈 택시를 기다리거나 찾아다니는 손님이 낭비
하는 에너지와 시간)를 없애고, 유휴 자가용을 활용하여 택시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버는 자가용 소유자와 이용
자가 형성하는 수평적 관계의 평면으로부터 돋우어져 삼각형의 윗꼭지점
에 존재하면서 양자 모두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한다. 우버가 작성한 규
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가용 소유자와 이용자는 더 이상 우버를 이용할 수
없지만, 누구도 그 규칙의 작성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자가용 소유
자와 이용자는 자유롭게 행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유는 우버가 작
성한 규칙에 의하여 제어되어 있다.
특히 플랫폼은 그 성격상 독점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지배와 종속의 우
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플랫폼 시장은 이른바 “네트워크의 외부성(尾
原 和啓, 2015: 13 참조)”이 작용한다. 플랫폼의 이용자가 늘면 편리함과
효율성이 증가하고, 이렇게 서비스가 좋아지면 이용자가 더 많이 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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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새로운 이용자는 기존 이용자가 가장 많은 플랫폼
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플랫폼의 성패는 누가 더 많은 이용자를 확
보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마케팅
에 쏟아붓는다. 예를 들어 우버는 2016년 6월에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
펀드로부터 35억 달러를 유치하였다. 우버의 경쟁자 중 하나인 리프트는
2016년 1월에 GM 등으로부터 10억 달러를 유치하였다. 이 돈들은 새로
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되기보다는 마케팅에 대부분 소모된다. “내가
하지 않으면 경쟁자가 할 것이기에 다른 방법은 없다(류한석, 2016 :
211).” 거대 플랫폼에게 점점 더 유리하게 돌아가는 이러한 순환은 신규
플랫폼의 시장 진입에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특정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

3. 플랫폼의 유형
위에서 제시한 플랫폼의 정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상품
과 서비스의 교환을 매개하는 장치”라는 정의에 따르면,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호출형 플랫폼과 군중형 플랫폼이다.11)
가. 호출형 플랫폼
이 유형의 플랫폼으로는 자가용 소유자와 잠재적 택시 이용자 사이에
여객운송서비스를 매개하는 우버(Uber), 청소나 쇼핑 등 일상적인 서비
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매개하는 태
스크래빗(TaskRabbit), 음식 주문과 배달 서비스를 매개하는 딜리버루
(Deliveroo), 택배 서비스를 매개하는 스튜어트(Stuart) 등이 대표적이
다.12) 한국에서는 대리운전 서비스 플랫폼인 카카오드라이버, 음식배달

11) Valsamis et al.(2016) 참조. 용어에 대해서는 박제성(2016c: 3～6) 참조.
12) 주택 소유자와 잠재적 호텔 이용자 사이에 숙박서비스를 매개하는 에어비엔비
(Airbnb)도 호출형 플랫폼에 포함되지만, 이것은 상품공유형 공유경제에 속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관계의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이 글의 범위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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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플랫폼인 푸드플라이 또는 배민라이더스, 장보기 등 일상적인 심부
름을 대행하는 띵동, 초단기 알바 플랫폼인 급구(Gubgoo) 또는 스팟잡
(Spotjob)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호출형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다음과 같다. 제공자는 플랫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플랫폼과 약정한다. 보통 플랫폼이 요
구하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등록하는
방식을 취한다. 플랫폼 이용자는 컴퓨터의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의 애플
리케이션을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요청한다. 주문 메시지를 클릭한 제
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정된 대가를 수령한다.
나. 군중형 플랫폼
군중형 플랫폼은 크라우드워크(crowdwork)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것은 이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백 수
천 명의 불특정 다수가 조각노동으로 제공하면 이를 하나로 통합시켜 완
성된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것을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이라고도 하는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각돈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는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돈이 아니라 노동
력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아
마존 메커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 또는 크라우드플라워
(CrowdFlower) 등이 대표적이다. “메커니컬 터크”는 터키인의 복장을 한
자동체스기계에서 유래하는데, 인공지능을 상징한다. 예를 들어, AMT에
서는 쇼핑 영수증의 구매 목록을 정리하는 일이 있는데, 아이템 하나당 1
센트씩 지불하는 식이다(그림 4-2 참조).
크라우드플라워는 데이터 생산과 관련된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이다. 예
를 들어, 수많은 사진들 중에서 고양이를 찍은 사진만을 가려내고 싶다면
그 사진들을 플랫폼에 올리면 된다. 그러면 플랫폼이 이 사진들을 몇 개
씩 묶어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크라우드워크를 수행하는 전 세계의 “기
여자들”에게 제공한다. 기여자들은 페이지당 돈을 받고 고양이를 찍은 사
진들을 가려내어 플랫폼에 제공한다. 플랫폼은 이를 하나의 데이터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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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요청자에게 제공한다(그림 4-3 참조).
[그림 4-2]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

자료 : 아마존 메커니컬터크(requester.mturk.com).
[그림 4-3] 크라우드플라워

자료 : 크라우드플라워(success.crowdfl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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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유경제와 노동법

1. 문제의 접근 : 플랫폼 노동관계의 형성
이런 플랫폼에 의하여 형성되는 노동관계를 플랫폼 노동관계로 칭할
수 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플랫폼 근
로자로 부를 수 있다. 이 질문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플랫폼의 성격이 다
양하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모든 플랫폼이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에어비엔비는 주택 소유자와 이용자 사이에 숙
박 서비스를 매개할 뿐, 그 과정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개입하지
않는다. 에어비엔비는 상업용 호텔이 아니라 일반인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부킹닷컴(Booking.com) 같은 글로벌 호텔 예약
서비스와 본질상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주택 소유자가 청소 근
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전통적인 가사사용인의
노동관계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버나 태스크래빗 또는 딜리버루나 스튜어트 같은 호출형 플랫폼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노동력의 매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관계가
형성된다. 이 호출형 플랫폼 노동관계는 노동력 제공자(근로자)와 노동력
이용자 그리고 플랫폼 사이에 형성되는 삼면적 노동관계이다. 이 호출형
플랫폼은 “우렁각시(www.kohwa.or.kr)” 같은 가사도우미 공급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통적인 노동력 공급 서비스는 서비스 제
공자 쪽에서 근로자를 특정하여 공급하는데, 플랫폼은 복수의 근로자들
과 이용자가 접속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플랫폼 운영자가 직접 근로
자를 특정하여 공급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플랫폼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평판을 관리
하는 랭킹시스템을 적용하고 랭킹이 낮은 근로자의 접속을 차단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호출형 플랫폼에서는 플랫폼이 근로자의 노동과정에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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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배권을 행사하는가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한편, AMT나 크라우드플라워 같은 군중형 플랫폼의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유형의 노동관계를 형성시킨다. 호출형 플랫폼의 경우 근로자와
이용자가 최종 단계에서 서로 대면하는데, 군중형 플랫폼의 경우 근로자
는 요청된 서비스 결과를 전송하고 이용자는 결과에 만족하면 대가를 지
불하는 데 그칠 뿐 양자는 끝까지 서로 대면하지 않는다. 미국의 이용자
와 인도의 근로자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럴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는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에서 일단 고전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플랫폼 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임금근로자인가, 아니면 단순히 개인사업자에 그칠 뿐
인가? 반대로, 플랫폼은 사용자인가, 아니면 단순히 ‘마켓’을 제공하는 자
에 불과한가? 플랫폼 이용자는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
는가? 전통적인 법적 개념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면 되
겠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개념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낡은 개념만 붙잡고 새로운 현상에 대한 규제를 포기하는 것은 존재와 당
위의 상호반성적 생성관계로서의 법의 의미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
다.13)

2. 문제해결의 기초 : 근로자와 사용자
위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전통적인 노동법적 개념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란 누구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근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무형의 서비스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공유경제부문을 논의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하더라
도, 공유경제 주체들 간의 법률관계를 노동관계법제가 적용될 수 있는 노
동관계로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관계법제는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노동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13) 플랫폼 노동관계가 제기하는 질문들과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유럽 각국의
고민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8월호와 9월호의 기
획특집 ｢크라우드워크 혹은 플랫폼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2016a; 2016b) 참조.

166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는 공유경제의 주체들이 노동법이 겨냥하는 근로자 -사용자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한다. 즉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보장해
야 할 관계에 있는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갖거나 그에 응해야 할 의무를 갖는 관계에 있는가, 공유관계의
해지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는가, 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나 고용보험법상 보험가입 및 보험금 부담 의무를 지는가 등의 문제는 예
컨대 서비스의 제공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제공자와 이용자를 매개
하는 플랫폼이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가 등의 문제인 것이
다. 그리고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관계법제상 근로자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근로자의 개념
1) 일반론
통상적인 근로자-사용자 관계는 근로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만,
사실상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약의 형식을 빌려 노동법의 규
제를 벗어나려는 시도가 있음을 고려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
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14)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란 “직업
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
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
에게 “근로를 제공”하는데, 이때 임금의 지급과 근로의 제공 관계에서 근
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
“종속”된다는 것의 의미는 조금씩 변화고 있다.15) 예컨대 1994년 12월
14)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15) 이하 종속성 개념의 변화에 대한 판례의 동향에 대해서는 박은정(2015: p.7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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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법원 판결(94다22859)에서는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종속성을 판단하고 있지만, 2006년 12월
7일의 대법원 판결(2004다29736) 이후에는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 대
신 “상당한 지휘감독”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속성을
판단하는 지표임을 말하고 있다.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가?
②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가?
③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가?
④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
⑤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
고 있는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가?
⑦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가?
⑧ 근로 제공 관계에 계속성이 있는가?
⑨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전속적인가? 그 정도는 어떠한가?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가?
이 종속성 판단의 지표들을 종속성의 구분에 따라 인적 종속성에 관한
지표와 경제적 종속성에 관한 지표로 구분을 해 보면, ①②③⑧⑨ 등은
인적 종속성을, ④⑤⑥ 등은 경제적 종속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여기에서, 2006년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⑥⑦⑩과 같은 사정도 종속
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였지만,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경제
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하)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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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판결에서는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
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를 근로자성 판단의 지표로 삼았지만, 위 2006년
판결부터는 ④와 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구체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종속에 대한 관심이 변하고 있음을 드
러내고 있다. 특히 2006년 판결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게 하는 긍정적 지표
와 근로자성을 부인하게 하는 부정적 지표를 구분하면서 부정적 지표들
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했
는데, 이것은 근로자성을 일단 긍정한다는 전제 위에서 부정적 지표들이
이 전제를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반증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근
로자성 추정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박
제성, 2007: 73～74; 강성태, 2007: 104～107 참조).
다만, 위와 같은 근로자 개념 혹은 종속성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근로
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
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 개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 범주가 가장 좁다. 즉 가장 엄격한
종속성을 요구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어떤 형식으로든 근로계약 또
는 이와 유사한 것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것의 존재 여부는 “근
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지만, 그 실질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즉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
부”인 것이다.
노조법상의 근로자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는 넓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입장이다.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존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의 종속성 판단 요소보다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및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의 주로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을 판단 요
소로 삼아야 한다.”16) 이 판결은 임금종속성(인적 종속성)과 업무종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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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종속성)을 구분한 다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전
자를 중시하고,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후자에 더 중점을 두었
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 할 수 있다(박제
성, 2014: 78).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인적 종속성과 함께 경제적 종속
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노조법상의 사용종속관계는 경제적 종속관계
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이승욱, 2014: 236). 다만, 노조법상의 사용종속
관계에서도 인적 종속관계가 전혀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노조법
에서의 인적 종속성이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인적 종속성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지만, 노조법의 목적과 체계, 전체적인 메커니
즘을 고려하면 근기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섭하는 것
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인적
종속성과 양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되기도 한다(이승욱, 2014: 2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인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정 최저근로조건에 대
한 권리는 주장할 수 없지만(예컨대, 휴게, 휴일, 휴가 등의 근로시간권)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를 갖게 되고, 사용자가 근로자 측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
우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책임 등을 지게 된다. 법
의 목적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개념의 차이로 인해 “노조법상의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2) 근로자 개념의 한계
비록 근로자 개념에 대한 판단이 과거보다는 유연해지고 있다고는 하
지만, 여전히 인적 및(또는) 경제적 종속성이라는 기준을 벗어나고 있지
는 못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자.
“2013년 11월에 배달대행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기반 배달대행업체
를 이용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배달원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
16)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원심 : 서울고법 2011. 8. 26. 선고 2009
나112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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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배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를 이유로 요양
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신청했는데, 2014년 10월 근로복지공단은 이 배달
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배달대행업체는 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산재보험가입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 배달원은 요양비, 휴업급여, 진료비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
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배달대행업체에게
근로복지공단이 배달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
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배달대행업체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따
라서 배달대행업체 자신은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근로복
지공단이 청년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
하였다.”17)
위 사례는 어떤 청년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산재보험법이 사용하는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산
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
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위 사례의 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배달요청을 배달원이 거부할 수 있었던 점
② 배달대행업체가 배달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③ 배달원의 업무시간을 배달대행업체가 통제하지는 않았던 점
④ 배달원이 다른 회사의 배달대행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⑤ 배달원의 수입이 업무의 성과에 따라 결정되었고, 고정급은 없었던 점
⑥ 배달원과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았던 점
⑦ 배달원이 업무에 필요한 물품(오토바이)을 직접 임대, 사용하였던 점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쳤을 때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법리 변화에 비추어 보았
을 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조금 의아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한
17) 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4구합75629 판결.

제4장 공유경제와 노동법 171

평가는 차치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수행을 지시한 자와 근
로자-사용자 관계를 이루는지 여부에서 종속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종속성의 요구로 인하여 골프장 캐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어느 쪽의 근로자로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
떤 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섭될 경우에는 그 법이 적용되겠지만,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법의 적용 또한 부정될 것임은 당연하다.
이러한 법적 한계를 고려하여 적용범주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 예외의 대표적인 예가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
럭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및 퀵서비스 종사자, 대출모집
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
한 산재보험법 적용이다(아래 논의 참조). 산재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이 정의하는 근로자는 아니
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라는 필요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를 확장
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근로자 개념을 둘러싸고 있던 종속성에 관
한 이론적 구성에 어떤 균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3) 근로자와 유사한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
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
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 구체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
로자가 아니면서 ② 주로 하나의 사업에 대한 전속성을 갖추고, ③ 사업
의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계
속성을 지니면서, ④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비대
체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
는 자를 의미하게 된다. 2016년 7월 현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
고 있는 직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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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우체국 예금 보험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
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
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
업(소화물을 집화,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18)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
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
집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
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19)
요컨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인적 종속성이 약하거나 없어서 근로자로는 해
석되지 않는 자이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자영업자로 분류하여 위험에 대
한 책임을 본인에게 귀속시키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가운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한 직종의 종사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18) 특히,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될 것과 같은 “전속성”이 요구된다(고용
노동부 공고 제2016–179호, 고용노동부, 2016).
19) 특히, 서면 약정을 통해 소속(등록)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
행할 수 없을 것과 같은 “전속성”이 요구된다(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179호,
고용노동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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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

근로자

업무상 재해로부터
특수형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자영업자

근로종사자
자료 : 필자 작성.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있는 중간영역 전체가 아니라, 그 중간영역 중
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의 범위를 가리킨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2007년 12월 14일 개정
산재보험법은 그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
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
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
하는 자 중에서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
도록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법원에서 다투
어질 정도로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
음에 따라,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산재보험의 보호
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의 경계 안으로
포섭하고자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박은정, 2016: 145). 따라서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이 확장된다거나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4) 근로자 개념 또는 노동법 경계의 확장
현재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로 인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
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도에는 해석적 시도도 있지만 입법적 시도도
있는데, 후자의 예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독립사업자 형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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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이 정의에 따른 근
로자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인정심의위원회를 중앙노동위
원회에 설치하자는 입법안20),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
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
아 생활하는 자 및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자”를 노조법상 근로자
로 정의하자는 입법안21) 등이 있다. 이러한 입법적 시도 또한 근로자 개
념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이론에 기초할 것임은 물론이다.
근로자 개념 확장 이론들은 대개 노사의 관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화라는 단어는 원래의 어떤 것을 전제한 후, 그 전제된 형태로부
터 원래의 어떤 것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노사의 관
계적 변화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노사의 관계를 말해야 할 것이다.
원래의 노사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기는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종속적이고 종일근로를 하는 근로자와 일방적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이
루어지는 안정적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라
고 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Walton, 2016 : 112).22) 그리고 변화
된 관계는 “유연하고, 비정형적이며, 임시적이거나 우연한 노동관계”로서
그것은 근로계약적 변화(단시간근로, 기간제근로 등)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기존에 설정된 근로계약관계 영역을 벗어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아웃소싱, 사내하청, 도급계약, 프랜차이즈, 자영업 등)
(Walton, 2016: 113 참조).23) 후자는 결국 근로계약관계에 기초한 노동법
적 보호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근로자 개념 확장 이

20) 19대 국회 이목희의원안(근로개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01510호, 발의
일 2012. 9. 3.).
21) 19대 국회 심상정의원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원번호
1900464호, 발의일 2012. 7. 3.).
22) Walton(2016 : 112)에서 인용한 것. 저자는 이 개념이 Stone, K. and H. Arthurs
(2013), “The Transformation of Employment Regimes : A Worldwide Challenge,” in
Stone & Arthurs (eds.), Rethinking Workplace Regulation : Beyond the Standard
Contract of Employment, Russell Sage Foundation에서 공식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23) Walton(2016: 113) 참조. Weil(2015)은 이러한 결과에 따른 노동현장을 “균열일
터”(The Fissurd Workplace)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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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들은 노사의 관계적 변화로부터 초래된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필
요한 경우 여전히 노동법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개념 확장 이론들은 기존 노동법적 보
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가 아닌 자,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유사한 자들을 노동법적 보호의 영역으로 끌어오려는 시도 또는 노동법
의 경계를 허물거나 넓힘으로써 노동법의 적용범위를 좀 더 포괄적인 형
태로 만들어 나가려는 시도로 구분해볼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시도를 1999년 발표된 알랭 쉬피오(Alain Supiot)의『고용
을 넘어』라는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iot, 2001).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유럽에서 노동의 변화와 노동법
의 미래”에 관한 연구 결과로 출판된 것이다. 쉬피오는 여기에서 임금노
동에 국한되어 있는 “고용”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일반노동의 전망을
좀 더 넓은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박제성,
2016a: 47 참조). 그것을 위해 제안된 개념이 “노동담지성”(état professionnel
de la personne)과 “사회적 인출권”(droits de tirage sociaux)이다. 노동담
지성이란 실제 고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노동권 등 사회권의 향유 자격
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한 사회의 전체 노동력을 구성하
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갖는다는 것이며, 사회적 인출권이란 고용상의 지위
가 아니라 노동담지자의 인격에 결합되어 고용상의 지위 변동에도 불구
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이다(박제성, 2016a: 47). 쉬피오의 주제는
노동법을 종속적 고용계약이라는 제한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Freedland & Kountouris, 2011: 24), 여전히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묶여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다소 추상적이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24) 사실 쉬피오의 시도는 임금근로자
가 아닌 자를 임금근로자로 재규정하기 위해 종속성의 의미를 경제적 종
24) 이 추상성은 쉬피오 교수의 보고서가 본질적으로 규범적 논문이고, 전혀 입법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일정한 개혁 척도를 추천하지도 않는다는 점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용을 넘어』보고서에 참여했던 저자들은 그
러한 담론의 양식에서 노동법에 존재하는 제한으로부터 곧 벗어나기 위한 지적
및 현실적 자유를 주장할 수 있었고, 주장하였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Freedland & Kountouris, 2011: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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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등으로 재정의하려는 논의들과는 심급이 다른 논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종속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노조법상의 근
로자성을 판단하는 독자적인 기준을 세우거나, 산재보험법에 특수형태근
로종사자라는 특례 규정을 도입하여 보호필요성이 있는 일부 근로자들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가 노동법의 경계 자체를 허무는 것은 아
니다. 기존의 틀을 전제하면서 일부 영역에서 약간의 틈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쉬피오의『고용을 넘어』는 노동법의 경계를 확대하고자 한
다. 쉬피오는 노동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노동은 임금노동에 국한되어서
는 안 되며, 비임금 영리노동을 포함하여 돌봄노동이나 가사노동 등의 비
영리노동을 포함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일반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쉬피오의 논의보다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논의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유사한 자들을 노동법적 보호의 영역으로 끌어오려는 시도이
다. 유럽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경제적 종속근로자에 대한 유럽연합국
가들의 법률체계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때 연구를 담당했던 페룰리
(Perulli)의 보고서는 유럽국가의 법제에서 경제적 종속근로자(economically
dependent worker)를 구분하는 소극적인 기준으로는 인적 종속의 부재
(absence of subordination)가 활용되고, 적극적인 기준으로는 경제적 종
속 상황(situation of economic dependence)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Perulli, 2003: 100).
<표 4-1> 유럽국가들의 법에서 나타난 경제적 종속근로자의 판별 기준
소극적 기준
적극적 기준
지표

법률적 보호

경제적 종속근로자 판별 기준
인적 종속의 결여(Absence of subordination)
경제적 종속 상황(Situation of economic dependence)
직접적인 작업 수행(work performed personally)
작업의 지속성과 조율(continuity and coordination of work)
한 사용주로부터 얻은 소득이 소득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차지
(income (all or greater part thereof received from one principal))
사회보장(social security)(특히, 연금)
절차법제(procedural rules)
노조와 단체교섭권

자료 : Perulli(2003),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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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종속근로자 개념을 확인한 이유는, 전통적인 종속적 노동관계
하에서의 근로자와 같은 질량의 종속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특히 경
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단체교섭권과 사회보장권을 인
정함으로써 인적 종속성에 기반한 노동보호법제 이외의 노동법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종속성보다 넓게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면서 은폐된 근로자성
을 드러내려는 시도가 ILO의 2006년 고용관계권고(R198, Employment
Relationship Recommendation)이다.25) 이 권고는 “노사의 권리와 의무가
모호하거나, 고용관계를 위장하려 하거나, 법제 또는 그 해석이나 적용이
부절적하거나 한계가 있을 경우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기 어렵
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표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고용관계지표(권고 제13
조)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전부는 아니고, 기준의 중
요성도 특정 고용형태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적절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이지만, 고용관계권고의 적용을 위한 고용관계권고가이
드는26) 통제(control), 통합(integration), 의존성(dependence), 재정투입
(financial input)이나 리스크, 의무의 상호성(mutuality of obligations)이
고용관계를 규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한다(ILO, 2015).
따라서 위와 같은 지표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를
자영업자가 아니라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이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통적 의미
의 종속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인적 종속성이 없거나 결여되어 있
더라도 경제적 종속성이 발견되는 경우, 또는 경제적 종속성은 없거나 결
여되어 있더라도 인적 지배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고용관계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의 보호가
미칠 가능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25) 이하의 ILO 2006년 고용관계권고에 관한 내용은 박은정(2016: p.148 이하)의 내용
을 인용.
26) ILO, THE EMPLOYMENT RELATIONSHIP : An annotated guide to ILO
Recommendation, No. 198, 2006. 이 가이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015년 완
역하여 출간하였다.『유럽의 고용관계 규제 : 권고 제198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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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ILO 고용관계권고 고용관계지표
(a)
- 노동(work)이 타인의 지시에 따라, 그 감독 아래 수행되는가
- 노동이 근로자의 기업조직으로의 통합을 수반하는가
- 노동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타인의 수익(benefit)을 위해 수행되는가
- 노동이 근로자 자신에 의해(personally) 수행되는가
- 노동이 특정한 작업시간 내에 혹은 특정한 작업장소에서 수행되는가
- 노동이 특정한 기간 동안 수행되고 일정한 지속성을 지니는가
- 근로자의 대기상태(availability)를 요구하는가
- 노동을 요구하는 측에 의해 도구, 재료, 장비가 제공되는가
(b)
- 보수가 정기적으로(periodic) 지불되는가
- 보수가 근로자 수입의 유일한 혹은 주요한 원천인가
- 음식물, 숙박, 교통편의가 제공되는가
- 주휴와 연휴 같은 권리가 인정되는가
- 작업수행을 위한 여행시 노동을 요구하는 측에 의해 그 경비가 지불되
는가
- 재정적 위험(financial risk)을 부담하지 않는가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06), pp.188∼189.

위와 같은 ILO의 권고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적 요소
보다 관계성을 중시하는 태도는 Freedland 등이 제안한 노동법의 관계적
경계 개념(relational defining of labour law)으로서 “개별적 근로관계”와
도 연관성이 있다(Freedland & Kountouris, 2011: p.13 이하 참조). “개별
적 근로관계”란 노동법에 대한 “유연한 경계”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Freedland 등의 정의에 따르면 “개별적 근로관계는 한 사람(근로자)이 다
른 사람(들) 또는 조직(들)과 맺는 관계 또는 일련의 관계들이다. 이것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근로, 즉 근로자가 혼자서 하거나 주도적
으로 수행하는 근로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협약이나 합의(들)로부터
도출된다(Freedland & Kountouris, 2011: 31).” 그리고 “이러한 협약 또는
합의로부터 도출되는 관계는 고용계약관계보다 더 넓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노동법상 고용계약이 요구하는 계약요건으로서의 형식성, 쌍무
성 그리고/또는 지속적 상호 의무성과 같은 요건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개별적 근로관계는 일반적으로 고용보다 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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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인 것이다. 개별적 근로관계는 현행의 노동법제가 고용계약에 대하
여 요건으로 부과하는 의존성 또는 종속성 같은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다는 이유로 고용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는 직업, 활동 또는 서비스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Freedland & Kountouris, 2011: 33
～34).”
나. 사용자의 개념
노동관계의 한쪽에 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사용자가 있다. 근
로자 개념에 관한 논쟁은 결국 누가 사용자인지를 확인하고 결정하기 위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연구와 논쟁에 비
하여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연구와 논쟁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다. 노사 관계라는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하고,
근로자성 판단이 반드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만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성 판단 역시 근로계약 여부를 떠나 이루어져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제2조 제2
호)라고 정의하고, 노조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호). “그 밖에 근로자”와 “그 사업의 근로자”
부분만을 제외한다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은 사용자를 동일하게 정의하
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차이가 있는 한 단어가 개념상 큰 차이를 초래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즉 규정 자체는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이 동
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실질적 의미는 달라
질 것임은 물론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근로
기준 보장의 의무를 부담하고, 노조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수규자가 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자로
서의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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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법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사용자를 이해하는 것은 프라슬
(Prassl)이 말하는 기능적 사용자 개념(functional typological concept of
the employer)과 유사할 듯하다. 프라슬은 사용자를 기능적으로 분류하였
는데, 그가 말하는 사용자는 ① 고용계약의 시작과 종료(이 기능은 근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용자의 권한을 포함함), ② 노동
과 그 부가가치의 수령(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의무, 구체적으로는 자신
의 노동과 그 결과를 제공할 의무 및 그에 부가되는 권리), ③ 일과 임금
의 제공(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④ 기업내부질서유지(모든 생산
요소들에 대한 통제를 통한 조율), ⑤ 기업 외부질서의 유지(잠재적 이윤
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활동을 담당하는 한편, 사업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손실을 감당하는 것)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Prassl, 2015: 157).
특히 프라슬은 리삭(Risak)과의 공동연구에서 공유경제부문에서 이루어
지는 크라우드워크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를 근로자성 판단 측면에
서가 아니라, 사용자성 판단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위 기능적 사용자 개념
을 이용하였다(Prassl & Risak, 2016).
예컨대 우버의 경우, ① 우버가 우버기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
면서(우버기사차량조사, 운전면허검사, 보험관계증명사실요구 등) 플랫폼
이 요구하는 조건(소비자로부터 만족스러운 평점)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
버기사가 플랫폼에 접근할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② 우버기사의 노
동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요금을 플랫폼이 자동적으로 소비자로
부터 징수하고, 고객과 우버기사와의 직접적인 금전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이 설계되고 있음), ③ 우버기사에게 플랫폼이 결정하
는 수수료(요금의 20〜30%)를 제외한 요금을 지불, ④ 우버기사의 운전
서비스에 대한 모든 면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함으로써 내부적 조화를 도
모(예컨대, 우버기사가 플랫폼의 운전요청을 수락하면, 우버기사는 승객
에게 인도가 되고, 우버앱을 통해 요구된 목적지까지 운전을 하게 되는데,
우버기사가 다른 경로를 선택해 소비자가 결과적으로 불편을 느꼈다면
소비자는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하는 한편, ⑤ 우버기사의
수입은 우버기사가 얼마나 운전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플랫폼의 위 다섯 가지 기능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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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운전자가 수입을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우버 플랫폼
의 가격결정체계이고, 이것은 개별적인 도시의 가격산정수준, 심지어는
할증요금을 통해 특정한 위치와 시간에 특유한 수요와 같은 요소에 근거
하여 거리와 시간당 보수를 산정하는 한편, 자신의 브랜드를 철저히 관리
하여 동일한 책임 하에 국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우
버기사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버 이외의 다른 공유경제분야에서 사용자 기능은 플랫폼, 이
용자 및 잠재적 제공자에 의하여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프라
슬과 리삭은 위 사용자의 기능을 태스크래빗(TaskRabbit)을 대상으로 다
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① 제공자(태스커)들이 자신의 계정
을 활성화시키기 전에 태스크래빗이 신용도를 검사하고,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태스크래빗의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태스커와는 거래를 종료시키기는 하지만, 이용자 평점이 거래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다만 높은 이용자 평점을 받는 태스커는 좀 더
나은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② 사실상 태스커들이 회사의 비정규 일자
리를 대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태스커들의 노동으로부터 플랫폼
과 장기적 이용자가 그 과실을 취득하고 있으며, ③ 태스크래빗은 서비스
(청소, 쇼핑에서부터 수리까지)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와 태스커들을 자신
의 알고리즘에 따라 연결시켜주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자와
태스커가 직접 교류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플랫폼으로서의 태스크래빗과
우버가 상이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다만 급여 지급 방식은 수표나 페
이팔을 통해 지급하는 등 거의 유사한데, 수표지급방식의 경우에는 태스
크래빗이 세금 관련 절차들을 밟는다), ④ 태스크래빗은 늘 태스커들의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일과 같이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일을 관리하
는 한편,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상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손
해배상책임보험제도를 이용자 및 태스커들 모두에 대하여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지침을 통해 태스커들에게 친절을 강조하는 등 사
용자로서의 네 번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⑤ 사용자의 다섯 번째 기
능은 전통적으로는 작업의 도구와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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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게 되는데, 태스크래빗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관리감
독하면서 자신의 도구를 이용해 서비스를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경우에는 태스커가 직접 자신의 도구를 갖고 가서 서비스를 수행해
야 하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서비스 요금은 ‘최적
가’에서부터 ‘급행료’까지 태스크래빗의 알고리즘에 의하여 결정이 되며,
태스커와 이용자들에게 SNS를 통한 홍보를 독려하기까지 하는 등의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태스크래빗과 같은 공유경제모델에서는
하나의 사용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기능을 플랫폼과 이
용자 그리고 제공자가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는 측면이 있는데, 기능적 사
용자 개념에서 사용자는 그 기능을 모두 다 수행할 것, 또는 단독으로 수
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변화되고 있는 고용관계에 적합한 사
용자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용자의 기능에 입각하여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입장의 주된 초점은
결국 사용자가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고용관계에 미치는 지배권을 발
견하고 그 지배권을 통해 사용자성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이라고도 이
해할 수 있다. 전통적인 노동관계에서는 이 지배권이 사용자에 의하여 직
접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났지만, 근래의 균열된 고용관계에서는 지배권
이 간접적이거나 유보적인 혹은 비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3. 플랫폼 근로자의 법적 지위
위와 같은 근로자 및 사용자에 관한 이론들에 기초했을 때, 예를 들어
우버기사는 임금근로자인가?27) 미국에서 우버기사의 임금근로자성을 둘
러싼 논쟁이 진행 중이다.28) 긍정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버기사는
가격을 협상할 자유가 없으며, 운행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수칙이 부과
되며, 자동차의 유형과 상태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어떤 우버
27) 한국에서는 카카오드라이버 대리기사는 임금근로자인가? 또는 푸드플라이 배달
기사는 임금근로자인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겠다.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이다.
우버기사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은 가히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훨
씬 더 풍부한 논의를 접할 수 있다.
28) 관련 소식들은 uberlawsuit.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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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경우에는 소득의 전부가 우버에서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론은 다음과 같이 응수한다. 자유업인 의사도 가격
을 협상할 자유가 없으며, 의료보험에 의해서 정해진 수가를 적용받는다.
자유농업인도 농산물 유통에 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요컨대 오늘날
에는 자유업도 많은 규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규제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
로 임금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정론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우버
기사는 임금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 우버기사는 일을 할지 말지, 어디에
서 일을 할지, 언제 일을 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우
버기사는 경제적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긍정론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임금근로자인
영업사원도 언제 어디에서 일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과정관리가 아니
라 성과관리가 중요한 직종에서는 근로시간과 근로장소의 특정이 임금근
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우버기사가 계속해서 반복적
으로 운행요청을 수락하지 않으면 고객 평점이 낮아지고 그러면 접속이
차단당한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사원이 해고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노동부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라이시의 해법은
다음과 같다. “간단해야 한다. 누군가가 얻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지불하
거나 그 근로시간의 절반 이상을 제공하는 사람은 임금근로자가 향유하
는 노동권과 사회보험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나아가 생활
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업보험에서 소득보험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월수입이 지난 5년간 했던 모든 일로부터 얻은
소득의 월평균보다 50% 이상 부족하다고 해보자. 소득보험이 있다면 당
신은 일년 동안 차액의 절반을 받게 될 것이다. 경제를 유연하게 만들면
서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존엄
한 사회라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Reich, 2015).”
2014년 이른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의 대답을 들어보자. “내
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식의 논쟁은 무익하다. 어떤 결론이든 결국 자의적
이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게다가 이런 식의 논쟁은 임금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목적을 시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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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놓치고 있다. 우리는 노동법의 기초로 되돌아가지 않고서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우리는 노동법에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첫 번
째 목적,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잊어버렸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 사이에 경쟁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임금근
로자 혹은 자영업자 어느 한쪽을 위하여 주사위에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술적으로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세상
에서 노동을 둘러싼 환경과 법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Tirole, 2016: 552～553).”
맞는 말이다. 임금근로자든 비임금근로자든 권리의 보장과 보호의 정
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면 임금근로자성을 둘러싼 논쟁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된다면 비임금근로자(독립근로자)는 임
금근로자(종속근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향유하므로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적은 보호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근로자에
게 모든 보호를 집중시키고 비임금근로자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 버린 상
황에서는 모든 논쟁이 임금근로자성 문제로 환원되어 버릴 위험이 상존
한다. 계약상의 지위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의 기본권을 부여
하는 일반노동법(종속노동법이 아니라)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법률가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하나는 주어진
법제에서 플랫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규정을 찾아내는 일이다. 예를
들어 판사는 현재의 법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해서 또는 임금
근로자인지 비임금근로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법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해석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법제를 개혁하는 일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공유경제 비임금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프랑
스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29) 전자와 관련해서는 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권이 발현되는 다양한 양식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관계가 변모하는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장의 종
속관계와 플랫폼의 종속관계는 같은 양상을 띠지 않는다. 이것은 사용자
성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한다.
29) 제6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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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랫폼의 사용자성
노동법상 사용자성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
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범위보다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오늘날처럼 노동관계가 “균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는 약점을 갖는다(Weil, 2015 참조).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고정시킴으로써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기 때문이다.30) 기존의 접근법에는 근
로계약을 정의하는 종속적 노동관계의 새로운 양태를 파악하고 이를 다
시 근로계약을 정의하는 데 도입할 수 있는 해석론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
는다. 기존의 논의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가 아니라 일반적
인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설령 그 자가 해
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즉 부당노동행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전통적인 논의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문제제기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인데 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해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무슨 말
인가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계약’이 아니다. 근로계약은 계약이지만 계약이 아
닌 아주 특별한 계약이다. 근로계약은 종속적 노동관계를 계약의 언어로
의제한 것에 불과하다. 산업혁명 이후의 종속적 노동관계를 설명하는 언
어는 노예의 노동관계를 설명하는 언어(피, 혈통)나 농노의 노동관계를
설명하는 언어(땅, 토지)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돈(화폐)이며, 돈
을 매개로 하는 노동관계를 정당화하는 법적 양식은 계약뿐이다. 그러나
이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사뭇 심각한 것이다. 이 계약에서 돈을 매개
로 거래되는 것은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 노동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30)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박제성(2016b: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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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은 곧 노동하는 자의 인격이기 때문이다. 노동이 인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인격으로서의 노동이란, 노동이 인간의 활동이기 때문에 인
간의 신체와 분리되어 사고될 수 없고, 신체는 인격의 핵심이므로 노동은
인격적 속성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노동력은 그 근로자 자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급부인 것이다(김유성․이흥재, 1989: 4).” 그러므로 노동
이 문제되는 모든 곳에서 노동하는 자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자
연인만이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법인은 결코 근로자가 될 수 없다는 사
실만 보더라도 노동이 인격으로서의 신체와 불가분적 관련을 맺고 있다
는 점은 분명하다. 법인이 근로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신체가 없기 때문
이다(이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민법
에서 말하는 쌍무적 채권계약관계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인격은 언제나 계약의 주체이지 결코 계약의 목적이 될 수 없
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생긴다. 이 딜레마는 노동을 사물로 의제함으로써,
노동하는 자의 인격을 돈을 매개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의제함으로
써 극복되고, 그 의제의 법적 양식이 곧 근로계약이다. 근로계약의 이행
과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분에 맡긴 자신의 노동(=신체)에 대해서 사
용자가 지배권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근로계약의 존
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른 계약처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또는 당사
자들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관계의 실질이 종속노동관계
인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법 선진국의 공통
된 태도이며, 우리 대법원 판례가 천명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근로계약이 종속노동관계의 계약적 의제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계
약적 의제가 필요한 종속노동관계는 언제나 근로계약으로 정의될 수 있
다는 말과 같다. 여기에서 계약적 의제가 필요한 종속노동관계의 양상은
자본주의 노동착취양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테일러주의로 표상되는
과정관리 노동양식에서는 근로자의 신체가 직접 사용자의 지배권에 종속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을 지시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시
징계한다. 지시와 감독과 징계, 이것들을 합쳐서 지시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권에 종속되는 관계, 즉 지시종속관계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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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장소적 경계를 기반으로 성립한다. 공장 담벼락 안에서만 지시종속
관계가 존재하고, 공장 문을 나서는 순간 근로자는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도시의 시민이 된다.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구별이 뚜렷하다.
그러나 현대의 목표관리 노동양식에서는 근로자의 신체만이 아니라 오
히려 근로자의 영혼까지 종속된다. 과정관리의 근로자가 “노동하는 신체”
라면, 목표관리의 근로자는 “노동하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다(조정환,
2011). 사용자는 더 이상 근로자의 노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지시하지
않는다. 다만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뿐이다. 지시 위
반에 대해서 징계하는 대신, 저성과에 대해서 계약조건(성과급 미지급,
재계약 거부 등)을 적용할 뿐이다. 근로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
신의 신체와 영혼을 최대한 동원한다. 과거와 같은 지시권의 형체는 보이
지 않지만, 종속의 정도는 훨씬 더 강하다. 이제 사용자의 지배권은 간접
적인 방식으로 행사되거나 평가를 매개하여 계약 속으로 유보된다.
플랫폼의 사용자성 문제는 이 간접적 지배권 또는 유보적 지배권 개념
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사용자란 사업주이다. 곧 사업을 지배하는 자이
다. 지배권은 관할권을 의미하는데, 관할권(jurisdiction)이란 법(juris)을
말할 수 있는(diction) 권한이다. 곧 해당 사업에서 무엇이 법인지를 말할
수 있는 자가 사용자이다. 직접적 지배권(지시권), 간접적 지배권, 유보적
지배권은 이 관할권의 세 가지 발현양식이다. 제3장에서 확인된 바와 같
이, 플랫폼의 행위자 걸러내기(actor filtering), 공유자원의 가격책정하기
(price setting), 대가지급 보류하기(payment holding), 분쟁을 일으킨 자
원제공자에 대한 조치(추방이나 판매정지) 등의 행위들은 플랫폼이 사업
의 관할권자임을 확인시켜 준다. 여기에서 사업이란 하나의 기업 혹은 하
나의 법인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법의 관련 규정의 목적과 취지
에 따라 복수의 기업도 하나의 사업을 구성할 수 있는 “동태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박제성 외, 2007 참조).
한편, 앞에서 설명한 기능적 사용자 개념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법의
각 영역에서 규제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
는 기업 혹은 기업들의 연합”으로 정의된다. 기능적 사용자 개념에 의하
면, 여러 가지 사용자 기능을 하나의 기업이 모두 수행한다면 그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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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사용자가 되며, 만약 복수의 기업이 사용자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면
각 기업은 자신이 수행하는 기능에 상응하여 사용자가 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문제되는 영역에서는 가격을 결
정한 자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고, 남녀차별이 문제되는 영역에서는 차
별적 조치를 시행한 자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동태적 사업 개념론이나 기능적 사용자 개념론 등의 제안은 임금근로
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선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는 현대의 노동관계에서
사회법의 적용 기준을 ‘근로자성’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성’에 둔다
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용자성은 근로계
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혹은 법규정의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을 포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기능적 사용자 개념은 사용자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복수
의 기업으로 분산되는 경우 각 기능 수행자에게 상응하는 사용자 책임을
부여한다는 발상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특정해야 하
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일일이 따져야 하는 부담이 근로자에게 주어진다면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은 실제로는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 중의 하나가 연대책임이다. 연
대책임은 복수의 사용자가 사용자책임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사용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개념이
다(민법 제413조 참조). 이 때 근로자는 연대사용자들 중의 한 명에 대하
여 또는 모든 연대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14조 참조). 연대책임 개념을 적용하면 근로자는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사용자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특정해야 하는 부
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청구의 상대방이 된 사용자는 자신에게 그러한
연대책임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다른 연대사용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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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 결

공유경제란 유휴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
여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매개하는 경제활동 또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공유경제는 유휴의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공유
형과 유휴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노동법적 분석의 관심 대상은 서비스제공형 공유경제이다.
서비스제공형 공유경제는 그것을 매개하는 플랫폼의 유형 측면에서 보
면 호출형 플랫폼과 군중형 플랫폼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우버나 태
스크래빗은 전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아마존 메커니컬 터커나 클
라우드플라워는 후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두 가지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에서 나타나는 노동관계를 플랫폼
노동관계라고 부를 수 있다. 플랫폼 노동관계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플랫폼 근로자)의 임금근로자성 문제와 플랫폼의 사용자성 문제가 핵
심 쟁점이다.
전자의 쟁점은 기존의 비임금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와 유사
하다. 즉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상으로는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종속성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보호 가능성에 관
한 문제이다. 최근에 판례는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경제적
종속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종래의 엄격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입법은 산재보
험과 관련하여 경제적 종속성 및 보호필요성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
사자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요건이 엄격하여 플랫폼 근로자를 포
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자의 쟁점은 간접고용의 문제, 즉 삼면적 노동관계가 제기하는 사용
자성의 문제와 유사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성을 근로계약의 당사
자에 한정하지 말고 노동관계에서 수행하는 기능의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외국의 논의(기능적 사용자 개념론)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

190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국내의 논의로서는 사업의 개념에 착안하여 사업을 지배하는 자 또는 사
업을 관할하는 자를 사업주로서 사용자로 파악하고, 이 때 사업은 하나의
기업이나 법인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법의 목적에 따라 복수의 기업을
하나의 사업 단위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동태적 사업 개념론)
등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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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미국은 여러 가치 측면에서 공유경제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이다. 공유
경제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훨씬 오래전부터 이와 관련된 학문적 논의
를 시작한 곳이며(예 : Felson & Spaeth, 1978),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가
치를 지닌 공유기업인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본사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
다(Telles, 2016). 이에 따라, 공유기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진전된 곳이기도 한데, 특히 노동관계와 관련해, 미국 내 일
부 지역에서는 공유경제 자원 제공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조례가
통과되기도 했고, 이들의 근로자성과 관련한 여러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한주희, 2016).
이 같은 공유경제 영역에 있어 미국의 선도성을 고려한다면, 공유경제
와 관련한 미국사례를 정리해 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전개될 공유
경제 관련 학문적․정책적 논의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판단된다. 이
에 본 장에서는 미국의 공유경제의 실태와 노동법적 논의를 정리해 보고
자 한다.31) 이를 위해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2절에서는
미국 내 공유경제의 현황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해 볼 것이다. 그리고
31) 공유경제와 관련한 미국 내 학자들의 연구경향은 본 연구의 제2장에 정리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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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에서는 미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들의 근
로자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법적 논의를 다루어 볼 것이다.

제2절 미국 공유경제의 현황

1. 미국 공유경제의 발전 : 공유경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공유경제를 매우 광의로 정의한다면 이전부터 미국에 존재해 왔던 다양한
협력적 활동들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chor(2014)는 생산의 공
유라는 측면에서 19세기부터 미국 내에 존재해 왔던 협동조합(cooperatives)
을 이 공유경제활동에 포함할 수 있다 주장하기도 했고, Benkler(2004)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카풀(carpools)을 공
유경제 활동의 한 형태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인터넷 혹은 디지털 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공유경제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연구자들
은 대체로 현재 미국 내 공유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미국
내 공유기업의 전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인터넷 기반 기업들이 지금으로
부터 약 20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Olson & Kemp(2015)
는 미국 내 공유경제 활동의 전신(forerunner)으로 물품거래 플랫폼인 이
베이(eBay, 1995, www.ebayinc.com)나 크레이그리스트(Craiglist, 1995,
www.craiglist.org), 인터넷을 통한 금전거래 플랫폼인 페이팔(Paypal,
1998년 설립, Harwood, 2011) 등을 들고 있으며, Sundararajan(2016) 또
한 공유경제활동의 미국 내 선구자(precursor)로 이베이, 크레이그리스트,
코즈모(Kozmo, 1998년 설립, O’regan, 2012)를 꼽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들뿐 아니라, 이후에 미국에서 생겨난 인터넷 기반 기업
들 역시 공유기업의 설립과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설립된 웹 2.0(Web
2.0)의 가치를 공유하는 인터넷 기업들이 현재의 공유기업에 커다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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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쳤다고 주장한다(Belk, 2014; Hamari, Sjȫklint, & Ukkonen, 2015).
웹 2.0은 2004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한 콘퍼런스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Berthon et al, 2012), 인터넷의 활용에 있어 하나의 개인,
조직, 기업이 일정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전부를 제작하는 것이 아닌, 인
터넷을 활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Kaplan & Haenlein, 2010). 이와 관련한 미
국 내 인터넷 기반 조직의 대표적 예로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Wikipedia, 2001, www.wikipedia.org),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유튜
브(YouTube, 2005, Barz & Bassett, 2016) 등을 들 수 있다(Hamari et
al., 2015).
연구자들은 이들과 공유경제와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용자의
누적된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 즉, 연구자들은 이들 초기 인터넷 기업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와의 협력적인 활동에 대한 믿음(trust)을 갖
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평가하고 있다(Olson & Kemp, 2015; Sundararajan,
2016). 이에 더해, 이들 초기 인터넷 기업의 상당수가 미국 캘리포니아
(California) 주에서 운영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미국 공유경
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언급할 수 있는 우버나 에어비엔비 등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이 캘리포니아에 그 지리적 연원을 두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기반 기업 지
역공동체 또한 이 공유기업의 설립 및 확산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다 판
단된다.
이와 같은 변화과정을 겪은 후, 미국 내에서 공유경제 활동, 즉 인터
넷 기반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 간 재화나 서비스를 공유하는 활동
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대 후반의 일이다. 비록 카우치서핑
(CouchSurfing, 2004, Longenecker et al., 2014) 등과 같이 이 시기 이전
에 설립된 공유기업들도 일부 존재하지만,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공유
기업은 2000년대 후반 이후에 활동을 시작했다(Cheng, 2016; Olson &
Kemp, 2015). 미국의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인 에어비엔비(Airbnb,
2008), 우버(Uber, 2009), 태스크래빗(TaskRabbit, 2008) 등도 이 시기에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Olson & Kemp,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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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내 공유경제활동의 현황
Olson & Kemp(2015)는 2015년 당시 운영되고 있던 주요 공유기업 목
록을 연구의 일부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기업 중 물건을 판매하는 등 본
고의 공유기업 핵심정의에서 벗어나는 기업,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위
치한 기업, 그리고 현재 운영되지 않는 기업 등을 제외하면, 총 44개소의
공유기업이 확인된다. 이를 또 다른 최근 연구인 Telles(2016)에서 제시된
목록과 비교해 보면, 현재 운영되는 공유기업 중 교육관련 인터넷 기반
플랫품이 제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해 Telles(2016)에
포함된 일부 교육분야 플랫품을 포함해 미국 내 주요 공유기업 목록을 구
성하면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공유경제 기업 및 주요 사업내용
기업명/플랫폼 명칭

사업내용

설립

위치

Airbnb

숙박

2008

San Francisco, CA

AllTheRooms

숙박

2013

New York, NY

Boatbound

운송(보트)

2012

San Francisco, CA

CoachUp

서비스(교육)

2011

Boston, MA

Cohealo

장비(의료)

2011

Boston, MA

CoushSurfing

숙박

2004

San Francisco, CA

CrowdFlower

서비스(데이터)

2009

San Francisco, CA

Deliv

서비스(배송)

2012

Menlo Park, CA

DogVacay

서비스(애완)

2011

Santa Monica, CA

EatWith

서비스(음식)

2012

San Francisco, CA

Elance-Odesk

서비스(일반)

1998

San Francisco, CA

Feastly

서비스(음식)

2011

San Francisco, CA

FlightCar

운송(차)

2012

Cambridge, MA

FlipKey

숙박

2008

Boston, MA

Getable

장비(건설장비 등)

2010

San Francisco, CA

Getaround

운송(차)

2011

San Francisco, CA

GetMyBoat

운송(보트)

2012

San Francisco,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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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의 계속
기업명/플랫폼 명칭
Homejoy
HourlyNerd
Instacart
LiquidSpace
Luxe Valet
Lyft
MonkeyParking
Parking Panda
Pillow
PivotDesk
Postmates
RelayRides
Roomorama
Roost
Rover.com
ShareDesk
Shuddle
Sidecar
Skillshare
Storefront
StyleLend
TakeLessons
TaskRabbit
Tripping
TurnKey
Uber
Udemy
UpCounsel
Vacatia
Yard Club
YourParkingSpace

사업내용
서비스(집청소)
서비스(컨설팅)
서비스(쇼핑및배달)
공간(사무실)
운송(주차)
운송(차)
운송(주차)
운송(주차)
숙박
공간(사무실)
서비스(배송)
운송(차)
숙박
공간(창고), 운송(주차)
서비스(애완)
공간(사무실)
운송(차)
운송(차)
서비스(교육)
공간(판매공간)
장비(옷 등 패션)
서비스(교육)
서비스(일반)
숙박
숙박
운송(차)
서비스(교육)
서비스(변호)
숙박
장비(건설장비)
운송(차)

설립
2012
2013
2012
2010
2013
2007
2013
2011
2014
2012
2012
2008
2008
2013
2011
2012
2014
2012
2010
2012
2013
2006
2008
2010
2012
2009
2009
2012
2012
2013
2006

위치
San Francisco, CA
New York, NY
San Francisco, CA
Palo Alto, CA
San Francisco, CA
San Francisco, CA
San Francisco, CA
Baltimore, MD
San Francisco, CA
Boulder, CO
San Francisco, CA
San Francisco, CA
New York, NY
San Francisco, CA
Seattle, WA
San Francisco, CA
San Francisco, CA
San Francisco, CA
New York, NY
San Francisco, CA
San Francisco, CA
San Diego, CA
San Francisco, CA
San Francisco, CA
Austin, TX
San Francisco, CA
San Francisco, CA
San Francisco, CA
San Francisco, CA
San Francisco, CA
San Francisco, CA

주 : 1) 교육분야의 경우 사업내용, 설립연도, 현재위치는 개별 기업 홈페이지와 위
키피디아(www.wikipedia.com)를 통해 확인했음.
2) 기업설명 내용 등을 통해 본 연구의 정의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정했으나, 일
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힘.
자료 : Olson & Kemp(2015); Telle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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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업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미국 공유기업의 주요 특징을 간
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내용을 확인해 보면, 본 플랫폼
들을 통해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들이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화의 경우, 차량, 보트, 의료장비, 건설장비, 패션용품 등의
물건과, 숙박, 주차, 사무실, 판매대 등의 공간이 공유되고 있으며, 서비스
의 경우 애완, 배달, 교육, 음식, 집청소, 변호, 컨설팅까지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들이 공유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들의 설립연도를 확인해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2000년대 후반에 설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설립된 기업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2012년에 설립된 기업이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2012년은 앞
서 제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공유경제에 대한 언론 및 학계의 관심이
본격적으로 증가되기 시작한 해이다(Cheng, 2016; Martin, 2016). 이에 더
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유경제 기업의 선구자격인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위치한 캘리포니아(California), 그중에서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주
요 공유기업이 집중되어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들 공유기업의 기업규모와 관련해, 공유경제에 대한 합의된 정
의가 존재하지 않고 재무상황이나 실적 등이 공개되지 않은 공유기업들
이 상당수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이들 공유기업 전체의 규모와 관련한 정
확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자료나 연구가 드문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일
는지도 모른다(Codagnone & Martens, 2016; Telles, 2016). 이에 일부 연
구들은 공유경제분야 대표 기업의 기업규모를 통해 공유기업 전체의 경
제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Telles(2016)는 언론기사에 포함된 자료를 활용해 가장 큰 시장가치를 갖
는 공유기업으로 우버와 에어비엔비를 꼽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시장가
치를 각각 625억 달러(2015년 12월 기준, Issac & Picker, 2015; Telles,
2016 재인용), 250억 달러(2015년, Davey, 2015; Telles, 2016 재인용)로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기업의 시장가치가 2011년에 6천만 달러
(Issac & Picker, 2015; Telles, 2016 재인용), 2014년에 100억 달러(Telles,
2016)에 불과했음을 고려한다면, 이 두 기업은 해당기간 매우 큰 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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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했다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상에서 언급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재화․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공유경제에 대한 미국민의 인식 또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유경제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과 이용자로서의 이용경험은
공유경제와 관련한 최근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다(예 :
PwC, 2014; Smith, 2016). 이들 연구 중, 최근(2015년 12월)에 많은 인원
(4,78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행한 Smith(2016)의 연구에 드러난 실
태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5-2>와 같다.
<표 5-2> Smith(2016)의 미국 국민 공유경제 실태조사 주요 결과 요약
대항목
용어

공유경
제경험

자동차
공유경
제
이용자

분류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의 여부
우버와 같은 자동차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
경험여부
우버와 같은 자동차 공유경제 서비스 알고
있는지의 여부(사용경험자 15% 포함)
온라인 숙박(집) 공유서비스의 활용경험여부
온라인 숙박(집) 공유서비스 알고 있는지
의 여부(사용경험자 11% 포함)
공유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여부
심부름 등을 위해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고
용한 경험여부
18～29세 vs. 30～49세 vs. 65세 이상 경
험자(사용경험 전체는 15%)
도시거주자 vs. 농촌거주자 경험자(사용경
험 전체는 15%)
대학졸업 이상 vs. 고졸 이하 경험자(사용
경험 전체는 15%)
연가구소득 7만 5천 달러 이상 vs. 3만 달
러 미만(사용경험 전체는 15%)
매일 또는 주마다 vs. 달마다 vs. 가끔씩
(사용유경험자 중)
택시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 vs. 그렇
지 않다(이러한 논쟁을 아는 개인 중)
택시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 vs. 그렇
지 않다(이러한 논쟁을 하는 개인 중 사용
유경험자 중)

비율
27%
15%
66%
11%
45%
4%
4%
28% vs. 19% vs. 4%
21% vs. 3%
29% vs. 6%
26% vs. 10%
17% vs. 26% vs. 56%
35% vs. 42%
27% vs.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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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의 계속
대항목

숙 박
공유경
제
이용자

분류

비율

18～29세 vs. 30～49세 vs. 65세 이상 경험
자(사용경험 전체는 11%)

11% vs. 15% vs. 6%

도시거주자 vs. 농촌거주자 경험자(사용경
험 전체는 11%)

14% vs. 6%

대학졸업 이상 vs. 고졸 이하 경험자(사용
경험 전체는 11%)

25% vs. 4%

연가구소득 7만 5천 달러 이상 vs. 3만 달
러 미만(사용경험 전체는 11%)

24% vs. 4%

합법적이나 세금을 내야 함 vs. 합법이고
세금낼 필요없음 vs. 합법적이지 않음(이
러한 논쟁을 아는 개인 중)

30% vs. 52% vs. 4%

합법적이나 세금을 내야 함 vs. 합법이고
세금낼 필요없음 vs. 합법적이지 않음(이러
한 논쟁을 아는 개인 중 사용유경험자 중)

31% vs. 56% vs. 2%

자료 : Smith(2016).

먼저 공유경제에 대한 미국민의 인식과 관련해 Smith(2016)는 공유경
제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 설문에 응한
미국 내 응답자 중 1/4이 넘는 27%의 미국민이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들
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더해, 비록 이 용어를 알지 못한다 해도
운송 혹은 숙박관련 공유경제활동을 알고 있다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도
45∼66%에 달해 이미 많은 미국인이 공유경제활동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실제 공유경제활동 이용경험자 비율은 개별 공유경제 사업분야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자동차운송 및 숙박관련 공유경
제활동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11∼16%)이 일상 심부름 등
서비스나 사무실 공유 등 공간나눔 공유경제활동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
는 사람의 비율(4%)보다는 높게 나타났다.32) 이에 더해, Smith(2016)는
이들 중 공유경제 대표 사업분야라 할 수 있는 자동차운송 및 숙박관련

32) PwC(2014)의 2014년 조사에서는 공유경제에 친숙(familiar)한 사람의 비율이 44%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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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기업 이용자 인적특성도 확인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확인해 보
면, 대체로 이 두 분야 이용자 인적특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구
체적으로 두 사업 분야 모두 이용자 비율에 있어 노인보다는 젊은층이,
농촌보다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저소득가구 구성원보다는 고소득가구 구
성원이, 저학력층보다는 고학력층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는 인
터넷의 활용계층의 차이, 도시와 농촌 간 생활패턴의 차이(Sundararajan,
2016)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나마 확인 가능
한 차이라면 연령에 있어 자동차운송 분야는 20～39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숙박 분야는 30～49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
정도였다.
다음으로 공유경제활동의 법적 규제나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유경
제활동의 고유성을 감안하자는 의견이 많긴 했지만, 반대의견을 제시하
는 사람도 상당수 존재해 향후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분야의 경우 택시
와 같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57%)이 필요하다는 의견
(27%)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숙박 분야의 경우 합법이고 세금
을 낼 필요도 없다는 의견(56%)이 불법이라는 의견 또는 합법이나 적어
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33%)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화․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해서도 일부 연구를 통해 미국
민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플랫폼을 활용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
는지, 그리고 이들이 공유경제활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
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JPMorgan Chase & Co.
Institute(2016)는 체이스(Chase) 은행 고객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유경제
제공자의 특성을 확인해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5년 9월
만을 보면 전체 1%의 성인이, 2012년부터 2015년 3년간을 보면 전체
4.2%의 성인이 공유기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
다.33) 이에 더해, 본 연구는 대체로 플랫폼을 통한 수익은 개인에게는 2차
33) 앞서 언급한 PwC(2014)의 조사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 공유경제활동에 제공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로 나타났고, 숙박 관련 공유경제에
제공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4% 정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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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JPMorgan Chase & Co. Institute(2016) 빅데이터 분석결과 요약
세부항목

통계결과

공유경제를 통해 수입을 낸 성인: 2015년 9월

1%

공유경제를 통해 수입을 낸 성인 : 2012년 10
월〜2015년 9월

4.2%

재화 공유경제 월평균 소득 및 전체 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

$314, 20%

서비스 공유경제 월평균 소득 및 전체 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

$533, 33%

재화 공유경제 비활동 월평균 vs. 재화 공유
경제 활동 월평균

$4,454 vs. $4,747($4,433은 비공
유경제활동 수입)

서비스 공유경제 비활동 월평균 vs. 서비스
공유경제 활동 월평균

$3,628 vs. $3,639($3,106은 비공
유경제활동 수입)

자료 : JPMorgan Chase & Co. Institute(2016).

소득원(secondary source of income)이라는 점, 재화공유의 경우 공유경
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기존 소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추가소득의 역할
을 하지만, 서비스공유의 경우에는 공유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다른 소
득이 감소했을 경우 이 감소를 상쇄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의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인 자원 제공자의 근로자
성에 대한 미국민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Smith(2016)의 실태
조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저자는 자동차운송 공유경제 이용자들을 대
상으로 재화․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설문결과 이들을 근로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23%인
반면,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인식하는 경우는 전체의
66%로 나타났다. 즉, 적어도 자동차운송 공유경제 기업을 이용하는 이용
자의 대부분은 자신들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들을 개인
계약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앞서 법적규제
나 세금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로 보는 의견도 상당수이기에 이
와 관련한 보다 깊은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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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결
이상에서 본 연구는 미국 공유경제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미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불특정다수를 매개해
경제활동을 하는 공유기업은 200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등장해 2010년대
초반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비록 미국 전체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여전히 작지만,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Telles, 2016), 또 많은 미국민이 공유경제라는 용어, 그리
고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또 상당수의 미국민이 공유경
제 플랫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발
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법적규제, 세금, 그리고 근
로자성 등과 관련한 논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
와 관련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음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기준과 관련해 제3절에서는 근로자성과
관련한 노동법적인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제3절 미국 공유경제의 노동법적 쟁점

1. 개 관
가.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기반 노동의 출현
제레미 리프킨(Rifkin, 2014)은『한계비용 제로사회』에서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3D프린터의 발
전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설명되는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기반 공유경
제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재화의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한계비용이
거의 무료에 수렴하는 한계비용 제로사회(zero marginal cost society)가
등장할 뿐 아니라, 앞으로는 현재의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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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하고 ‘협력적 공유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기존 제조
업 대량생산 산업구조에서 생산수단과 근로자가 분리되어 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일반인이라도 누구든지 소비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생산자인 프로슈머(prosumer)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과 애플리
케이션을 통해 이를 공유하는 것이 기술혁명으로 인해 가능해졌기 때문
에 경쟁논리에 기초한 자본주의는 그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 것이며, 오히려 사람들의 상호의존성이 강화되는 글로벌 협

력적 공유사회로 점차 이전한다는 것이다. 리프킨(Rifkin, 1996)은 과거『노
동의 종말』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
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서술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진보는 오히려 자본주의의 모순을 시정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
할 것이라고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리프킨이 주장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평가는 일단 유보하더라도, 플랫
폼과 앱(app)에 기반한 공유경제의 출현이 현재 많은 이들의 노동환경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유경제는 크게
재화가 공유되는 형태(숙박, 음식, 각종 물품 등)와 서비스가 공유되는 형
태(운전, 세탁, 각종 심부름 등)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노동법학
에서의 현재 관심사는 후자에 가깝다. 재화가 공유되는 경우에는 노동법
상 쟁점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지만 후자처럼 서비스가 공유되는 경우
에는 분명히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어떠한 형태의 작업이 필연적으로 발
생하며, 이 작업을 통한 서비스를 노동법이 상정하는 ‘근로’로 볼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이를 수행하는 자는 실정법에서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사용자책임의 주체는 누
구인지 등이 정면으로 문제되기 때문이다.
결국 공유경제의 출현은 일터에 어떠한 새로운 문제와 쟁점들을 가져
오는지, 그러한 쟁점이 현존하는 노동법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대표적인 공유경제의 사례로 언급되는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우버(Uber)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수
년 전부터 우버 이용자의 근로자성 확인에 대한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
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배달앱 이용자의 근로자성이 최근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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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어지기 시작하여 앞으로 유사한 법적 분쟁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
다.34)
나. 미국 공유경제에서의 노동법적 문제
미국에서는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화두가 되기 이전부터, 공
유경제를 포괄하는 그보다 더 큰 트렌드인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어 왔다(Felson & Speath, 1978). 당
시 협력적 소비라 함은 쓰지 않는 재화를 버리기보다는 서로 공유한다는
의미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지향한다는 맥락에서 쓰인 말이었다(Heinrichs,
2013).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의 공유경제는 더 이상 이타적인 자선활동이 아
닌, 수익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장기간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미가용 재화 혹은 유휴 자산, 즉 자기 집
의 남는 방이나 쓰지 않는 물건이나 본인의 시간과 노동력 등을 활용해
수익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온라인 플랫폼을 기
반으로 이러한 활동이 수월해짐에 따라 공유, 디지털 기술, 그리고 이윤
추구가 공존하는 앱 기반 경제활동이 보편화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공유
경제’, ‘협력적 소비’, ‘접근 경제’ 등의 용어는 이러한 새로운 현상을 가리
키는 말이 되었다(Sprague, 2015: 3).
이러한 공유경제의 성장이 전적으로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
히려 공유경제의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불안정 노동이 확대되고, 잠재적으로는 근로자일 수도 있는 이들 노무공
급자(worker)35)에게 위험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Sprague,
2015: 4). 우버 등 대부분의 공유경제 기업은 자신들이 중개인 또는 플랫
34) 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4구합75629 판결.
35) 이 글에서는 현재의 실정법으로 노동관계법령의 범주에 확실히 포함될 수 있는
자는 ‘근로자(employee)’로, 잠재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여전히 실
정법 적용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유경제 종사자는 ‘노무공급자(worker)’로 용
어를 통일한다. 근로자성 확인 이전 단계인 원고들에게 ‘노무공급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우리 판례로는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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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개발자일 뿐임을 주장하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책
임을 부정하고 있다. 이들 공유경제 업체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일반 근로
자들이라면 당연히 누리는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데, 예컨대 최저임금 및 고용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이라든지, 원래 사용자
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지출이라든지, 산업재해 보호 등에 대한 것이다
(Sprague, 2015: 6).
미국은 최근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사업인 우버(Uber), 리프트(Lyft),
에어비엔비(AirBNB), 태스크래빗(TaskRabbit) 등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
의 교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을 둘러싼 시장의 규모가 날
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특히 대표적인
것으로 우버,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에서 운전자들의 근로자성 판단 문
제는 미국 노동법의 중요한 현안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기술업체지 운수
업체는 아니며, 운전자들은 ‘파트너(partner)’일 뿐이지 자신들이 고용한
근로자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이들을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고 주장
한다. 이러한 업체 측의 주장에 반발하여 운전자들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소송들이 미국 여러 주 하급심 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특히 공유경제 활
용도가 높고 이민자,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우버,
리프트 등 운전자와 관련하여 이들을 잠정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
다는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므로,36) 향후 우리 노동법에서
도 해석론 및 입법론적 해결책을 모색함에 있어 미국 노동법에서의 논의
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의 근무 현황과 여건은 어떠한가? 플랫
폼을 통한 소득활동이 아직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
공자들의 근로조건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지만,37) 적어도 우버의 사례를 볼 때 공유경제가 서비스 제

36) 관련 판결의 현황 및 자세한 내용은 이하 2.와 3.에서 서술한다.
37) Jonathan & Krueger(2015)에서는 공유경제가 기술 발전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규모나 여건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라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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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들에게 경제적 풍요로움만을 약속해주는 것은 아닌 듯하다.
Hall & Krueger(2015)에 의하면, 우버 앱을 다운받은 모든 자를 운전기
사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월 4회 이상 영업한 자를 ‘실질활동 운전기
사’(active drivers-partners)로 정의할 경우, 2014년 말 이후 이러한 실질
활동 운전자가 16만 명을 초과한 것으로 추산되었고(Hall & Krueger,
2015; 한주희, 2016), 계속 증가 추세여서 2015년 캘리포니아 우버 소송에
서는 약 40만 명으로 보고 있다. 운전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우버 주장
의 핵심 논거는 근로시간이 자율적이라는 점인데, 실제 운전자들의 근로
시간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주 1～15시간만을 운전하지만, 30%가 16～
34시간, 9%가 전일제 근로에 해당하는 35～49시간을 운전하며, 심지어
주 50시간 이상 근무자도 4%가량 있다(한주희, 2016: 53). 운전자들의 운
전 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이라는 점 이외에도, 노동법적 관점에서 더욱 중
요한 문제는 운전자의 앱 사용률이 저조하면 계정 차단 등 제재를 받게
되며,38) 일단 고객이 탑승했을 때는 물론이며, 일단 앱을 켜고 탑승요청
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등 적어도 업무를 시작한 뒤에는 근로자가 상당한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우버에 등록한 지 1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비율은 절반 수준
으로, 나머지 절반은 사실상 1년 내로 우버를 통한 영업을 그만두는 것으
로 파악된다. 위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우버 기사가 증가했다고 해서 전국
노동 통계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한주희, 2016: 56).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선후가 뒤바뀐 주장이거나 적어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오히려 운전자들이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므로
장기적, 안정적으로는 이용하지 못하고 1년 내로 그만두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또한 우버 이용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잠
재적 인구가 법적,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통계에 포
38) 회사 측으로부터 앱 계정을 차단당할 경우, 업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예컨
대 우버의 경우 차단시점으로부터 180일간 운전 목적으로 앱을 재사용할 수 없으
므로 앱을 통해 수입을 얻던 운전자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제재가 되었다. 다만, 후
술하는 2016년의 Uber 및 Lyft 사건을 종결한 합의에는 향후 사측에서 중재절차
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정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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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순서대로 미국 공유경제와 관련된 주요 소송의 현황을 개
관하고(2),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들의 근로자성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 노동법에서의 근로자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 및 정책을 소개하며, 특
히 캘리포니아 법원에서의 우버 및 리프트 판결내용에서 근로자 판단 법
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본 뒤(3), 공유경제에서 근로자성 판단 이
외에도 어떠한 노동법적 쟁점이 있는지 살펴보고(4), 이러한 법적 문제들
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논의들을 모색한다(5).

2. 미국의 공유경제 주요 소송 현황 : 근로자성 판단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최근 공유경제와 관련된 소송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도 있고, 아직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 사건도 많아 법
리가 확정되었다고 말할 만한 것은 없으나, 소송 경과를 통해 현재 공유
경제 관련 산업에서 어떠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대략의 지형
을 파악할 수 있다.39)
아래 소개하는 판결들은 그 분야와 영역 및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의
종류 등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모두 공통적으로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
자가 실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들이다. 각 소송들
을 범주화하기는 쉽지 않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문제되었던 앱에서 제
공하는 서비스 분야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승차공유 관련 : 우버(Uber) 및 리프트(Lyft) 사건
공유경제 종사자들의 노동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사건
은, 미국에서 많은 화제가 되었던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우버 및 리프트 운
전자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것이다.
Cotter v. Lyft 판결에서는 Lyft 운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39) 공유경제 관련 최근 소송에 관하여는 Cherry(201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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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였다.40) 원고들은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주장했
으나 피고는 이들이 앱을 사용하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이
며 피고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근로자 판
단기준의 핵심이 ‘지배권(right to control)’인 것은 맞으나, 꼭 업무의 모
든 세부사항에까지 지배를 받아야만 근로자인 것은 아니고 “앱을 사용하
여 수행하는 업무의 본질상 일정한 정도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여
전히 지배를 받는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리프트 사건은 2016. 1월 리프트가 기사들에게 1,200만 달러의 합의금
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운전자들은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성
을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일정액의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합의안에는 리프트가 향후로는 분쟁 발생시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운전자 계정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Cherry, 2016: 583).
비슷한 시기에 거의 유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다투어진 O’Connor v.
Uber41)사건에서도 위 Lyft 판결과 마찬가지로 Uber 운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마찬가지로
Uber의 약식판결 신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을 받아들이지 않
았다. Uber는 자신들이 “운수업체”가 아닌 “기술업체”로서 앱을 개발할
뿐 운전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는 우버가 실
질적으로 수행하는 일인 차량을 통한 사람의 운송을 무시하고 플랫폼 개
발이라는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한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
다. 우버라는 기업의 생존은 앱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
하고 있는 것이며, 운전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Lyft 판결과 마찬
가지로 지배권(right to control)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버 사건 역시 리프트와 마찬가지로 2016. 4월 합의로 종결되었다.42)
다만 유의할 것은, 적어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두 소송이 취하되었지만
40) Cotter v. Lyft, Inc., 60 F. Supp. 3d 1067(N.D. Cal. 2015).
41) O'Connor v. Uber Techs., 82 F. Supp. 3d 1133(N.D. Cal. 2015).
42) 우버 사건에서도 양측은 1억 달러가량의 합의금 타결에 도달했다. 상당한 액수라
할 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을 제하고 소송 참가자들의 숫자에 맞게 배분하면 1인
당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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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유사한 법적 분쟁은 다른 관할권에서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사
실, 그리고 근로자가 독립계약자로 오분류(misclassification)되는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미국 노동부(DOL) 또는 국세청(IRS)에서 언제든지 이들
을 근로자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43)
나. 가사노동 관련 : 홈조이(Homejoy), 핸디북(Handybook), 워시오
(Washio), 인스타카트(Instacart) 사건
Arguss vs. Homejoy44) 사건은 주택수리 서비스 앱인 홈조이(Homejoy)
에 서비스를 제공했던 자들이 홈조이를 FLSA 최저임금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홈조이가 파산절차를 신청하고 서비스를 중단
한 뒤 결국 취하되었다.
공유경제의 지지자들은 홈조이의 파산 원인을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의 소송 탓으로 돌렸으나,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요구를 경영상 어려
움 및 파산의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타당치 않
은 주장이었다. 홈조이는 소송 발생 이전에도 주로 염가판매 웹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고객들을 쫓으며 사업을 과도하게 확장하였기 때문에 재정
부족 및 품질관리 문제를 이미 겪고 있었다(Huet, 2015).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은 그들이 공유경제와 관계되어 있다거나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준수 의무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
지만, 노동관계법령은 모든 사업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
이 원칙인데 단순히 공유경제 관련 사업이라고 하여 노동법 준수 의무에
서 면제될 이유는 없다.
Zenalaj vs. Handybook45) 사건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예약된 집을 청
소하러 오는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오분류 관련 분쟁이었으며, Homejoy
43) 미 노동부는 이하 3.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질은 근로자인 자를 형식적으로
독립계약자로 오분류(employee misclassification)하는 문제에 정책적으로 대응하
고 있으며, 미 국세청은 사용자가 근로자 고용에 따른 납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마찬가지의 방침을 취하고 있다.
44) Argus v. Homejoy, 1 : 15-cv00767(ND Ill, Mar 5, 2015).
45) Zenalaj v. Handybook, 109 F. Supp. 3d 12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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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자들의 FLSA상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
반이 문제되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핵심 쟁점은 업체와 서비
스 제공자들이 최초로 계약을 맺을 때 법적 분쟁 발생시 중재에 회부하겠
다는 합의 조항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46) 소송을 통해 근로자성을 주
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최저임금이나 초과수당 등, 노동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사용
자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재조항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는 최
근의 경향이 공유경제 업체에서도 확인된 것이다.47)
Bennett vs. Washio48) 사건은 세탁물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Washio
에서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것이었다. 비슷한 사건으로 식료품 배달 서비
스인 인스타카트(Instacart)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인데,49) 흥미로운 점은
인스타카트는 소송에 대한 많은 관심에 대응하여, 식료품 구매자를 근로
자로 재분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스타카트는 식료품을 고르는 것은 실
제로 숙련된 역량이 필요하고, 회사는 그 역량을 위한 교육훈련에 투자하
여 고숙련 근로자들의 지속적 고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다(O’Brien,
2015).
다. 크라우드워크(Crowdwork) 관련 소송
Rojas-Lazano vs. Google50) 사건은 구글 사용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구글을 위해 수행한 무임금 노동이 구글의 불법행위, 즉 부당이득
(unjust enrichment)을 취한 것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46) 이러한 계약은 주로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 통상 ‘소프트웨어 이
용약관’으로 번역됨)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47) 미국 기업들이 근로자와 최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 분쟁 발생시 중재회
부 조항을 삽입하는 경향은 공유경제 소송 이전에도 이미 많은 문제가 되고 있었
다. 미국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미조직 근로자들의 약 20%가 이러한 강제
중재조항의 영향 아래 있으며, 법원들이 이를 묵과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로
Sternlight(2015) 참조.
48) Shardae Bennett v. Wash.Io, Inc, class action filed on Dec 8, 2015.
49) Cobarruviaz v. Maplebear, 2015 WL 694112(N.D. Cal. 2015).
50) Rojas-Lazano v. Google, 2015 WL 4779245(ND C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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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블로그에 덧글을 달거나 사이트에 가입
할 때 본인이 대량 자동가입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간’임을 입증하기 위
해 몇 개의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암호를 입력해야 하는데(이것을 캡차
(capcha)라고 한다), 이용자들은 알 수 없었지만 구글은 고문서 이미지의
텍스트 전환 및 Google Earth 관련 작업 등, 이 캡차를 통해 필요로 하는
작업의 세분화된 부분을 완성해 왔다. 구글 이용자 1인이 캡차를 입력하
는 데에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수많은 이용자들이 캡차를 입력하기
에 전체적으로 상당한 분량의 작업들이 취합되어 구글 측이 필요로 하는
결과물이 완성되는 것이다. 미국 커먼로(common law)의 불법행위에 해
당하려면 그 요건으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일정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데, 캡차 입력을 통해 구글이 목표로 하는 과업에 도움을 받은 것은 맞지
만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은 기각되
었다. 그러나 캡차 입력은 많은 사람들이 파편화된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취합하여 결과물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크라우드워크에 해당한 셈
이다.
Otey vs. Crowdflower51) 사건은 전면적으로 크라우드워크를 수행한 자
들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소송인데, 크라우드플라워는 전 세계적으로 무
수한 이용자들에게 마이크로태스크(microtask), 즉 매우 세분화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크라우드워킹 플랫폼이다. 예컨대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과 같은 규모가 큰 일들은 코딩, 태깅, 그림을 그리는 일 등 세분화된
구성요소로 쪼개어진다. 그러면 플랫폼은 이러한 소규모 과업들을 전 세
계에 있는 수많은 개인 이용자들에게 맡기고, 각각의 담당자들이 완성한
마이크로태스크를 취합하여 최종 목표로 하는 일이 완수된다. 이용자들
은 크라우드플라워를 FLSA의 최저임금 및 오레건(Oregon) 주 최저임금
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했고, 크라우드플라워는 서비스제공자들이 근로자
가 아닌 독립계약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결국 조정을 통해 합의
되었는데,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차
액을 크라우드플라워가 보상하는 합의안에 양측이 동의했다.
이 사건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비교적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낼
51) Otey v. Crowdflower, 3 : 12cv-05524-JST(ND C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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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크라우드플라워 CEO가 영상에서 한
발언이었다. 그는 한 인터뷰 영상에서 “우리는 게임 참가자들을 거의 속
여서 뭔가 유용한 일을 하게 만든다. 게이머들은 모르는 사이에 실제 회
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실제의 일을 10분 정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가상의 트랙터(사이버 머니)를 준다. 양쪽 모두 이득이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런 류의 발언은 최저임금법(FLSA)의 고의적 위반을 입증할
수 있으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으로 귀결된다.52)
라. 소 결
상술한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들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소송들은 각기
분야는 다르지만, 몇 가지 유의미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서술한 소송 대부분의 관할권이 캘리포니아인데, 그 이유로는 우
선 실리콘 밸리 일대에 공유경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업체가 많다는 점,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근로자 친화적 노동법제로 인해 법적 분쟁 발생시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원고들로서는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좋은 선례를
남기고자 할 때 비교적 유리한 관할권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Cherry,
2016 : 593).
둘째, 비록 플랫폼을 통한 기술적 매개가 있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수행된 작업의 성격은 일상적인 노동과 그 성격 및 수행 방식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플랫폼 이용자들이 요청한 서비스는 운전,
청소, 각종 심부름 등이었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더 쉽게 중개받고, 비교적 더 효율적으로 수행했을지는 모르지만 작업의
결과물은 플랫폼을 매개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타인을 고용해서 수행
할 수 있는 노동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작업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원
봉사로 행해진 것이 아닌 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52) 소송에서 크라우드플라워 측은 참여자 모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회사가 파
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합의 직
후에 크라우드플라워는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Cherry, 2016 :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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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근로자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던 공유경제 업체들의 주
된 사업내용이 승차를 제공한 우버, 리프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안 수
리, 청소, 세탁 등 가사노동 분야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전통적
인 가족 구성이었던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전업주부(male breadwinner
–female housewife) 모델이 오늘날 붕괴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소득
활동 참여가 보편화됨에 따라 가사노동의 시장 의존은 점차 더 증가하고
있는데(Beneria, 2010),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요청되는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가사노동 관련 분야라는 것은 이 점이 반영된 현상으로 볼 수 있
다. 가사노동의 시장화가 보편적 추세라면 그러한 수요를 반영한 공유경
제 기업의 숫자 및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노동법적 지위도 더욱 빈번하고 비중 있
게 문제될 것으로 예측된다.

3. 미국 공유경제 종사자 근로자성 판단 : Lyft와 Uber 사건에서
의 근로자 오분류 판단을 중심으로53)
가. 사실관계
Cotter v. Lyft 사건의 경우, 원고 Cotter는 2012. 9월～2013. 1월까지
리프트로 운전했는데, 당시 운전자들에게는 리프트 측에서 제공하는 ‘운
전자 가이드(Driver’s Guide)’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다. Cotter는 페이
스북(Facebook) 근로자이기도 하였으며, 페이스북에서의 근무시간과 충
돌하지 않도록 리프트 운행 시간을 조정하였다. ‘운전자 가이드’에 의하면
운전자는 리프트가 승인한 차량만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다른 차
량을 이용하여 고객을 탑승시켰다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
했다.
한편, 원고 Maciel은 2013년 8～9월 사이 약 6주간 리프트를 운전하였
으며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운전횟수는 30회가량, 운전시간은 주당
53) 미국 공정노동기준법(FLSA)에서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및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김기선 외(2015)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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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는 5시간, 많게는 20시간 정도였다.54) Maciel은 이 기간 동안 평균
별점을 5점 만점에 4.54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이
정도의 평점은 전체 운전자의 하위 5%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원고
2인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거하여 본인들은 리프트의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 업무관련 비용 상환, 기타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규정한 노동
보호를 받았어야 하는데 리프트가 이들을 독립계약자로 오분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운영 방식

운전자 등록, 탑승, 요금, 근무시간, 규정 위반시 제재 등
리프트는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며, 앱을 통해 탑승을 원하는 고객과 근
접거리에 있는 운전자를 연결시켜주며, 운전자는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
도록 한다. 다만, 리프트 운전차량은 알아보기 쉽도록 차량 정면에 리프
트가 제공하는 큰 분홍색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운전자로 일하
려면 먼저 앱을 다운로드하고, 본인의 차량에 대한 리프트의 검수를 받아
야 하며, 운전자 개인에 대한 배경조사(background check)을 받은 뒤, 리
프트 측에서 실시하는 인터뷰에 통과해야 한다.
리프트 이용고객이 탑승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
하고 본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한다. 고객이 앱을 이용해 탑승요청을
하면, 현재 로그인중인 가장 가까운 기사들에게 신호가 발송되며, 이 때
기사들은 세 가지 중 선택(수락, 거절 또는 무응답)할 수 있다. 만일 신호
를 받은 기사가 거절하거나 일정시간 이상 무응답으로 놓아두면 그다음
으로 가까운 기사에게 신호가 가고 이를 수락하여 고객을 태우러 갈 수
있다. 그러나 신호를 수락한 이후에도 기사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탑승요금에 관해서는, 원고들이 리프트에서 일하던 기간에는 “기부” 방
식으로 운용되어 탑승이 끝나면 앱에서 권장 요금을 보여주고, 고객은 이
보다 더 많이 혹은 적게 지불하거나,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으
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도과 후 고객이 등록한
54) 이 시간에 앱을 켜 두고 고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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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권장요금을 결제하였다. 리프트는 ‘운영비’ 명목
으로 결제된 금액의 20%를 취하였고, 그 나머지 금액을 1주일 단위로 정
산하여 운전자에게 지불하였다.55)
운전자가 운전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① 1주일 전
에 미리 리프트 측에 본인이 운전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준 뒤 리
프트의 승인을 받거나, ② 리프트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예약가능한 시
간을 예약해두거나, ③ 사전 고지나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앱을
켜고 무작위의 탑승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리프트는 운전자들의 탑승 수
락비율을 기록해두며, 평균 수락률이 90% 이상인 운전자에 대해서는 “매
우 훌륭함”, 75% 미만은 “개선이 필요함” 등급을 매긴다. 수락률이 평균
이하인 경우에는 이메일로 경고를 보내며, 경고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계
정을 차단하여 운전할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탑승을 거절하
는 비율도 기록하며, 거절률이 높거나 평점이 낮은 운전자들에게도 계정
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재하고 있었다.
한편, 리프트는 운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서비스 이용약관(Terms of
Service)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23세 이상일
것, 합법적인 운전면허를 소지할 것, 차량의 합법적 소유자이며 보험에
본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을 것, 리프트에 등록절차를 거친 차량만을 이용
할 것, 차량 상태가 양호할 것, 이윤을 목적으로 리프트 이외의 다른 교통
수단(공공 버스, 택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고객에게 리프트에서 규
정하는 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해서는 안 됨, 고객 탑승
시 시속 60마일 이상으로 운전하면 안 됨.”
계약서에는 리프트는 “서비스의 품질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리프트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특히 운전자의 어떠한 언행에도 리프트는 책임이 없
고, 리프트는 탑승자 또는 운전자에 대해 어떠한 통제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시에 “운전자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행
동했을 때는 리프트와의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운전자 규칙56)에서는 “핸드폰은 항상 차량에 탑재하고 충전기에
55) 현재는 이 방식이 바뀌어 고객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탑승 건
에 대하여 최저 요금을 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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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혀 있어야 함, 고객 외 다른 사람과 통화 금지, 오직 리프트 고객만을
탑승시켜야 하며, 길에서 무작위로 탑승 요구하는 불특정인 또는 리프트
이외 다른 앱 사용자를 탑승시킬 수 없음, 운전자와 고객 외 다른 사람 동
행 금지(운전자의 친구, 가족, 반려동물 등 탑승 금지), 모든 고객을 “큰
미소와 fist-bump(주먹을 가볍게 부딪치는 친근한 인사)”로 맞이할 것,
차량 내부, 외부 모두 청결 유지할 것, 좌석과 트렁크도 청결을 유지할 것,
고객에게 팁을 요구하지 말 것, 만일 고객이 먼저 팁을 권하는 경우에는
앱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있다고 알려줄 것, 어떠한 현금도 받지 말 것, 고
객이 짐 싣는 것을 도와준다든지, 비올 경우 우산을 씌워준다든지 등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 탑승을 거절해야 할 때는 리프트 지원센터에
먼저 전화할 것“ 등의 행동수칙을 명시하고 있었다.57)
다. 판결요지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을 위하여 서비스를 수행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한다. 회사 측에서 그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
라고 주장할 경우, 독립계약자임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다.58)
노무제공자(worker)가 근로자와 독립계약자 중 어느 쪽으로 분류될지
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상의
다양한 보호를 받게 되며 여기에는 최저임금, 초과수당, 휴식시간, 업무관
련 비용의 상환, 실업보험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법령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것이며, 특히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
우 사용자에 대항하는 교섭력이 약한 상태임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독립계약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가 필요치 않은데, 위와 같
은 근로자들에 비하면 훨씬 유리한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계약자(true contractor)”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때
56) 2012.12～2013.7 사이 적용된 규칙이며, 이후 웹사이트 FAQ로 전환되었다.
57) 위 기준은 2013년 7월부터는 웹사이트 FAQ에 게시되고, 더 자세한 요구사항(주
1회 이상 세차 및 차량 내부에도 청소기를 돌려 청소할 것, 고객 개인 연락처를
절대 묻지 말 것, 흡연 적발시 계정차단 경고 등)이 추가되기까지 하였다.
58) Narayan v. EGL, 616 F.3d 895(9th Ci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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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관계를 중단하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들은 대개 1개
이상의 다양한 업체 또는 사용자와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단수의 사용자
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독립적 특성(characters of independence)’을 갖
고 있다. 진정한 독립계약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교섭력
의 불평등에서 나오는 불리함을 겪지 않는다.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노동
보호법이 제정된 입법목적에 맞도록 보호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하며, 그러한 보호의 범위는 넓게 해석될 수 있다. 이 때 적용하는 첫 번
째 기준은 해당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자가 그의 작업방식과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수단을 통제할 권리(right to control)이 있는지 여부인데, 여
기에서의 통제는 사용자가 노무제공자에게 얼마나 실제로 간섭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와는 별도로 그런 행
위를 할 권리가 있느냐의 문제이다. 근로자로 판단되기 위하여 그의 모든
행위가 통제받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업무에 상당한 정도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더라도 여전히 고용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용
자가 이유를 묻지 않고 자유로이 해고할 권리의 존재는 고용관계를 추정
케 하는 강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노무제공자가 언제든지 해
고될 수 있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려 할 것
이기 때문이다.59)
캘리포니아 법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a) 서비
스를 수행하는 자가 특정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지, b) 해당 직종에서
그 업무가 대체로 지휘감독하에 진행되는지, 아니면 지휘감독 없이 전문
가 혼자 수행하는지, c) 그 직종에 필요한 기술의 정도, d) 작업에 필요한
도구, 장비, 근무 장소 등을 사용자가 공급하는지 아니면 서비스 수행자
가 스스로 해결하는지 여부, e) 서비스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 f) 보수의
지불방식이 시간에 따른 것인지, 목표 수행에 따른 것인지, g) 해당 업무
가 사용자의 정규적 영업(regular business)에 속하는 것인지, h) 당사자
들이 스스로 이 관계를 고용관계라고 여기는지 등이다.
법원은 위의 판단지표를 사안에 적용해보면 리프트 기사들은 근로자라
59) Ayala v. Antelope Valley Newspapers, 59 Cal 4th 522(C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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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도 있고 독립계약자라고 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배심원단에게
맡겨 사실관계를 판단할 문제라고 보았다. 리프트는 운전자들이 탑승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운전하는 것이지 리프트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므
로 애초에 근로자로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틀렸다고
보았다.
예컨대 eBay같은 업체와 비교해보면 이베이는 익명의 사람들을 연결
해 주기만 하지만, 리프트는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간 것으로 단지 플랫폼
이용자들을 무작위로 연결시켜 주기만 하는 업체가 아닌 것이다. 리프트
는 호출형 탑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고객에게 홍보하며 적극적으
로 마케팅을 하고, 운전자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시를 내리며, 운전자들
이 리프트를 위해 운전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리프트가
단순히 플랫폼일 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리프트는 탑승
객을 유인함으로 인하여 탑승 시장을 형성했고, 연결 시스템을 통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리프트가 운전자들에게 실제로 어떤 지배를 행사했는지보다는 운전자
들을 ‘지배할 권리(right to control)’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리프트 운전자들은 근무시간 결정에 있어 꽤 많은 유연성이 있을지는 모
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프트는 운전자들의 근무방식에 대해 가이
드와 규칙 등을 제시하며 상당한 정도의 지배를 하고 있다. 리프트는 이
런 규칙들이 제안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이드는 ‘제안’이 아닌 ‘명령’
형 언어로 쓰여 있으며 이를 위반시 리프트가 운전자를 제재 또는 계약
종료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리프트는 원고들을 규
정 위반, 즉 Cotter의 경우에는 미등록 차량 이용, Maciel의 경우에는 평
점 미달과 남편 동승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켰다. 서비스 이용역관에서
도 리프트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운전자를 조사(investigate)하고 종료
(terminate)시킬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운전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리프트의 영업에 “완전히 통합(wholly
integrate)”되어 있다는 점, 즉 탑승한 고객들은 리프트의 고객이지 운전
자의 고객은 아니라는 점도 이들이 근로자라는 점에 무게를 실어준다. 운
전자들은 자가소유 차량을 이용하고 리프트가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아

218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니지만, 운전자들이 개별 탑승 건수를 기준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점, 리
프트가 정한 요금이나 공제되는 운영비 명목의 금액에 대해 운전자들이
교섭할 수 없다는 점도 근로자의 표지에 가깝다고 보았다.
이에 덧붙여, 최근 캘리포니아 판결이었던 JKH International60)과 Air
Courier International61)에서도 운전자들이 언제, 얼마만큼 일할지 근로시
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점, 타 업체에서도 운전했다는 점, 운전 요구
를 모두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때로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의 이유
를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점, 때로는 더 높은 요금을 위해 교섭할 수 있었
다는 점, 배달시 본인 스스로의 차량 및 장비를 이용했다는 점,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배
달기사들을 근로자로 판단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리프트 운전자들
은 기존의 전형적인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근로시간의 유연성
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독립계약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Lyft 판결의 마지막 부분에서 Vince Chhabria 판사는 사실관계를 어떻
게 보느냐에 따라 이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0세기
노동법은 이들에게 발생한 21세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
며, 이는 마치 “네모난 말뚝을 주고 두 개의 둥근 구멍 중 맞는 것을 선택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입법적 해
결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거의 유사한 사실관계 및 운영방식이 문제되었던 Uber 사건62)에서도,
우버는 자신들이 “운수업체”가 아닌 “기술업체”로서 앱을 개발할 뿐 사용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는 우버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일(즉, 운송)이 아닌 플랫폼 구축이라는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한 주장이
므로 틀렸다고 보았으며, 우버는 “운전자들이 아니라면 그 사업이 생존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 우버의 원고 운전자들에 대한 통
제 수준에 관해서는 우버는 운전자들이 앱을 설치한 뒤 얼마나 자주, 어
60) JKH Enters. vs. Dep't of Indus. Relations 142 Cal. App. 4th 1046(Ct. App. 2006).
61) Air Couriers Int'l v. Emp't Dev. Dep't, 150 Cal. App. 4th 923(2007).
62) O'Connor vs. Uber Techs., 82 F. Supp. 3d 1133(N.D. C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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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시간에 운전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통제는 없
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우버가 앱 사용빈도수가 낮은 운전자를 차단
할 권한이 있다는 점, 고객의 운전자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
을 볼 때 근로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통제’의 판단은 실제로
통제를 행사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통제를 행사할 ‘권한(power)’이 있는
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공유경제 관련 기타 노동법적 문제
가. 단결권의 보장
우버, 리프트 등 앱 이용 운전자(app-based drivers)들의 근로자성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만 인정되었을 뿐
그 직후 합의로 소송이 종결되어 아직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는 못하는 상
태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사실상 회사에 종속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업
무수행을 위해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차량구입 및 유지비 등) 실
제 수익이 지나치게 낮고, 고객에 의해 낮은 평점을 받으면 차단되어 생
계유지를 할 수 없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되고 있어, 이들이 개별
적 차원에서는 아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단적 차원
에서 단결하여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시애틀(Seattle)의 경우, 지난 2015. 12월 미국에서 최초로 개별적 근로관
계법에서의 근로자성과 상관없이 우선 시의회 조례(City Council Ordinance)
를 통과시켜 앱 운전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
운용방식은 일정범위의 앱 운전자들을 대표하고자 하는 자가 시청에 이
를 알리면, 시에서는 해당업계 운전자들의 목록을 제공하고, 대표자는 교
섭범위를 정하여(예컨대 특정 회사의 운전자들) 120일 내로 이들 운전자
의 과반수 이상에게 서명을 받으면 노조를 조직하여 교섭권을 획득하는
것이다.63) 해당 조례 통과 직후 미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63) Seattle City Council Collective Bargaining Ordinance(Ordinance No. 124968), 동
조례는 2017.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www.seattl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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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버 등 기업을 대변하여 이러한 조례가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며 시
애틀 시의회를 제소하였으나, 2016. 8월 기각되었다(Johnson, 2016).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전미운수노조인 Teamsters 지부의 지원을 받
아 2014년 앱 운전자들 노조(California App-based Drivers Association,
CADA)를 결성하여 이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활동을 개시한 바 있
다. 다만 아직 연방노동관계법(NLRA)에서는 이들이 아직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단체교섭을 할 수는 없으므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현재 시애틀과 유사하게 이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64)
나. 감정노동 및 경업금지 문제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들이 겪을 수 있는 여타 노동법적 문제로 첫째,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숙박, 요식업, 각종 형태
의 돌봄노동 등 여타의 서비스 업종, 주로 저임금 직종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유경제 종사자들의 지나친 감정노동 노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공유
경제 종사자들은 앱을 통해 더 많은 이용자를 유인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우버 등 대부분의 공유경제 사업에서 마련해두고 있는 고객 평가
시스템 때문에 단순히 고객에게 친절한 정도를 넘어서 억지로 요구에 순
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ogers, 2015).
둘째, 경업금지(noncompete clause) 조항의 문제가 있다. 기술 개발에
민감한 공유경제 기업들은 때로 서비스 제공자들이 유사업체에서는 일정
기간 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한 경업금지 조항의 효
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법적 관점은
주정부마다 다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실리콘밸리의 경험을 통해 IT 업
종의 기술혁신 및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법원에서도 경업
금지조항의 효력을 대개 부정하는 편이나, 미국의 다른 주에서는 근로자
가 아닌 심지어 독립계약자에게도 경업금지 효력을 인정하기도 한다
(Rogers, 2015 : 100).
64) 2016년 초 California 1099 Self-Organizing Act가 상정되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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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결국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를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계
약자로 보는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근로자로 보면 고용계
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들의 일환으로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기가 비교
적 수월해지는 면이 있을 것이나, 자신의 계산에 따라 스스로 사업을 영
위하는 독립계약자로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다.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의 문제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들은 전반적으로 불안정 노동에 처해 있는 것
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다. 앞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호출형 경제인 우
버 운전자들의 현황은 물론이지만, 특히 크라우드워크에서 과업이 수행
되는 파편화된 방식은 그 서비스 제공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더욱 극명
하게 보여준다.
크라우드워크는 서비스 제공자가 최종적으로 이용자를 만나 운전이나
가사노동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온디맨드 노동과는 달리, 오직 컴퓨
터를 통해 플랫폼에 접속하기만 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시간과 장소를 가장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기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신체 장애 또
는 질병이 있는 사람, 집에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전업주부 등)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볼 수 있으나, 지극히 파편화된
소규모과업(microtask)을 수행하는 데에서 오는 업무 및 소득의 불안정함
이 문제가 된다(Berg, 2016). 많은 시간을 태스크에 투자했어도 소득이
지극히 적다는 점(AMT의 경우 시간당 2달러 내외), 다른 서비스제공자
들과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향상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은 물론, 플랫폼
및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참여자를 통해 양질의 노동만을 가려낼
수 있어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노동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
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리함이 있어 서비스 제공자들의 근로조건은 불
안정해질 확률이 더욱 크다. 실제로 크라우드플라워의 CEO는 예전의 노
동과는 달리, 크라우드워크로 인해 “사실상 사람을 고용해서 10분만 일을
시키고, 그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돈만을 준 다음, 10분 뒤 해고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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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졌다”고 발언한 바 있다(Prassl & Risak, 2016: 626).

5. 소결 :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대안적
논의들
결국 공유경제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해결
책으로는 기존 노동법의 외연을 확장하는 해석론적 접근, 또는 이러한 범
주의 노무종사자들을 새로운 범주로 취급하여 입법론적 보호를 도모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공유경제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문
제되었던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레미콘 지입차주,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 개별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이 모호한 직종에 대하여
최소한 산재보험법상의 보호는 가능하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주를
창설한 것이 입법론적 접근의 예로 들 수 있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5조), 특고 종사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고 있으며
특고로 추정되는 새로운 직종이 등장할 때마다 이를 법령에 추가해야 하
는 번거로움은 물론이고, 서두에 언급한 우리나라의 배달앱 사건에서도
보여진 바와 같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한계
가 있다. 입법론적 및 해석론적 접근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지
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요구하는 현재의 근
로자성 판단기준이 바뀌는 것이 더욱 근본적이며 법적 안정성에도 부합
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미국 노동법에서는 여전히 ‘근로자’와 ‘독립계약자’ 중 택일이 유일한
판단기준이며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제도적 접근은 없
지만, 적어도 근로자성 판단법리에 대한 다양한 대안에 대한 학술적 논의
들이 시작되었으므로 주목해볼 만하다. 현재 미국에서 공유경제 종사자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는 대략 다음의 세 범주로 수렴되고 있다.
첫째, 공유경제 종사자라 할지라도 결국 기존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
로 현행법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경제적
현실에 주목하면 기술개발자들의 경영방식이 전통적인 기업들과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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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뿐, 사실상 공유경제 종사자들은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근로자로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Eisenbrey & Mishel, 2016).
둘째, 공유경제 종사자는 기존의 근로자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을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완전히 새로운 제3의
범주를 창설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독립계약자도, 근
로자도 아닌 “독립 근로자(independent worker)”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
들어 노동법상 보호를 하되 실정법을 전면 적용할 수는 없고, 근로시간
산정 등 일부 규정은 공유경제 종사자에 대해서는 면제해야 한다고 본다
(Harris & Krueger, 2015). 즉 부분적으로 노동보호를 적용하자는 주장인
데, 우리나라의 특고 규율방식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이러한 방식은
결국 또 누가 이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뒤따르게 되므로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공유경제 종사자들은 경제적 현실을 볼 때에 근로자가 맞지만,
기존 법리 안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해석방식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Sprague, 2015: 19). 이러한 주장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기존 법리처럼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인
적, 경제적 종속성만을 표지로 삼을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용자(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통적 노동법리에 따라
사용종속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사업이 수익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앱 종사자들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결국 노무제공자들
을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노동법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21세기 산업구조에 따른 쟁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유경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성 판단기
준을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1980년대 이후 저성장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기업들은 경영 효율성은
높이고 비용은 절감하기 위해 소위 핵심역량(core competency)에 해당하
는 사업부문에서도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신 독립계약자를 사용해 왔
다.65) 이는 공유경제가 대두하기 이전에도 이미 비정규직, 하도급, 근로
65) 기업의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집중하고, 인건비 영역은 핵심역량이 아
닌 것으로 판단하여 ‘고용 털어버리기(shedding employment)’를 하고 있다는 취

224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자 파견 등의 형태로 계속 문제되어 왔으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Sprague(2015)에 의하면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과 노무제공
자 중 누구에게 진정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이라고 본
다. 공유경제 벤처 기업들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그들의 노
무공급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업종들의 노무공급자들은 반드시
전통적인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에 의존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Uber 판결에서도 설시된 바와 같이 공유경제
기업들이 이 노무공급자들에게 의존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기
업의 번영에 대한 대가로 이러한 노무공급자들도 통상적인 근로자들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공유경제 관련 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수행하는 일이 그 사
업에 핵심적이라면, 그 노무공급자는 노동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
로 판단되어야 한다. 미국 노동법에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제
적 현실 테스트(economic reality test)에서 지배권 법리는 노무공급자의
‘종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유경제의 등장으로 인해 노무공급자들은 적어도 전통적인 산업사회
에서의 근로자보다는 덜 종속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공유경제 기업들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상당한 지
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캘리포니아 법원은 우버 및 리프트
판결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했다. 한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핵심 역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떤 사람들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서비스 제공자로 부르든, 우버처럼 ‘파트너’라고 부르든 명칭
에 상관없이–이들에 대해 사용자로서 마땅히 져야 하는 노동법적 책임
을 언제까지나 회피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공유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지의 논의로 Wei(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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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에 출판된 공유경제에 관한 테라스 보고서는 프랑스에서
공유경제가 갖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Terrasse, 2016). “공
유경제는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프랑스 경제 전체에서
공유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중요한 발전의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유경제는 소비자들
의 근본적 행동 변화에 터잡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는 대안적 경제 사상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대안적 경제 사상
은 소유권과 교환가치에 근거하고 있는 전통적인 경제 관념을 공유와 사
용가치로 대체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조들을 포괄한다. 전통적인 경제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리했다면, 대안적 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통합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기업들도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영
리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영리 활동을 공유경제라고 부르는 것
이 타당한가에 관한 논쟁이 일어난다. 어디까지를 공유경제로 포괄할 것
인가는 어려운 일이다.
2015년의 한 연구(ADEME Paris, 2015)는 17개 분야를 공유경제로 포
함시켰는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중고물품 매매, 임대, 대여, 교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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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직거래, 주차장 임대, 부동산 단기 임대, 주거 교환, 공유주택, 공
동임대, 차량공유, 장거리 카풀, 출퇴근 카풀 등이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유경제의 매출액 규모는 250만 유로에 이르
고, 사업체의 수는 15,253개,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수는 13,00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중고물품 매매와 식료품 직거래
로서, 매출액의 84%, 사업체의 99%, 근로자의 60%(식료품 직거래 분야
의 근로자 수는 30%)를 차지한다.

제2절 플랫폼 현황

공유경제는 이용자들이 직접 교환을 성사시키는 방식도 있지만, 플랫
폼이 이용자들 사이의 교환을 매개하는 방식도 있다. 오늘날 이 플랫폼들
은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의 한
보고서(Etudes économiques du PIPAME, 2015)에 의하면, 공유경제 플
랫폼은 9개 분야에 276개가 있으며, 그 가운데 70%는 프랑스 플랫폼이다.
이 9개의 분야는 구조, 시장의 규모, 플랫폼의 태도, 경쟁의 정도에 따
라 다시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숙성된 분야이다(Groupe 1). 이 분야는 경쟁이 아주 심하다. 전
체 플랫폼의 절반가량이 여기에 속한다. 금융(62개), 숙박(40개), 교통(35
개)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숙박과 교통 분야에서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경쟁이 매우 심하다.
둘째는 과점의 모습을 보이는 분야이다(Groupe 2). 장비(30개)와 음식
(27개)이 이에 해당한다. 이 분야에서는 각 분야에 리더격 플랫폼이 존재
한다(LebonCoin, La Ruche qui dit Oui).
셋째는 시장의 규모는 아직 작지만 한창 떠오르고 있는 분야이다
(Groupe 3). 품앗이(34개)와 의복(23개)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는 적절한 경제 모델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주변부 분야이다
(Groupe 4). 레저(17개)와 배달(8개)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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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9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플랫폼의 예

주 : 9개 분야는 교통, 배달, 숙박, 레저, 음식, 장비, 의복, 품앗이, 금융임.
자료 : Etudes économiques du PIPAME(2015).
[그림 6-2] 공유경제의 성숙도에 따른 플랫폼 분류

자료 : Etudes économiques du PIPAME(2015).

이 플랫폼들은 대부분 젊은 기업들이다. 79%는 2008년 이후에 창립되
었으며, 49%는 채 3년이 지나지 않았다. 사실 이 플랫폼들은 최근의 인터
넷과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에 기대고 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프랑스인
의 83%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77%는 집에서 접속하고
43%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CREDOC, 2014).
젊은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생산성의 선순환을
확보해야 한다. 플랫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네트워크 효과이다. 이용자
가 늘어날수록 플랫폼의 생산성은 올라간다. 즉 플랫폼은 같은 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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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플랫폼의 창업연도에 따른 분류

자료 : Etudes économiques du PIPAME(2015).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다시 이용자들이 늘어난
다. 즉 네트워크가 확대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초기
플랫폼의 안착 여부를 결정한다(Colin et al., 2015). 대부분의 플랫폼 창
업자들은 초기 몇 년 동안은 한 푼도 이윤을 가져가지 않고, 수익의 전부
를 기술 개발과 동업자의 확보 및 광고에 투자한다. 프랑스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에서 더 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유경제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결합
된다. 첫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결합된 기술변화이다. 둘째,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가계소득의 악화에 따른 경제적 변화이다.
셋째,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Daudey & Hoibian,
2014).

제3절 플랫폼 근로자 현황

공유경제 플랫폼 근로자의 현황에 관한 믿을 만한 자료는 아직 없다.
이것은 공유경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상당 부분 관련되
어 있다. 일부 공유경제 플랫폼 근로자의 현황은 <표 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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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앞으로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 대부분의 견해가 일치한다.
공유경제 근로자의 대부분은 공유경제를 부업으로 하면서 부수입을 얻는
데 그치고 있다.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프랑스인 가운데
5%만이 공유경제로부터 소득의 50% 이상을 얻는다(Etudes économiques
du PIPAME, 2015).
로컬푸드 직거래 플랫폼인 La Ruche qui dit Oui의 예를 보자. 이 플랫
폼은 지역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로컬푸드
직거래를 매개하는 사업망(Ruche : 한 통에 사는 꿀벌떼라는 뜻)을 관리
<표 6-1> 일부 공유경제 플랫폼 근로자의 수
플랫폼

근로자의 수

분야

Uber
Lyft
Blablacar

교통
교통
카풀

프랑스
14,000
-

Heetch

카풀

10,000

Hopwork
Airbnb

컨설팅
숙박

LRQDO

식료품

TaskRabbit
Bnb sitter
Vizeat

가사서비스
가사서비스
요리

Drivy

차량공유

Koolicar
Price Minister

차량공유
온라인 판매

21,000
140,000
책임자 600명, 소생산자
4,500명, 소비자 10만 명
s.o
300

60,000

A Little Market 온라인 판매

Le Bon coin

Amazon
Mechanical
Clickworker
Foule factory

광고

3천만 명의 프랑스인이 이
용한 것으로 추정. 50만 개
의 기업 또는 사업자가 등
록. 하루 2,700만 개의 품종
에 10만 건의 거래.

크라우드워크 미약
크라우드워크
크라우드워크

전세계
400,000
50,000
19개국 2천만 명
폴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에 개설
n.c
유럽에서 책임자 100명,
소생산자 500명
30,000
유럽에서 회원 20,000
80만 명의 이용자, 3만 5천
대의 차량(프랑스, 스페인,
독일)
28개국 1,700만 명의 회원
80만 회원, 10만 상점,
220만 품종(2014년 말)

s.o.

500,000
n.c
50,000

자료 : Smith & Leberstein(2015); GAS(2015) 재인용.

700,000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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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책임자를 800명 이상 두고 있는데, 이 책임자들의 66%는 개인사업
자 신분이며, 18%는 조합, 9%는 상사회사, 7%는 농기업에 소속되어 있
다. 이 책임자들 가운데 16%는 다른 직업을 병행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이 플랫폼에서 소득의 전부를 얻는다. 한편, 나머지 84%는 다른 직업을
병행하면서 플랫폼에서 추가적인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다. 병행하는 직업
이 풀타임인 경우는 33%, 파트타임인 경우는 29%, 기타 23%이다(Terrasse,
2016 : 42).
배달 플랫폼인 Stuart의 예도 보자. 이 플랫폼이 4,500명의 배달기사를
자체 조사한 결과이다. 배달기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배달기사
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기사로 구분된다. 우선, 도보나 자전거를 이
용하는 배달기사는 60% 이상이 30세 미만이다. 이들은 대부분 부수입을
위해서 배달일을 한다. 39.2%는 학생, 18.2%는 임금근로자, 42%는 구직
자이다. 12.3%는 한 달에 6일 미만 플랫폼에 접속하며, 51.3%는 한 달에
6일에서 15일을 플랫폼에 접속하고, 36.4%는 한 달에 15일 이상 접속한
다. 한편,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기사의 21.3%는 자영업자이며, 55.1%
는 임금근로자이고, 23.6%는 구직자이다. 임금근로자의 40%는 전업으로
배달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영업자인 배달기사에게 고용된 사람이다.
그 밖의 임금근로자인 배달기사는 복수의 직업을 병행하는 사람이다. 오
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기사는 자전거 배달기사보다 플랫폼 접속 시간이
짧다. 35.5%는 한 달에 6일 미만, 41.2%는 6일에서 15일, 23.3%는 한 달
에 15일 이상이다(Terrasse, 2016: 42).
현재 프랑스의 법제에 의하면, 플랫폼과 이 근로자들 사이에 법적 종속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근로자들은 임금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플랫폼은 노동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플랫폼에 경
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적 종속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로서, 프랑스 대법
원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지시를 하고,
지시의 이행을 감독하고, 지시의 불이행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다.”66) 법적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근로자들은 임금근로자가
66) 프랑스 대법원 사회부 1996. 11. 13. 소시에테제네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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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비임금근로자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과 사회적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아래 논의 참조).

제4절 공유경제 비임금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프랑스의 논의

2016년 5월에 나온 공유경제 플랫폼과 고용 그리고 사회적 보호에
관한 사회정책감독국 보고서에 의하면,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관계는
새롭고 독특한 방식의 삼면적 노동관계를 형성한다(Amar & Viossat,
2016). 따라서 삼면적 노동관계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즉 사용자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공유경제 플랫폼이 사용하
고 있는 알고리즘은 독특한 형식의 종속관계, 즉 “알고리즘적 종속관계
(subordination algorithmique)”를 형성시킬 수 있다(Amar & Viossat,
2016: 52). 알고리즘은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노동과정을 제어한다. 그리고
고객의 랭킹에 따른 플랫폼 접속 차단은 일종의 징계권으로 간주할 수 있
다. 무엇보다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한다는 사정은 종속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을 의식한 일부 플랫폼들은 근로자와 플랫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가 존재하지 않으며 플랫폼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약관 등에 명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는 당사자의 의
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노동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이 실질 우
선의 원칙은 강행성을 띠기 때문에 그러한 약관에도 불구하고 종속성이
인정되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될 수 있다.
어쨌든 공유경제 노동관계에서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통적인 노동관계와 비교할 때 원칙은 동일하더라도 구체적 판단은 더
욱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 보고서는 플랫폼 근로자를
위하여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종속된 비임금근로자”(스페인), “유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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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일), “준종속근로자”(이탈리아), “독립근로자”(미국) 같은 제3의 영
역을 설정하는 방안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크게 네
가지이다. 앞의 두 가지는 법리적 문제이고, 뒤의 두 가지는 현실적 문제
이다. 첫째, 제3의 영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임금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사람들이 제3의 영역으로 포섭되어 버릴 위험이 있다. 둘째,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판단 구도를 임금근로자/경제적 종속근로자/자영업자 판단 구
도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 후자의 판단 구도가 전자의 판단 구도보다
언제나 확실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법률적 경계 획정 문제를 더 복잡하
게 만들 위험이 있다. 셋째, 해당 근로자의 수가 그러한 개념을 도입할 정
도로 아직 많지는 않다. 넷째, 디지털 플랫폼에서 경제적 종속성을 평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대신 보고서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법적 안정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사회보장법전에서 규
정하고 있는 일반사회보험(임금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가입자격 확인
제도(rescrit social)67)를 공유경제 기업과 플랫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하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자영업자로 추
정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
니한 플랫폼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68)
둘째, 근로자공유기업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근로자공유기업은 창
업과 고용을 결합하는 제도이다. 즉 자영업자의 지위와 임금근로자의 지
67) 사회보장법전 L.311-11조는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는 자영업자로 추정되며, 다만 지속적인 법률적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일반사회보험에 가입한다. 둘째, 근로자는 사회
보험료징수국에 자신이 일반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문
의할 수 있다. 셋째, 부정의 회신이 있거나 두 달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는 경우 근
로자는 일반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이후에 노동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되
거나 문의시 제공했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일반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68) 그런데 사회보장법전 L.311-2조에 의하면, “모든 임금근로자 또는 지위와 장소,
보수의 성격과 금액, 계약의 형식과 성격 또는 유효성 여부를 불문하고 한 명 또
는 여러 명의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은 나이와 국적과 성별을 불문하
고 일반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그리고 L.311-3조는 임금근로자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34개 직종의 근로자들을 임금근로자로 간주하여 일반사회보
험에 의무가입시키고 있다. 플랫폼 근로자를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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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결합하는 것이다. 플랫폼 근로자는 근로자공유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영업은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영업성과를 기업에 귀속
시킨 다음 영업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다. 근로자공유기업은 근로자
들을 대신하여 플랫폼과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세무와
회계를 대신 처리해 준다. 이것은 비임금근로자에게 임금근로자에 준하
는 보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4년에 도입된 창업고용협동조합(CAE) 제
도와 유사하다(Code du travail, art. L.7331-1 이하; 아래 논의 참조).
셋째,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CESU)를 확
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특히 호출형 플랫폼 근로자에게 적절하다.
사실 호출형 플랫폼 근로자와 전통적인 가사근로자는 일하는 방식이 거
의 같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방안에서는 서비
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사용자가 되고, 플랫폼은 바우처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공유경제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체 위쉐어(Ouishare,
ouishare.net)의 활동가 중 한 명인 디아나 필립포바는 공유사회 : 위계의
종말이라는 책에 실린 “새로운 노동 형태의 번영과 불행”이라는 글에서
공유경제의 전망은 자율의 확대라는 “번영”의 길과 불안한 저임금 고용
의 심화라는 “불행”의 길 양쪽으로 다 열려 있다고 지적한다(Filippova,
2015: 28～47). 그러면서 불행의 길이 아니라 번영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서는 임금근로자들만이 아니라 비임금근로자들과 특히 공유경제에 특유
한 플랫폼 근로자들의 위험을 사회화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
회보장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필립포바는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새로운 형식의 노동조합운동이 필요하다. 공유경제 근로자들은
플랫폼과 같은 간접적인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을 주장할
수 있는 단결체가 필요하다. 이것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플랫폼과
고립되어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 사이에 새롭게 교섭력의 균형을 잡는 것
을 말한다. 그런데 전통적인 노동조합은 임금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
변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공유경제에서 일하는 비임금근로자들은 자신
들을 대변해 줄 마땅한 단결체가 거의 없다. 필립포바는 미국의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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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은 조만간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임
금근로자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69) 미국에서 가장 큰 비임금근로자
노동조합인 프리랜서유니온(Freelancers Union, www.freelancersunion
org)은 점증하는 비임금근로자들의 교섭력과 정치력의 확장을 위하여
1995년에 조직되었으며, 현재 25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다.
프리랜서유니온은 비임금근로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8
년에 프리랜서보험회사(Freelancers Insurance Company)를 설립하였다.
2010년 오바마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2010.
3.23.) 개혁 이후 프리랜서유니온은 비임금근로자들의 소속감, 나아가 일
종의 계급의식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의 특수한 협동조합 제도인 창업고용협동조합(CAE) 제도
를 활용하는 것이다. 창업고용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창업과 고용을 결합
시킨 것으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비임금근로자에게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4년에 도입된 제도이다(Code du travail, art.
L.7331-1 이하). 프랑스의 창업고용협동조합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은 쿠파남(Coopaname, www.coopaname.coop)과 포르파랄렐(Port Parallèle,
portparallele.com)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비임금근로자는 협동조합과 근
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의 매출액에 따라 임금근로자처럼 정기적으
로 임금을 받고 임금근로자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임금은 고정급과 변동
급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의 매출액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협동조합이 일체의 행정처리를 맡아줌으로써 근로자는 자신
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 3년이 지나면 근로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필립포바에 의
하면, 창업고용협동조합의 역할은 단순히 위험을 사회화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가치와 거버넌스 그리고 자본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구축을 지향
한다. 이 협동조합은 아직은 소규모에 그치고 있지만, 자신들의 사적 자
본 외에는 가진 게 없는 공유경제의 근로자들이 진정한 창업가로 거듭날
69) 2014년 기준으로 비임금근로자는 미국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2020년에는 이 비중이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Horowitz & Rosati, 2014;
Filippova, 2015: 3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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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셋째, 최소한의 소득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플랫폼 같은 공유경
제 사업주들이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고자
한다면, 그 결과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의 질과 생산성은 떨어질 것이며, 우수한 근로자들은 기업을
떠날 것이다. 그러면 이용자들도 떠날 것이다. 네트워크의 외부화가 반대
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미 60년 전에 철학자 알렉상드르 코제브는 다음과
같이 통찰한 바 있다. “노동에 대하여 최소한이 아니라 가능한 한 최대한
을 지불하는 것이 정치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더 이
롭다(Filippova, 2015 재인용).” 플랫폼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
장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노동에 의하여 생산된 가치의 일부를 플랫폼이
편취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필립포바는 이러한 논리를
실제로 적용한 플랫폼의 예로 태스크래빗(TaskRabbit)을 언급하고 있다.
태스크래빗은 처음에는 이용자와 근로자(Tasker)의 잡매칭을 경매 방
식으로 운영하였다. 이용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과 근로자가 받고
자 하는 가격이 매칭되면 거래가 성사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경매 방식에
서는 이용자는 가급적 가격을 낮게 제시하려고 하고, 근로자는 가급적 높
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비
스의 품질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결국 2014년 태스
크래빗은 경매 방식을 포기하고 정찰제를 도입하였다. 지금은 각각의 서
비스마다 시간당 정가가 매겨져 있다. 예를 들어 도넛을 사서 배달하는
일은 시간당 30달러이다(그림 6-4 참조).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지 최소 1시간이 기본이다. 이 시간당 요금에서
근로자는 70%를 가져가고, 사업주가 30%를 가져간다(TaskRabbit Support,
2016). 그리고 이용자는 이 시간당 요금의 5%에 해당하는 돈을 별도로
보안비 명목으로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시간상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14년의 한 인터뷰에서 태스크래빗의 사업주는 시간당 11.20달러가 최
저임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Dwoskin, 2014).
그러나 태스크래빗의 사업 방식 변경이 근로자들의 소득과 지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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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제로 기여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일단 유보하자. 왜냐하면 경매
방식일 때에는 근로자들이 일을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정찰제로 바뀐 다음에는 이용자가 직접 근로자를 선택하거나 태스크래빗
이 도입한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근로자가 선택되기 때문에 근로자
는 더 이상 일을 선택할 자유가 없고 단지 주문요청을 통보받을 뿐이다.
물론 언제나 일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상관없는 문제일 수 있다. 그
러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Garling, 2014).
[그림 6-4] 태스크래빗 정찰제의 예

자료 : support.taskrabb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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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연구는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특히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
해 일을 하는 자원제공자가 근로자성을 갖는지의 여부를 다양한 관점에
서 논의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내용 전체를 요약하면 다음 <표
7-1>과 같다.
<표 7-1>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연구요약
내용

제2장
공유경제
정의와 현황

- 정의 : 현시점에서 완전히 사용되지 못한 물건, 공간 등의 재화
와 서비스를 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사용을 원하는 개인
간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거나 혹은 무료로 영리 혹은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매개체로 활용해 대여하는
활동이 그 핵심에 있는 경제활동 또는 경제체제
- 해외현황 : 대표적 공유기업이 생겨나고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이후; 이에 언론(2013∼14년) 및 학계(2014∼15년)에
서도 그 관심이 폭증; 확대속도는 예상치를 웃돌고 있음; 공유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는 운송, 숙박, 마이
크로태스크 서비스; 미국 및 유럽의 일반대중 상당수는 공유경
제 플랫폼을 인지하고 있음; 이용자나 제공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도 상당한 수준
- 국내현황 : 해외와 유사하게 201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것
으로 추정; 이에 언론(2012∼13년) 및 학계(2014∼15년)에서도
관심이 점차 증가; 카쉐어링 분야는 활성화되지 못함; 플랫폼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은 대체로 소규모; 공유경제 인식
(7.0%), 이용자참여(5.3%), 제공자참여(3.4%) 비율은 미국․유
럽보다 낮은 수준; 실태조사 응답기업 중 제공자를 근로자로
고려하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으나 이용자․제공자 참여경험
이 있는 사람의 약 23%는 이들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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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의 계속
내용

제2장
공유경제
정의와 현황

- 정책전개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개; 논의 초반부터 지방
자치단체가 중요 행위자로 참여;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자와 규
칙제정자(rule-setter)의 역할을 동시에 행함.
- 기존 연구 : 공유경제 정의, 배경, 동인, 현황, 이로 인한 영향, 정
부역할 등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국내의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한층 더 심층적이고 다원화될 필요가 있음;
고용관계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특히 드문편

제3장
한국의
공유기업
사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현상Ⅰ(일상적 상황) : 공유기업은 중개자로서 공유시장을 제공하고
공유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 공유기업은 관리자로서 자원제
공자와 이용자의 면접자, 가격조정자, 업무평가자의 역할을 담당
- 현상Ⅱ(문제 발생시) : 대부분의 공유기업들은 자원제공자와 이용자
에게 전적인 책임을 부과하며 이를 약관에 명시; 일부 기업들이
직접적 손해배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
- 현상Ⅲ(중개자로 남으려는 노력) : 공유기업들은 중개자로서의 입
지를 견지하기 위해 관리기능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해결하
거나, 일부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에게 관리기능과 책임을 위임
- 해석Ⅰ(3대 생산요소(토지-자본-노동) 동원방식을 고려) : 자원
제공자 - 공유기업을 고용관계로 보기 어려움; 공유기업이 오히
려 노동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음; 공유기업이 얻는 수익
은 대행노동에 대한 중개수수료(brokrage) 성격이 강함.
- 해석Ⅱ(4대 생산요소(토지-자본-노동-경영)의 동원방식을 고려) :
공유기업은 공유경제에서 중추적 경영자로서 역할을 수행; 공유
기업이 얻는 수익은 사업성과에 대한 수익배당금(dividend) 성
격이 강함; 공유기업은 경영자로서 공유경제 내의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
- 해석Ⅲ(디지털경제의 새로운 생산요소(디지털자본)의 동원방식
을 고려) : 공유기업은 디지털자본가로서 공유자원 생산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함; 공유기업이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은 디지털
생산라인(컨베이어벨트)에 해당; 자원제공자가 소유한 공유자원
은 플랫폼을 거쳐야만 공유상품으로 거래 가능; 공유기업이 얻
는 수익은 디지털자본의 독점으로 인한 디지털 자본소득(captial
income) 성격이 강함; 공유기업이 고용주(사용자)는 아니더라도
자본가로서 공유경제 내의 사건사고에 책임이 있음; 공유기업
은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사고와 위험에 대하여
비례적 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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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의 계속
내용

제4장
공유경제와
노동법

- 구분 및 논의 대상 : 공유경제를 유휴의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공유형과 유휴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형으
로 구분; 이 중에서 노동법적 분석의 관심 대상은 서비스제공
형 공유경제; 서비스제공형 공유경제는 그것을 매개하는 플랫
폼의 유형 측면에서 보면 호출형 플랫폼(우버 또는 태스크래빗)
과 군중형 플랫폼(아마존 메커니컬 터커 또는 클라우드플라워)
으로 다시 구분
- 플랫폼 노동관계 : 이 두 가지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에서 나타
나는 노동관계를 플랫폼 노동관계라고 부를 수 있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플랫폼 근로자)의 임금근로자성 문제→기존의 비임
금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와 유사; 플랫폼의 사용자성
문제→간접고용의 문제, 즉 삼면적 노동관계가 제기하는 사용자
성의 문제와 유사
- 제공자의 임금근로자성 : 쟁점은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
상으로는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종속성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보호 가능성에 관한 문제; 최근 판례는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경제적 종속성을 적극적으
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지만,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종래의 엄격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음; 입법은 산재보험
과 관련하여 경제적 종속성 및 보호필요성을 고려하여 특수형
태근로종사자 개념을 도입하였지만, 요건이 엄격하여 플랫폼
근로자를 포섭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플랫폼의 사용자성 : 사용자성을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한정하지
말고 노동관계에서 수행하는 기능의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외국의 논의(기능적 사용자 개념론)가 주목받고 있음; 국내의
논의로는 사업의 개념에 착안하여 사업을 지배하는 자 또는 사
업을 관할하는 자를 사업주로서 사용자로 파악하고, 이 때 사
업은 하나의 기업이나 법인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법의 목적
에 따라 복수의 기업을 하나의 사업 단위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동태적 사업 개념론) 등이 제시

제5장
공유경제
해외사례Ⅰ:
미국

- 현황 : 공유경제 활동이 활발한 대표적 국가 중 하나; 우버, 에어
비앤비 등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교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
고 있음; 우버,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에서 운전자들의 근로
자성 판단 문제는 미국 노동법의 중요한 현안; 플랫폼은 이들을
독립계약자라고 주장
- 주요소송현황 : 근로자성 여부를 둘러싼 소송은 차량공유, 가사
노동, 크라우드워크 세 분야에서 진행; 공통점 : 1) 캘리포니아를
전략적으로 관할권으로 선택, 2) 수행된 작업의 성격은 일상적
인 노동과 그 성격 및 수행 방식이 별로 다르지 않음, 3) 특히
집안수리, 청소, 세탁, 장보기 등 가사노동 분야에서 서비스 종
사자의 근로자성이 문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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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의 계속
내용

제5장
공유경제
해외사례Ⅰ:
미국

- 리프트 및 우버 판결 주요 내용 :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는 누구
든지 타인을 위하여 서비스를 수행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는 보호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하며, 그러한 보호의 범
위는 넓게 해석될 수 있음; 핵심 기준은 해당 노무제공자를 사
용하는 자가 그의 작업방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통
제할 지배권이 있는지 여부; 해당 업무에 상당한 정도의 자유
가 허용되고 있더라도 여전히 고용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 법
원은 위의 판단지표를 사안에 적용해보면 리프트 기사들은 근
로자라고 할 수도 있고 독립계약자라고 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배심원단에게 맡겨 사실관계를 판단할 문제라고 보았음; 판사
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입법적 해결이 필
요할 것이라고 설시함; 우버의 경우 법원은 우버는 “운전자들이
아니라면 그 사업이 생존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판단; 법원은
우버가 앱 사용빈도수가 낮은 운전자를 차단할 권한이 있다는
점, 고객의 운전자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로 추정된다고 판단.
- 논의 : 공유경제 서비스제공자 법적 규율을 위해 입법론적, 해석
론적 대응 방안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기존 법리처럼 근로자의 사용자
에 대한 인적, 경제적 종속성만을 표지로 삼을 것이 아니라, 거
꾸로 사용자(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볼 필요 있음; 전
통적 노동법리에 따라 사용종속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사업이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앱 종사자들
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결국 노무제공자들을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지 못할 이유가 없음

- 현황 : 프랑스 경제 전체에서 공유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매우 제한적이지만 공유경제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프랑스 법제 : 플랫폼과 이 근로자들 사이에 법적 종속관계가 존
재하지 않는 한 이 근로자들은 임금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
며, 플랫폼은 노동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지 아니함; 근로자들이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아
니함; 공유경제 근로자들의 노동조건과 사회적 보호가 중요한
제6장
문제로 대두
공유경제 해외
- 대안 : 경제적 종속성 개념을 도입하여 플랫폼 근로자에게 임금
사례Ⅱ: 프랑스
근로자에 준하는 사회보험법상 보호를 적용하는 것; 근로자공
유기업 제도를 도입하거나 창업고용협동조합 제도를 활용하는
것;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 전통적인 노동조합은 임금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의 노동조합운동이
필요; 플랫폼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
입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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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2장은 공유경제의 정의를 확인하고 국내․국외 운영현황에 대
해 정리해 보았다. 우선, 공유경제를 정의한 기존 문헌들을 확인해 본 결
과, 현재까지 이의 활동범위나 내용에 대해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을 토대로 공유경제
활동을 중심영역에 있는 활동과 주변영역에 있는 활동(core-periphery
activities)으로 구분해 이를 개념화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유
경제의 중심부에 1) 현시점에서 완전히 사용되지 못한 2) 물건, 공간 등의
재화와 서비스를 3) 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사용을 원하는 개인 간에
4)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거나 혹은 무료로 5) 영리 혹은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6) 인터넷 플랫폼을 매개체로 활용해 7) 대여하는 8) 경제활동
이 위치한다고 개념화했으며, 이외에 이와 유사한 경제활동, 즉 B2P 거
래, 소유물의 이전, 돈을 직접 공유하는 활동, 혹은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활동 등도 공유경제의 주변 영역에 위치한 활동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언
급했다.
다음으로 본 장에서는 국내 및 해외의 공유경제 활동 현황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해외의 공유경제 활동을 살펴보면, 비록 2000년대 초반에도
공유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이 설립․운영되긴 했지만, 현시점에서 전 세
계적으로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 특히 2011∼12년 이후였으며, 이에 따라 최근 언론(2013∼14년) 및
학계(2014∼15년)에서도 그 관심이 폭증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공유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는 운송, 숙박, 마이
크로태스크 서비스제공 분야였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와
물건 및 공간이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우버나 에
어비엔비 등 성공한 플랫폼도 등장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 두 기업의
기업 가치를 250억 달러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공유경제의 잠재적 이용자 및 제공자인 미국 및 유럽의 일반대중 상당수
는 공유경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용자나 제공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
는 사람의 비율도 상당한 수준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경우와 그 도입 혹은 활성화되기 시
작한 시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록 해외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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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것이긴 하나, 미국 혹은 유럽과 유사하게 상당수의 공유경제 기업
들이 2010년 초반, 특히 2012년 이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와 동시에 언론의 관심도 2012∼13년에 큰 폭으로 늘어났고, 관련 연구가
증가한 시기도 2014∼15년 정도부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공유경
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 역시 해외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
한데, 단, 다른 나라와 달리 공유경제의 대표적 영역 중 하나인 P2P 카쉐
어링 공유경제 분야가 활성화되지 못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우버도입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공유경제 플랫폼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응한 공유기업은 대체로 매출액(중위값 3천만 원)
이나 인력규모(중위값 5인)에 있어 소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고용관계와 관련해서는 순수한 제공자를 근로자로
고려하는 기업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이에 더해, 일반인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과 공유경제 이용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공유경제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
(7.0%), 이용자(5.3%), 제공자(3.4%)로서의 참여비율은 전반적으로 미국
이나 유럽의 경우보다는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본
실태조사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관련한 의견을 묻기도 했는
데, 실제 공유경제 운영 실태와 달리 20%가 약간 넘는 응답자들이 재화
나 서비스 제공자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덧붙여, 본 장에서는 공유경제관련 정책적 대응 현황도 살펴보았다. 대
체로 우리나라 공유경제 관련 정책전개과정에서 확인되는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
다 큰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 둘째, 공유경제 논의 초반부터 서
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경제 생태계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행위자로 참여해 왔다는 점, 셋째, 세부 정책방향
에 있어 당근과 채찍, 즉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자(예 : 공유서울선언)와 기
존 영역과의 갈등중재 혹은 규칙제정자(예 : 우버 불법으로 규정)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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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장에서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의 흐름 또한 확
인해 보았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해외 및 국내 공히 공유경제 정의, 배
경, 동인, 현황, 이로 인한 영향, 정부역할 등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지속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중 국내 연구의 경우 많은 연구가 공
유경제를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거나 일정 주제에 국한
되어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한층 더
심층적이고 다원화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고용관계와 관련해
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매우 드물어 이와 관련한 연구가 신속히
필요하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공유기업 11곳의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현실 속
공유경제에서 자원제공자-공유기업-자원이용자의 관계맺음은 어떤 형태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유경제 속 행위자들
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짚어보고자 했다. 먼저 본 장의 전반
부에서는 사례 공유기업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행위자
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봄으
로써 공유기업의 일반적 역할과 잠재적 역할에 대해 짚어보았다. 일상적
인 상황에서 모든 공유기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자원제
공자와 자원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간매개자로서 역할이다. 공유기업
은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에게 공유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인터넷 플랫폼)
을 제공하며, 자원을 공유할 때 지급하고 지불받는 금전을 전달하는 채널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유경제에서 공유기업의 역할은 단순한 중개자로
서의 역할을 뛰어넘는다. 공유기업은 공유경제 전체를 관할하는 관리자
로서 1) 자원제공자와 이용자들을 걸러내는 면접자 역할, 2) 공유자원의
거래 가격을 직․간접적으로 조정하는 가격 조정자 역할, 3) 자원제공자
의 업무에 대한 암묵적 평가자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공유기업이 공유경
제 내에서 수동적이고 중립적인 중개자로서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핵심
적인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러나 공유기업들은 공유경제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소
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제공자와 이용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나 도난사고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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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유기업들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책임을 자
원제공자와 이용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수의 공유기업들이
공유거래 중에 벌어지는 피해나 위험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하고 있었
지만, 이들도 직접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을 자원제공자나 이용자에게 돌
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공유경제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많은
공유기업들이 자신의 위치를 중개자로 못 박고 자원제공자와 이용자 사
이의 공유거래나 사건사고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관찰되
기도 했다. 공유경제들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압박을 외부로 분산
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관리업무를 맡기기도 하고,
혹은 일부 자원제공자나 이용자에게 관리기능을 이양하기도 했다. 자원
제공자나 이용자 중에 일부의 사람을 선출하여 다른 제공자나 이용자를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공유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더 많이 관측될 수 있는 흥미로운 현상이라 하겠다.
본 장의 후반부에서는 공유기업의 생산양식을 바탕으로 자원제공자공유기업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증해 보았다. 본 연
구에서는 공유기업과 자원제공자를 기존의 사용자-노동자의 관계로 볼
수 있을지를 해석하려면, 단지 공유기업과 자원제공자의 쌍방관계만을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공유경제라는 생산양식 속에서 공유기업과 자원제
공자의 생산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사용자-노동자의 관계
는 생산요소의 동원양식과 관련이 있다. 사용자는 자본과 토지를 소유한
생산자이며, 노동자는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제공하는 생산자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자원제공자-공유기업을 노동자-사용자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공유경제에서 생산요소들은 어떤 식으
로 동원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유경제의 생산요소 동원방식을 보았을 때, 자원제공자-공유기업 관
계는 다음 세 가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산업경제의 3대 생산요
소(토지, 자본, 노동) 동원방식을 고려한다면, 자원제공자와 공유기업을
기존의 고용관계로 해석하기 어렵다. 자원제공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 노동, 자본을 자원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나 자본
가에 가깝다. 반면 공유기업은 자원제공자를 위해 결제나 알선을 대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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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행노동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공유기업이 얻
는 수익은 결제나 알선을 대행해주고 얻는 중개수수료에 가깝다. 따라서
자원제공자가 공유거래를 하면서 당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해 공유기업에
게 직접적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 산업경제의 4대 생산요소(토지, 자본, 노동, 경영) 동원방식을 고
려한다면, 공유기업들은 공유경제의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공유기업들마다 약간씩 경영방식은 다르지만 유사 프랜차
이즈 모기업처럼 프랜차이즈 분점들을 관리하는 최고경영자로서, 혹은
자원제공자의 자원을 위탁 관리하는 전문경영자로서 실질적 경영권을 크
고 작게 행사하고 있었다. 공유기업이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의 공유거래
를 통해 얻게 되는 수수료는 일종의 수익배당금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4대 생산요소의 투입방식을 고려했을 때, 공유기업은 경영자로서 공유경
제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경제에서 핵심적 생산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생산요소인
디지털자본을 추가했을 때, 공유기업은 디지털자본인 인터넷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는 디지털자본가이다. 인터넷 플랫폼은 자원제공자가 보유하
고 있는 비상품 유휴자원들을 공유상품으로 탈바꿈시켜주는 디지털 컨베
이어벨트(digital conveyor belt)이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은 수많은 자원
제공자와 이용자가 접속하여 상품을 거래하는 디지털 시장(digital market)
이기도 하다. 공유기업은 이러한 인터넷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소유한 디
지털자본가로서 자원제공자와 이용자가 인터넷 플랫폼에 접속하여 공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장으로서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의 유통량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익을 얻어 부가적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러한 디지털 자본수익
(digital capital income)은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상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산업경제에서는 자본
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가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이에 대한 대비책들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자본에 의한 착취대상은 단지 노동자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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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그 세계에서 토지,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도 디지털자본의 착취대상
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공유경제에서 공유기업이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수
익을 올리는 대상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토지와 자본
을 투입한 사람들도 포함한다. 다시 말해, 공유기업의 디지털자본은 자신
의 인터넷 플랫폼에 접속하는 모든 자원제공자와 이용자들의 아날로그
노동, 토지, 자본으로부터 전방위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수익창출 메커니
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본 사례연구를 통해 탐색한 공유기업의 역할과 공유경제의 생산관계를
종합했을 때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유기업과 자원
제공자의 관계를 기존의 고용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반적
으로 고용관계는 산업경제에서 토지와 자본을 소유한 사용주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존재를 전제한 개념인데, 공유경제에서 토지, 노동, 자
본의 투입방식은 기존의 산업경제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공유경
제에서는 기존 아날로그 산업경제처럼 노동자와 자본가가 명확히 이분법
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유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오히려 경
우에 따라서는 공유기업이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의 노동을 일부 대행해주
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토지, 노동, 자본만이 아니라 경영
이라는 4대 생산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유기업은 경영자로서
의 역할을 분명히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제공자도 공동경영자로서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유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산업경제의 틀이 아니라, 디지
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경제의 틀 속에서 보면 공유기업의 영향
력은 거의 압도적이다. 공유기업은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디지털자본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디지털자본가로서 공유경제의 핵심축이다. 자
원제공자와 이용자는 인터넷 플랫폼에 접속해야만 공유상품을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다. 공유기업은 디지털 공유경제의 유일한 통로로서 자원제
공자와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포함하여 부차적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를 보았을 때, 공유기업이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
고와 위험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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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비중과 분담비율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자원제공자
와 이용자에게 공유거래를 통해서 받는 10∼20% 내외의 수수료와 함께,
광고수익, 사업위탁 등 자원제공자와 이용자로 인해 추가적으로 얻는 수
익을 고려해서 공유기업에게도 사건과 위험에 대한 비례적 책임을 물어
야 할 것이다.
제4장은 유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법적 근로자성
문제를 정리해 보았다. 공유경제는 유휴의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공
유형과 유휴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형으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이 중에서 노동법적 분석의 관심 대상은 서비스제공형 공유경제이
다. 서비스제공형 공유경제는 그것을 매개하는 플랫폼의 유형 측면에서
보면 호출형 플랫폼과 군중형 플랫폼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우버나
태스크래빗은 전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아마존 메커니컬 터커나
클라우드플라워는 후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두 가지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에서 나타나는 노동관계를 플랫폼
노동관계라고 부를 수 있다. 플랫폼 노동관계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플랫폼 근로자)의 임금근로자성 문제와 플랫폼의 사용자성 문제가 핵
심 쟁점이다.
전자의 쟁점은 기존의 비임금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와 유사
하다. 즉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상으로는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종속성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보호 가능성에 관
한 문제이다. 최근에 판례는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경제적
종속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종래의 엄격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입법은 산재보
험과 관련하여 경제적 종속성 및 보호필요성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
사자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요건이 엄격하여 플랫폼 근로자를 포
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자의 쟁점은 간접고용의 문제, 즉 삼면적 노동관계가 제기하는 사용
자성의 문제와 유사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성을 근로계약의 당사
자에 한정하지 말고 노동관계에서 수행하는 기능의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외국의 논의(기능적 사용자 개념론)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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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논의로서는 사업의 개념에 착안하여 사업을 지배하는 자 또는 사
업을 관할하는 자를 사업주로서 사용자로 파악하고, 이때 사업은 하나의
기업이나 법인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법의 목적에 따라 복수의 기업을
하나의 사업 단위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동태적 사업 개념론)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제5장은 미국의 공유경제의 현황과 노동법적 논의를 확인해
보았다. 미국은 공유경제 활동이 활발한 대표적 국가 중 하나로, 대표적
으로 우버,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교류가 대규모로 이루
어지고 있다.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가 공유되는 경우, 그러한 서
비스 제공자와 기업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여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
는지 여부는 중요한 노동법적 쟁점이다.
미국의 우버 등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들은 이들이 플랫폼 이용자일 뿐
이며, 따라서 근로자(employee)가 아니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라고 주장하며 노동법적 책임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공유경제 서비스 제
공자들의 근로조건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현실을 살
펴보면 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지배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 스스로의 계
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최근 공유경제 관련 기업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들
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노동법상의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로수당 등을 요
구하는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노동법에서 근로자 판단 방식은 사
용자에게 이들을 지배할 권한(right to control)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노
무제공자들이 경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아 근로자 또
는 독립계약자 중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들
이 법적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실질은 근로자인 자를 형식적으로 독립계
약자로 ‘오분류(misclassification)’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및 사
법적 대응이 있어 왔다.
공유경제의 경우, 특히 최근 많은 화제가 된 우버 및 리프트 사건에서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운전자들을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들이 수행하는 운전 업무에 기업 측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배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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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운전이 우버 및 리프트가 수익을 얻는 영업활
동의 핵심적 부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회사들은 단순한 플랫폼 개발
자가 아니라 운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들은 합의
로 종결되어 결국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리로 확립되지는 못하였으나,
미국에서는 현재 다른 공유경제 기업들에서도 서비스 제공자들의 근로자
성을 다투는 다른 소송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이들 모두 플랫폼을 매
개한다는 점 외에는 전통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서 수행하는 업무들(운
전, 가사노동, 심부름 등)에 관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공유경제 기
업들이 언제까지나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공유경제 관련 종사자들은 근로자성 판단 문제 외에도 플랫폼 이용자
들로부터의 평가로 인한 감정노동 유발 문제, 불안정 노동의 문제, 기술
혁신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는 분야인 만큼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 문제 등
다른 다양한 노동법적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아직 개별적 근로관계법 영
역에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최근의 동향으로 미국
시애틀시에서는 우버 등 앱 기반 운전자(app based drivers)에게 근로조
건 개선을 목적으로 회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조
례가 통과된 것을 들 수 있다.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들의 노동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입법론적 및
해석론적 대응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
에서 기존 노동법의 전통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인 ‘종속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해결방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프랑스의 공유경제의 현황과 노동법적 논의를 확
인해 보았다. 프랑스 경제 전체에서 공유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매
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유경
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도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이 분야에
서 앞으로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 대부분의 견해가 일치한다.
현재 프랑스의 법제에 의하면, 플랫폼과 이 근로자들 사이에 법적 종속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근로자들은 임금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플랫폼은 노동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플랫폼에 경
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공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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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자들의 노동조건과 사회적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몇 가
지 대안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종속성 개념을 도입하여 플랫폼 근로자에게 임금근로자
에 준하는 사회보험법상 보호를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근로자공유기업
제도를 도입하거나 창업고용협동조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두 제
도는 모두 창업과 고용을 결합하는 제도이다. 즉 실질상으로는 자영업자
로서 일하는데 형식은 임금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확대 적용
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서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사용자가 되고,
플랫폼은 바우처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전통적인 노동조합은 임금근로자들
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의 노동조합운
동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소한의 소득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플랫
폼이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고자 한다면, 노
동의 질과 생산성은 떨어질 것이며, 우수한 근로자들은 기업을 떠날 것이
다. 그러면 이용자들도 떠날 것이다. 네트워크의 외부화가 반대로 작용하
는 것이다. 플랫폼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
들의 노동에 의하여 생산된 가치의 일부를 플랫폼이 편취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비록 본 연구가 다양한 국가(한국, 미국, 프
랑스)의 공유경제활동을 대상으로 복수의 연구방법(문헌연구, 사례연구,
실태조사 자료분석) 및 학문적 접근방식(사회학, 법학)을 활용해 이의 이
해를 시도했으나, 그 핵심 연구결과는 한 지점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렴된 결론은 총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째, 공유경제와 고용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의 가치
는 일하는 사람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하고 있든 인간으로서 일정수
준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연구자에 따라 이를 암묵
적으로 함축하고 있기도 혹은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기도 하지만(제4
장), 연구자 모두는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이라는 가치를 염두하고 연구
를 진행했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둘째, 공유경제 분야의 고용관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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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용관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생산요소의 프레임(제3장), 우리나라 및 미국에서의
기존 법적 접근방식(제4장, 제5장)과는 또 다른 형태의 이해가 필요하다
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셋째,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핵심은
본 논의의 중심을 자원제공자보다는 인터넷 플랫폼에 두어야 한다는 점
이다. 다른 기업과 달리 인터넷 플랫폼이 강력한 디지털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제3장), 플랫폼이 해당 사업의 관할권자로서 사업주(=사용자)
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점(제4장), 플랫폼의 생존이나 성공에 있어 가
장 핵심적 요소가 결국에는 자원제공자라는 점(제5장)을 고려한다면, 플
랫폼에게 자원제공자에 대한 일정정도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었다. 넷째, 이 같은 책임
을 부여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
한 법해석 방식을 확장할 수도, 혹은 새로운 범주를 만드는 방식을 고려
해 볼 수 있으며(제4장, 제5장), 책임의 집행주체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플
랫폼에 상당한 책임을 부여할 수도 혹은 국가가 많은 부분에서 정책적 개
입을 시도할 수도(제4장, 제6장)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본 연구의 결론을 따른다면, 향후 남은 과제는 인터넷 플랫폼
의 책임수준을 정하고, 이의 구체적 실현에 있어 인터넷 플랫폼과 국가가
어느 수준에서 역할을 분담할지를 정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를 위해, 공
유경제 활성화 초기단계인 현시점에서(제2장) 최대한 신속하게 민․관
협업체를 구성해 이와 관련한 기준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와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원제공자의 기본권이 유지
되기 어려운 구조(제2장, 제3장)가 지속된다면, 이는 자원제공자 개인뿐
아니라 공유경제 활성화에도 잠재적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관심만이 아닌(제2장),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결국 본 연구를 한 문장으
로 요약하자면, 공유경제활동에 있어 인터넷 플랫폼은 자원제공자들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일정정도의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이의 구체적 실현
을 위해 국가는 명확한 기준이나 방식을 신속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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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상의 내용을 담은 본 연구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최신의 현황을 담고
있다는 점, 근로자성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견해를 종합하고 있다는 점,
이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근로자성에만 집중해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어쩌면 근로자성보다 더
욱 중요할 수 있는 고용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실천적 논의까지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은 본 연구가 갖는 뚜렷한 한계라 판단된다. 앞서 확인한 바
와 같이 공유경제는 이제 시작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며, 이와 관련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본 연구 및 다른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본 주제에 관심을 갖고 위의 논의를 확장해 간다
면, 이는 결국,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서비스 플랫폼 운영자
그리고 잠재적 이용자인 우리 모두의 안녕(well-being)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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