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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부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무성하다. 현
재 진행 중인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적용확대를 두고 산업혁명이
라고 불러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디지털 기
술이 빠르게 발전할 뿐 아니라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업과 경영에 접
목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산업계에서는 어
떤 신기술로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노
동시장과 고용․사회정책을 고민하는 우리 연구원도 변화의 물결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흐를 것인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보고서
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디지털 기술발달은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과 확산을 목격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정규직 노동
자의 고용안정성 문제를 고민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새
롭게 등장한 고용유형에 대하여 고용주를 특정하는 문제, 나아가 노동자
성을 인정하는 문제, 그리고 일을 통해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고민의 지점은 넓어지고 깊어져 있다.
엄밀한 개념정의나 통계자료의 축적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고용형태
의 등장에 주목하고 연구를 시작해준 연구진께 감사를 드린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에 도달해 있을 뿐이다. 다른 나라의 경
우도 우리보다 크게 앞서 있다고 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
는 일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국제적인 연구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2017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김 승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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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플랫폼 경제의 의미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하는 모습을 크게
변화시켰다. 하나는 로봇기술이 공장으로 들어온 것이며(robotization),
다른 하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과정이다. 전자는 주로 인공지능과 결합
한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우려
를 낳는 데 비해, 후자는 전형적인 전일제 정규직 고용관계를 벗어나
는 다양한 고용유형이 탄생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저하될 우려를 낳
는다. 본 연구는 주로 후자에 집중하여 논의하였다.
본 보고서 제3장에서 이철승은 플랫폼 경제의 도래는 곧 근대적
자본주의의 종언을 알리는 소리 없는 혁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
다. 자본, 경영, 토지(건물),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들 간의 관계는 ‘정
보서비스-독립자영업자’ 관계로 전환되었다. 플랫폼 경제를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노동의 자영업화(self-employmentization)
가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곧 ‘노동의 주체화’ 과정인 것은 아니다.
새롭게 등장한 자영자들은 자본가들이 부담하던 거래비용을 떠안고
수요부족의 리스크를 짊어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극도로 낮은 진입
장벽을 지닌 시장에서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에서
자본은 거대한 자유경쟁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과 지대를 가져
가면서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거의 없다. 근대민주주의 국
가에서 제도화한 노동에 대한 보호책임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잡은
것이다.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하여 플랫폼이 노동을 매개하게 된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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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소위 프레카리아트라고도 불리는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게 된
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화 등이 프레카리아트의 확산을 추동하
는 힘으로 꼽히고 있지만, 물적 기반으로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
는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예전 같으면 임금노동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하던 일을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맡기게
되는 경향이 확산되는 것은 자본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동자 털어내기’의 일환이지만(데이비드 와일, 2015), 이것을 보다
손쉽게 만들어주는 것은 디지털기술, 그중에서도 플랫폼을 통한 네
트워크 기술이다.

2. 플랫폼노동 확산 현상
본 보고서에서는 플랫폼 노동을 독립노동자1) 및 프레카리아트라
는 범주와의 관련성 속에 적절히 위치지움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프레카리아트는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노동자 집
단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므로 사회정책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기 때문이며 동시에 이들의 규모와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단일한 성격을 갖는
집단이 아니다. 프레카리아트를 구성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고용유지
기간이 짧은 임금노동자이며, 다른 일부는 더 이상 임금노동자 집단
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들이다. 이들은 독립노동자(independent
worker)이다.
독립노동자는 계급적으로는 자영업자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수의 독립노동자들이 더 이상 독립적이
지 않다는 사실이다. 과거라면 임금노동자였을 이들이 독립노동자의
1) 개인사업자,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어 왔다. 최근에
는 긱(gig) 노동자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요약

ⅲ

형식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고민스러운 유형의 고
용형태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라고 부르기도 한다. 플랫폼 노
동은 독립노동자의 형식을 띠고 있다. 독립노동자는 플랫폼 노동 이
전에도 존재하였으나,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힘입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아직은 플랫폼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노동시장의 구도를 변화시키
는 수준으로 높지는 않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가 속해 있는 독립노
동자 범주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에서 독립노동자는 생산가능인
구의 10～15%이며, 보충소득을 독립노동 형태로 얻는 노동자까지
합치면 이 비율은 30%에 근접한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
겠으나, 우리나라에서도 특고의 규모를 230만 명 이상으로 보는 시
각이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다. 향후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독립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며, 독립노동자 중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차지하
는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의 특징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인 세 가지
이동서비스업종(배달, 퀵서비스, 대리기사)을 관찰하여 그 특징을 다
음과 같이 정리하였다(제3장). 우리나라의 이동서비스 플랫폼 경제
에는 미국과 달리 중간 거간업체가 한층 더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세업종 모두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이동노동 서비스에 플랫폼이 소
개되면서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거간업체는 업종별로 다른
수준의 노동관리와 대소비자관리, 주문업체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서비스 건당 플랫폼업체가 가져가는 비율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은 플랫폼업체의 착취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이 노조나 유사협의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이해를 방어하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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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형편이다.

4. 플랫폼 경제 시대의 대응양식
가. 노동법 관점에서 플랫폼노동자 보호방안
본 보고서의 제4장에서는 노동법의 관점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보
호방안을 분석하였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므로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가 나타나면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해당 당사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누리
는 권리는 그 사람의 사용자가 지게 되는 책임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근로자인
가 아닌가의 문제는 노동보호법제의 영역(개별법)과 노조법의 영역
(집단법)에서 각각 논의되어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전자의 영
역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찾기’의 원리를 다루었다.
출발점은 명시적인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나 계약의 명칭, 근로
자를 부르는 호칭 같은 것들이 근로자-사용자 찾기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와 그 관
계를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는데, 이는 현실에서 다양한 양
태와 해석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판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한다. 어떤 계약이 근로계약인가 아닌가,
그 계약의 주체가 근로자인가 아닌가, 그 계약을 둘러싼 관계가 노동
관계인가 아닌가는 계약의 실질로부터 규명되어야 하는데, 특히 ‘종
속성’이 있어야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보고서 제4장).
종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다지 명확한 과정이 아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경우는 사용자의 대면 지휘명령이 없는 경우가 대부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된다. 디지
털 네트워크의 발달은 사용자가 같은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고도 노동과정을 장악하고 근로자를 지휘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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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한편에서는 자율적 임금근로자가 나타났고, 다른 한편에서는
종속적 자영업자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겉으로 나타나는 양태만
보자면, 누군가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는 존재하
는데, 그 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사용자는 존재하지 않는 고용이 점
점 더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근로자를 누가 지휘명령하느냐의 관계로부터 사용자를 정의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지배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리를 세우는 것이다. 사업을 지배하는 자는 그 지배의 방식이 직접
적이냐, 유보적이냐, 간접적이냐를 불문하고 일정하게 담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종속적 자영업자가 대거 등장하는 혼돈스러운 상황에 대응하는 노
동법적 노력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근로자와
유사한 자들을 노동보호법의 보호범위 내로 끌어오려는 시도이다.
근로자의 지표를 인적 종속성이 아닌 경제적 종속성으로 판단하여
경제적 종속근로자를 노동보호법제로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근로
자와 자영자 사이에 있는 중간영역을 인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셋째, 노동법의 경계를 허물고 노동법을 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반적인 보호법제로 만들어나가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시도는 일견 상호 대립․경쟁관계에 놓이
는 해결방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에게 무엇을 보호해 주려
는 것이냐를 구분하면서 접근한다면 경우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의
시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예컨대,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
고자 한다면, 즉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첫 번째
시도가 아니고는 성취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두 번째 방법, 즉 중간영역을 인정
하여 따로 법을 만드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고용보호와 분리된 일부 권리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반론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산재․고용보험의 적용을 통해 사회적 보호를 넓혀
가려는 목적에는 세 번째 방법이 보다 적합할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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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현실 고용관계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하지만, 이런 변화에 보완적으로 독립자영업자를 둘
러싼 불공정계약을 규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근로자에 대한 노동
법상 의무들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 자영업자(bogus self
-employment)’의 발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자영
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호주의 독립자영업자법은 자영업자의
계약 체결과 이행에서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간소화된 절
차를 통해 구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영자를 보호하는 사례이다.
나. 사회보장 측면에서 플랫폼노동자 보호방안
플랫폼 노동자와 그 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 사회보험제도
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임금근로자의 고용이 단기화되는 현
상 때문에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소득보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가입 근로자
를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용형태가 자
영자와 유사한 모습을 띠는 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라면,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소득보장체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서는 완전히 배
제된 것은 아니지만 기여하는 방식이 임금근로자와는 전혀 다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극히 일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료 기여방식도 다른 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크게 불리한 구조이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제도적으로 특고와 자영자를
포괄하고 있지 않다.
본 보고서 제6장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
득 논의의 배경과 관련된 논쟁들을 소개하였다. 디지털 기반의 긱경
제에서는 노동이 주문형 노동력(workforce on demand), 액체 노동
(liquid labour),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등으로 활용된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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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들이 비정형 근로형태의 노동자, 프리랜서, 독립계약자 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Katz and Kruger, 2016; Manyika et
al., 2016; Sundararajan, 2017; Intuit, 2015 등). 기본소득은 임금노동
이외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모든 사람들에
게 부여한다는 가치를 추구할 뿐 아니라, 구직자들의 협상력을 높여
서 일터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한편,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감퇴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핀란드가 시행 중인 실험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지만, 무직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실업급여에
비해 더 많이 근로인센티브를 줄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본소득
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다. 이
부분은 기본소득과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논쟁인 재정적 실현가능
성과 동전의 양면을 형성한다. 기본소득을 얼마로 책정하고 대상을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사회보장제도 확대강화
와 견주어 어느 쪽에 더 먼저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에 따라 이 두 가
지 논쟁은 달리 전개될 것이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복지학자뿐 아니라 일부 글로벌기업
CEO까지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
하다.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기술발달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는 소
득과 부의 불평등을 극도로 심화시킬 것이므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노동자는 사회적 보호체계 내에서 기본적
인 소득보장을 받아야 한다.
본 보고서 제7장에서는 당면한 현실세계의 문제와 지금보다 보편
적인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본소득론자
들과 공유하면서도 조금 다른 대안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사회보험
중심의 소득보장체계를 유지하되, 재원마련에서 조세의 기여를 부가
하면서 급여수급 대상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방향이다. 이
런 방법은 이미 북유럽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가 사회보험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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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누구인지 분명한 노동자는 사회보험료를 노동자와 고용
주가 반분해서 내고, 그렇지 않은 취업자는 스스로 전액을 부담하거
나(국민연금), 다른 원리로 보험료를 책정하거나(건강보험), 가입대
상에서 제외되는(고용보험, 산재보험)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야 한
다. 누구든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회보험료를 내고 이를 근거
로 소득이 단절되었을 때(실업, 출산, 노령 등), 기존 소득에 비례하
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을 갖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용주는 피용자의 임금뿐 아니라 다른 몇 가지 추가적인 기준을 적
용하여 사회보험세(가칭) 방식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고안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면, 사회보험
료에는 로봇을 많이 이용한 기업에 추가적인 기여를 요청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도 같은 논리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여를 요구할 수 있다.
사회보험개혁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커버리지를 대폭
확대한다면, 디지털 기술발달로 크게 위축된 노동계급의 자본에 대
한 협상력이 향상될 것이며, ‘바닥을 향한 질주(race to the bottom)’
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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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디지털 플랫폼시대와 노동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현재진행형이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기술발
달과 이에 따른 산업의 변화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세간의 의견은 나뉘는 편이지만, 이 논쟁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하면서 노동의 양상도 빠르게 변해 가고 있다는 점
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언제, 어디에서 일하는지, 생산도구는 무엇인
지에도 깊이 영향을 미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고용관계 자체를 변화시
킨다. 고용주와 피용자의 관계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모습을
띠지 않게 된다.
지배하되 책임지고 싶지 않은 자본의 속성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디지
털 기술의 발달이다. 미래에 노동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갈지 상상해 보
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는 세월이 흘
러도 변하지 않는 속성, 또는 예측 가능한 일정한 환경이며, 다른 하나는
이전과는 달라지는 환경, 즉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다. 자본주의 경제체
제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면, 자본의 본질적인 속성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이용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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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되 이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속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속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나, 지배하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기술과
환경, 그리고 정치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되게 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노동의 모습에 변화를 초래할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전통적인 지배-종속관계의 노자관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유형을 확산시킨다.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노동자
들을 공장에 모아놓고 생산노동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때에는 노동과정을
직접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필요했다. 위계적인 조직을 만들고 내부노동시
장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지배를 관철할 다른 방법들이 있다. 아웃소싱(outsourcing)이나 사
내하청(in-house subcontracting), 특수형태고용(independent contractors),
프랜차이즈(franchise)가 그것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프레카리아트’를
구성한다. 물론 이런 고용유형들이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
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노동은 주변부 노동시장에 존재하였고, 개발도상
국가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비공식노동(informal work)의 형태를 띠기도
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이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이러한 일
자리의 규모와 비율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2006년에 소위 ‘비정규직법’을
제정할 때 정책입안자와 관련 연구자들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기간제를
비롯한 한시적 근로자 범주였다. 그런데 단지 10년이 지났을 뿐인 지금,
간접고용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제2절 연구목적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하는 모습을 크게 변
화시켰다. 하나는 로봇기술이 공장으로 들어온 것이며(robotization), 다른
하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새로운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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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모델을 창출한 과정이다. 전자는 주로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계가 인간
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우려를 낳는 데 비해, 후
자는 전형적인 전일제 정규직 고용관계를 벗어나는 다양한 고용유형이
탄생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저하될 우려를 낳는다. 이 글에서는 주로 후자
에 집중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프레카리
아트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체계의 대전환을 모색
하고자 작성되었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이 확산된다는 것이
갖는 노동시장적 의미와 이것이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의 유지․발전에 왜
도전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디지털 플
랫폼 경제가 초래하는 일자리 유형의 다양화라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천
착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매우 일천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플
랫폼 노동의 의미를 단순히 현상의 기술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에서 한 발
자국 더 나아가고자 한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을 단순히 고용의 불안정성
을 증가시키는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플랫폼 노동이 초래하는 프레카리아트화는 ‘노동계급의 분화’를 의
미하는 것이다. 즉 고용의 단기성 문제를 넘어서 노자관계의 변화라는 방
향을 가리키고 있다.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자의 증가라는 방
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의 현실
을 얼마간의 실태조사(면접조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플랫폼 노동은 크라우드 워크(crowd-work)보다는 호출형 플랫폼
노동 또는 긱 노동자(gig worker)의 증가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 이전부터 ‘이동노동’이라고도 불리
는 여러 가지 배달노동이나 대리운전 같은 일자리들이 널리 퍼져 있었는
데, 여기에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기술이 얹히면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세 번째 목적은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프레카리아트의 전면적 부상,
그중에서도 디지털특고 노동자의 확산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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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과 노동의 권력은 비대칭적이므
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노동법적 보호와 사회보장적 보호를
통해 발전해 왔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
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노동법적 대응이다. 출발점은 누가 노동자인지
를 식별하는 데 있다. 과거에도 노동자를 식별하는 것이 언제나 손쉬운
것은 아니었으나, 디지털 기술발달은 이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법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대응방식으로 사회적 보호를 통한 소득보장이 있다. 프레카리
아트의 확산, 그중에서도 디지털 플랫폼이 매개하여 탄생하는 애매한 반
(半)자영자의 증가는 사회보험체계가 뿌리박고 있는 물질적 기초를 흔들
어 놓을 수 있다. 고용불안정성의 심화는 사회보험 미가입의 문제를 낳고,
노동계급에서 특고와 자영자가 분화되는 현상은 사회보험이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일군의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복지국가들은
최근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
도 이 보고서의 역할이 될 것이다.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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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디지털 기술발전과 플랫폼 노동

1.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개념들
가. 공유경제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해외 기업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
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보다는 다소 늦은 2010년 초반부터 공유경
제기업들이 증가하였다. 그에 비해 공유경제에 대한 연구들은 국내외를
비롯하여 2010년 전후에 노동, 경제, 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수행되
었다.2)
공유경제의 범위와 유형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
에 대한 정의나 개념은 아직까지 단일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러
한 배경에서 공유경제 관련 국내 연구들에서는 공유경제의 등장배경, 정
의, 유형, 특징에 대하여 해외 연구들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분석을 수행
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2) 길현종․박제성․김수영․박은정․이다혜(2016),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한국노
동연구원,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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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공유경제의 등장배경
기존 연구들에서는 공유경제의 등장배경으로 경제환경적 변화의 측면,
인구변화적 측면, 정보통신기술(ICT)발전의 측면을 중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먼저 경제환경적 변화의 측면에서는 2000년대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저성장, 실업, 취업난, 가계소득의 저하
등의 경제 불황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소장가치’보다는 ‘사용가치’에 비중을 두게 되면
서, 소비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필요한 물건을 새 것으로 구
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나 교환, 중고물품으로 구입하여 비용을 절약하
고,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물건이나 공간 등을 대여하여 새로운 소득을 창
출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이러한 능동적인 방식으로 ‘프로슈머’로서 시
장 변화에 참여하여3) 공유경제의 기반을 넓힌 것이다.
둘째, 인구변화적 측면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영향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등장이라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개인 방 이외에 거실이나 창고 등의 유휴 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
스가 등장하게 되고,4) 기존의 대량생산 및 과잉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환
경문제에 대한 개인의 인식 변화로 한번 생산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려는 수요․공급의 행태들이 나타난 것이다.
셋째는, 정보통신기술(ICT)발전의 측면이다. 급속도로 스마트폰이 보
급되면서 공유경제의 주된 수요층들이 디지털 커뮤니티를 활용한 소규모
거래, 교환, 대여, 지식 공유 등의 공유형 소비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3) 박문수․김천곤․고대영․이동희․이순학(2016),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업 성장전략, 산업연구원, pp.50～51.
4)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Airbnb 법’이라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는데, 입법과
정에서 유휴자산을 보유하고 공유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나 저소득층, 의료
비 지출이 큰 가구에 대하여 숙박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법청원이 제출된
바 있다(김민정․이화령․황순주(2016),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기대효
과와 우려요인 및 정책적 함의, 한국개발연구원,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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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비즈니스와 결합하여 ‘ICT기반 융․복합형 산업’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5)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구변화적 요소와 결합하여 공유경제
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PC 등
디지털 기기에 친숙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대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자산에 대한 관점이
소유보다는 사용권(access)의 확보로 옮겨졌다는 것이다.6)
그 밖에 언급된 공유경제의 등장 배경에는 ‘규제의 부재’라는 요인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기존 법률에 저촉되거나 기존 산업에
영향을 주는 형태의 거래인 경우에는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어 공유경제
등장배경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7)
2) 공유경제의 정의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2008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이라는 미
국의 법학 교수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사람들 간에 상품과 서비
스를 무료 또는 유료로 서로 공유하는 체계’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와
달리, 로렌스 레식 교수는 “거래되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누구의 소유도
아닌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초로 하는 경제”라고 정의하고
있다.8)
로렌스 레식 교수가 정의하고 있는 공유경제는 대가가 없이 이루어지
는 순수한 의미의 ‘공유’ 또는 ‘물물교환’ 등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나
5) 김민정․이화령․황순주(2016),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기대효과와 우
려요인 및 정책적 함의, 한국개발연구원, pp.20～22; 박문수․김천곤․고대영․이
동희․이순학(2016),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업 성장전략, 산업연구원,
p.51.
6) 김민정․이화령․황순주(2016),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기대효과와 우려
요인 및 정책적 함의, 한국개발연구원, p.21.
7)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공중위생법｣에 따라 Airbnb의 공급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뉴욕 주 검찰에서 Airbnb를 통해 중개되는 숙박
시설의 72%가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국일보(2014), ｢뉴욕 검찰 “Airbnb 불
법” 압박｣, 2014. 10. 17).
8) 박문수․김천곤․고대영․이동희․이순학(2016),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업 성장전략, 산업연구원,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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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는 IMF 구제금융 요청 사태로 시작된 1998년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9)라는 ‘아나바다 운동’을 국내 공유경제의 초기 모습
이라고 보기도 한다.10)
[그림 2-1] 공유경제를 의미하는 유사 용어들11)

자료 : 각주 11의 문헌 참조.

9) 위키피디아, ‘아나바다 운동’.
10) 길현종․박제성․김수영․박은정․이다혜(2016),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한국노
동연구원, p.151.
11) 참고1. 길현종 외(2016),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한국노동연구원, pp.5～6(모두를
위한 경제(Economy of Communion)․나눔의 경제(공유경제)(sharing economy)․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협력 경제(collaborative economy)․접
근중심소비(access-based consumption)․그믈망(the mesh)․임시직(긱) 경제
(gig economy)․주문형(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
참고 2. 공유허브 홈페이지(http://sharehub.kr)(2016), 레이첼 보츠먼이 정리한 공
유경제 용어-THE SHARING ECONOMY: DICTIONARY OF COMMONLY
USED TERMS-(접근경제(Access Economy)․순환경제/순환형 경제(Circular
Economy)․선물 경제(Gift Economy)․피어 경제(Peer Economy)․렌탈경제
(Rent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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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0년 이후 공유경제의 의미는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근래 정
의되고 있는 공유경제는 ‘무상의 공유’라는 협업 소비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정한 경제적 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
간적 측면에서도 오프라인의 형태인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품의
공유 및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 활동의 결과로 제공자
의 경우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사용자의 경우 경제적인 비용을 감소
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12)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유경제의 등장과 함께 ‘공유경제’를 정의하
고 개념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라는 용
어가 나타난 지 10년이 채 안 된 현시점에서도, 경제적․공간적․세대적
변화에 따라 공유경제의 형태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 한 가지의 동일한
의미로 고착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자의 중점 분야에 따라 공유경제를 다양한 용어로서 제시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사람들 간에 상품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고, 이를 무료 또는 유료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유하는 체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공유경제’ 용어의 다양성만큼이나, 공유경제를 정
의하기 위한 접근방식에 있어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실례
를 포함하여 제시해 오고 있다.13)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연구 분야 및
연구 목적에 따라 공유경제의 특정한 요건이나 특징을 포함시켜 정의하
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14)
기존 연구들에서는 모두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플랫폼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다만, 거래의 내
용, 거래 당사자, 금전적 대가 등에 대하여는 연구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
분석을 하고 있다.
먼저 길현종 외(2016)에서는 영리 혹은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12) 박문수․김천곤․고대영․이동희․이순학(2016),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비
스업 성장전략, 산업연구원, p.53.
13) 길현종 외(2016),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한국노동연구원, pp.6～11.
14) <표 2-1>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개념에 번호를 매기고 있는 것은 필자
가 정의 내용에 있어 요건적 요소를 보여주기 위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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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연구 분야별 공유경제의 정의
분야

정의 내용

출처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를

노동

1)
2)
3)
4)
5)
6)
7)
8)

현시점에서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물건, 공간 등의 재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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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현종 외
(2016)

로 정의한다.”
“본고에서 인식하는 공유거래의 핵심적인 특성은

경제

1)
2)
3)
4)

ICT를 활용한 거래의 중개
시장가격에 의한 거래
서비스 거래
유휴자산을 활용한 거래

김민정 외
(2016)15)

이다.”
“본 연구에서의 공유경제는

산업

1) 거래 대상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박문수 외
2) 거래 형태가 공급자로서는 개인 또는 기업이 존재하며
3) 반드시 독립된 플랫폼 중계자를 통해 개인 이용자와 거래가 (2016)
이루어지는 형태
를 공유경제로 정의하기로 한다.”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을 매개로 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해당 재화와 서비
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간에 대여 활동을 한다는 의미에서 ‘제공자가
있을 것’, ‘대여활동일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공유경제의 초기 정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B2P거래나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이전, 금전
을 공유하는 활동, 공공기관 주도 공유경제행위 등의 공유경제 주변부에
있는 여러 활동들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공유경제 활동으로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노동 분야라는 연구의 특성상 고용관계를 다양한
15) 김민정․이화령․황순주(2016),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기대효과와 우
려요인 및 정책적 함의, 한국개발연구원,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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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포함하고자 이와 같이 정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16)
김민정 외(2016)에서는 길현종 외(2016)와 비슷하게 서비스의 내용이
‘유휴자산일 것’과 공급자가 ‘유휴자산을 보유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
고 있다. 특히, ‘시장거래’라는 요소를 포함하여 유휴자산을 이용한 거래
가 시장가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무상공유나 공정무역운동 등과 같은 비영리 거래를 공유경제의 사례로
보고 있지 않음으로써, 전통적인 방식의 공유경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공유경제를 ICT온디맨드 경제와 분리된 개념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사회
적 배려계층의 소득증대, 대면거래로 인한 안전위험, 유휴자원 활용을 통
한 환경비용의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17)
박문수 외(2016)에서는 공유경제의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 공유경제의
유형, 범위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를 이루는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는 공급자, 수요자, 매체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급자와 이용자 간
의 거래도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거래 대상에 제한을 두
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 또는 기업의 공급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개인 이
용자’에 대한 거래로 이루어지는 P2P 또는 B2P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3) 공유경제의 유형
공유경제의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에서는 공유경제
의 공급자, 수요자, 매개체를 특정 요건으로 하여 공유경제를 개념화하고
있다. 정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유경제의 요건
들을 유형화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공유경제의
유형을 주로 공유내용과 공유주체를 중심으로 나누고 있다.18)
16) 길현종․박제성․김수영․박은정․이다혜(2016),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한국노
동연구원, p.12.
17) 김민정․이화령․황순주(2016),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기대효과와 우
려요인 및 정책적 함의, 한국개발연구원, pp.15～18.
18) 박문수 외(2016)에서는 공유경제의 유형 분류에는 ‘제공서비스’와 ‘공유주체’ 이외
에도 ‘거래 방식’을 포함하여 소개하고 있다. 거래 방식은 공급자인 회사 또는 개
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유, 대여, 교환 등의 방식으로 거래함으
로써, 제품의 ‘소유’개념이 아닌 ‘사용’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제품의 상태
를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을 의미한다(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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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공유내용별 분류
유형

상품공유형 공유경제

서비스제공형 공유경제

공유 내용

유형의 상품

무형의 서비스

사업 예시

숙박장소, 사무공간, 매장,
독서실좌석

교육, 요리, 여행안내,
번역, 운전

자료 : 길현종․박제성․김수영․박은정․이다혜(2016),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한국
노동연구원, p.152 재구성.

우선 공유내용의 경우 공급자가 제공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상
품공유형 공유경제’와 ‘서비스제공형 공유경제’로 구분된다.
‘상품공유형 공유경제’란 공유내용이 숙박장소, 사무공간, 매장, 독서실
좌석 등과 같은 유형의 상품을 일컫는다. 공급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의
공유내용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형식이다. 상품공유형 공
유경제는 현행 법률에서 공유내용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15년 서울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은 Airbnb를 통
해 주택을 대여해 준 사건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
을 선고한 사건이 있다.19)
‘서비스제공형 공유경제’란 공유내용이 교육, 요리, 여행안내, 번역, 운
전 등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인 경우를 말한다. 공급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수요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공
급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서비스제공형 공유경제 중 대표적인 사업
은 Uber택시 영업일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택시업과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Uber택시 영업행위는 불법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무형의 특정한 서비스
가 공유의 내용이 되는 경우, 현행 관련법제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문
제가 되고 있다.20)
김천곤․고대영․이동희․이순학(2016),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업 성
장전략, 산업연구원, pp.55～56). 다만 기존 연구들에서 공유경제를 이루는 주요
분야(차량, 숙박, 공간, 장비 등)의 거래 방식을 대여의 방식을 포섭한 공유의 방
식으로 인식하고 있어 거래 방식의 유형을 별도로 살펴보지는 않도록 한다.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자 선고 2015고정321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고정2347 판결.
20) 길현종․박제성․김수영․박은정․이다혜(2016),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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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공유주체별 분류
유형

공유주체 간 관계

대표 기업

P2P유형

개인-플랫폼-개인

Airbnb

B2P/P2P 혼합 유형

개인/기업-플랫폼-개인

다날 쏘시오

B2P유형

기업=플랫폼-개인

쏘카

B2B유형

기업-기업

협동조합이나 협업적 가상기업

자료 : 박문수․김천곤․고대영․이동희․이순학(2016),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
비스업 성장전략, 산업연구원, p.63 재구성.

공유주체의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 형태에 따라 P2P유형(개인플랫폼-개인), B2P와 P2P의 혼합 유형(개인/기업-플랫폼-개인), B2P유
형(기업-플랫폼-개인), B2B유형(기업-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공유경제는 초기에는 개인 간의 거래인 P2P유형에서 점차 거래의 범
위가 확대되면서 기업 간 협력 및 협업까지 공유경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P2P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숙박을 공유내용으로 하는 Airbnb가 있으
며, 개인 공급자가 유휴자원을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다른 개인에게
공유하는 형태로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다. B2P
와 P2P의 혼합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생활용품이나 유아용품 등의 상품을
공유하는 다날 쏘시오가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유휴자원이 필
요한 개인에 대하여 중계해 주는 서비스이다. B2P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차량 공유업체인 쏘카가 있으며,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자가 기업으로 한
정되어 비즈니스화된 광의의 공유경제로 불리고 있다. 기존에는 대여 서
비스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즈니스화된 공유경제가 순수한 의미의
공유경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존재한다. B2B 유형은 기업
간의 협력 및 협업에 대하여 공유경제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표적
으로 협동조합이나 협업적 가상기업이 소개되고 있다. B2B 유형은 아직
까지 일반적인 형태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21)

동연구원, pp.152～155.
21) 박문수․김천곤․고대영․이동희․이순학(2016),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비
스업 성장전략, 산업연구원,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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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플랫폼
1) 플랫폼의 정의
(디지털) 플랫폼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교
환(공급과 수요)을 매개하는 장치를 말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과 동일
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플랫폼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함에 따라 그 정의와 유형에 대하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에 대한 용어적 해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 용어
로 plateforme은 “평평하기는 하지만 주위보다 약간 높이 돋우어 놓은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평평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수평성을 갖
고 있지만, 공간적 배치를 통하여 특정한 행위 또는 가치를 조장하는 기
본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22) 다른 뜻으로 플랫폼은 기차역의 승강장 또는
로켓 발사대, 연단 등을 가리키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
에서 “디지털 연관 활동들이 전개되는 온라인상의 기반”을 가리키는 것
이다.23)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전형적인 삼면적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형성되는
‘플랫폼 자본주의’로 인한 경제적 종속 상태, 경제적 폭력으로부터 플랫폼
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나타나면서 플랫
폼을 정의하고, 유형화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플랫폼을 기
반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독립계약자, 자
영업자가 되었는데, 그 결과 비임금근로자로 간주되어 노동법상 적용 범
위의 제한을 받고 있다.24)
2) 플랫폼의 유형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플랫폼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사업 방식에 따
22) 길현종․박제성․김수영․박은정․이다혜(2016),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한국노
동연구원, pp.157～158.
23) 박제성(2016), ｢플랫폼 노동 혹은 크라우드 워크｣,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8월
호, 한국노동연구원, p.3.
24) Josépha Dirringer(2016), ｢고용의 우버화와 사회법의 응전｣,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9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34～35.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범위

15

라 크라우드 워크, 주문형 앱노동, 플랫폼 노동 등의 다양한 용어와 종류
를 제시하고 있다. 길현종 외(2016)에서는 플랫폼 노동을 지칭하는 다양
한 용어를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호출형 플랫폼’과 ‘군중형 플랫폼’이
라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호출형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과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가입 또는 등
록하는 방식으로 약정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리고 플랫폼 이용자가 컴퓨
터 또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원하는 서비스(택배, 음식
주문, 대리운전, 심부름 등)를 요청하게 된다. 그리고 플랫폼 이용자의 주
문 메시지를 클릭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고 대가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군중형 플랫폼은 서비스 이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플랫폼상의 불특
정 다수가 조각노동을 제공하면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완성된 형태로 제
공하는 플랫폼이다. 이를 크라우드 워크 또는 크라우드소싱이라고도 부
른다. 그러나 군중형 플랫폼(크라우드 워크)을 플랫폼 노동으로 보지 않
는 견해도 있다.25) 실제로 개인에 대한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정보
통신기술 기반의 가상공간에서 특정한 과업을 불특정 다수에게 위탁하는
방식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26) 플랫폼 유형에 따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하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2.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노동유형
가. 플랫폼 노동
플랫폼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업무위임자와 플랫폼 노동자
의 중재자 기능을 하는 인프라로 해석된다. 크라우드 워크와 주문형 앱노
동(호출형 노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25) 길현종․박제성․김수영․박은정․이다혜(2016),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한국노
동연구원, pp.161～163.
26) 황덕순 외(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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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27) 그러나 업무 제공 및 수행
방식에 따라 크라우드 워크와 주문형 앱노동은 구분이 가능하다.
1) 크라우드 워크
크라우드 워크라는 용어는 2006년 처음 아웃소싱의 새로운 단계로서
소개되었다.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한 공개 모집 방식을 활용하여, 불특정
한 개인들을 거대한 인력시장으로 바라보고 작업을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이때 기업과 불특정 다수를 매개하는 것이 인터넷 인프라이다.28) 이러한
의미에서 크라우드 워크(크라우드소싱)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은 업무위
임자(크라우드소스 제공자)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크라우드에게 특정한
업무를 위탁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9)
크라우드 워크는 노동력과 전문지식을 저렴한 비용으로 아웃소싱함으
로써 가치창출 및 결과물에 대한 점유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온라인 과
업을 중심으로 하는 크라우드 워크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국적을 초월
하는 ‘원거리’상의 과업지시와 평가, 보수 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노
동인력을 제공하는 크라우드 워커에 대하여 법적, 도덕적 의무가 없다.
반면, 오프라인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 육아, 원예 등과 같은 기존
의 비공식적 근로를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함으로써 이를 조직화하고 디지
털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가 됨으로써 스스로 관리할 수 있
게 하는 긍정적 측면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30)
황덕순 외(2016)에서는 플랫폼 기반 크라우드 워크의 주요 특징과 속성
을 규명하고자 크라우드 워크를 유형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급 또는
무급이라는 ‘보수 지불 유형’과 업무위임자(크라우드소스 제공자)와 크라우
27) 길현종․박제성․김수영․박은정․이다혜(2016),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한국노
동연구원, p.161.
28) 황덕순 외(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267, p.17.
29) Wolfgang Däubler and Thomas Klebe(2016), ｢크라우드 워크 : 새로운 노동형태 사용자는 사라지는가?｣,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31.
30) 황덕순 외(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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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크라우드 워크의 유형
유형

보수 형태

주도자

온라인 과업
크라우드 워크

유급

‘플레이버(Playbor)’
크라우드 워크

투기적
업무
또는 무급 위임자

물질적 지원을 받는
유급
크라우드 워크
전문지식 기반
프리랜스 크라우드
워크

업무
위임자

예시
-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MTurk)
- 크라우드플라워(CrowdFlower)
- 쓰레드리스(Threadless.com)
- 이노센티브(InnoCentive.com)

크라우드 - 에어비앤비(Airbnb)
워커
- 테스크래빗(TaskRabbit)

투기적
크라우드 - 애플(Apple Inc.)
또는 무급 워커
- 구글 플랫폼(Google Cloud Platform)

자료 : 황덕순 외(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25 재구성.

드 워커31)라는 ‘주도자’라는 두 차원을 결합하여 크라우드 워크를 4가지
이념형적 유형으로 조감하였다.
온라인 과업 크라우드 워크란 업무위임자의 작업 게시, 관련 허브 제
공, 과업 특정, 품질 평가 기준 제시, 마감일 설정, 보수 수준 규정이라는
다소 복잡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근로자성
인정이라는 잠재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중형 크라우드 워
크 중 가장 큰 범주를 대표하고 있다.
‘플레이버(Playbor)’ 크라우드 워크란 play와 labor의 합성어로, 오락 및
쾌락과 노동을 연계함으로써, 첨단 기술 회사를 위한 잉여가치의 생산 및
이익 극대화라는

결과를 창출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스레드리스

(Threadless. com)와 이노센티브(InnoCentive.com)가 있는데, 온라인 커
뮤니티에 크라우드워커 또는 참여자들이 자신이 만들거나 해결한 결과물
을 업로드함으로써 기업에 기여하는 형식이다. 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
여 각 경쟁자가 솔루션 제공을 위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에 따른 우
승 또는 준우승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기도 한다. 즉, 플레이버 크라
31) 황덕순 외(2016) 연구에서는 업무위임자(크라우드소스 제공자)를 요청자로 표현
하였고, 크라우드 워커를 작업자로 표현하였으나, 이 절에서는 업무의 제공 및 수
행 방식에 따라 크라우드 워크를 호출형 노동과 구분하고 있어, 업무위임자와 크
라우드 워커로 부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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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 워크는 대회 상금과 같은 부가적인 이익은 창출하지만, 노동의 대가
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형태는 아니다.
물질적 지원을 받는 크라우드 워크는 P2P 형태의 거래를 기반으로 업
무위임자와 크라우드 워커의 대면 접촉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주로 아파트 임대, 집안일, 자동차 같이 타기 등의 실생활과 관
련된 교환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공유경제의 개념과 가장 밀접하다. 특
히 오프라인으로 업무위임의 직접적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라우
드 워크에서 분류되기도 하는데, 주요 기업의 디지털 플랫폼이 유급 노동
의 제공 및 공급의 조정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라우드
워크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전문지식 기반 프리랜스 크라우드 워크는 크라우드 워커로 하여금 플
랫폼에 자신의 기술, 서비스, 제품의 기부를 유도하는 형식을 말한다. 디
지털 플랫폼을 중앙집중식 유통 자원의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에 대한 접
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크라우드 워커가 개발한 기술, 서비스, 제품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애플과 구글 플랫폼에 앱을 제
공하는 단독 개발자를 들 수 있다. 크라우드 워크의 결과물(가령, 애플리
케이션)을 크라우드 워커가 직접 제공함으로써 크라우드 워크에 진입 장
벽은 없지만, 크라우드 소스 제공자(업무위임자)가 선금을 지불하지 않는
다. 다만, 크라우드 워커가 가이드라인 내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플랫폼상
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 거래의 일정 비율을 갖게 된다.32)
2) 주문형 앱노동
주문형 앱노동은 ‘호출형 노동’, ‘특고’ 등의 유사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노동유형에 집중하
고 있기 때문에, 먼저 주문형 앱노동을 호출형 노동 및 특수형태근로종사
자의 개념과의 구분을 통하여 주문형 앱노동의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호출형 노동은 2010년 전후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개념이다. 호출형 노
동은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인
32) 황덕순 외(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p.24～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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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하고, 수행한 근로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2011
년 영국에서 수행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호텔이나 외식산업 부
문의 호출형 근로계약의 이용이 19%,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부문의 61%
가 호출형 근로계약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호출형 노동자
의 근로자 지위와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나타났다.33) 앞서 살펴본 ‘공
유경제’의 개념이 초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유휴자원을 교환하는
순수한 방식에서 정보통신기술이라는 플랫폼 기반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변화한 것처럼,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호출형 노동 역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앱노동의 일환으로 분류되고 있다.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
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
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라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의한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국내법상 업무상 재해의 보호 대상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노무의 제공 방식이 계약을 맺는 형식과 관계
없이 노무 제공의 형식이 근로자와 유사하다는 점에서는 주문형 앱노동
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적 규율 대상으로
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노무제공의 형태를 가리키는 주문형 앱노동과는
다른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호출형 노동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태가 없지만 업
무위임자의 요구에 따라 노무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주문형 앱노동과 비슷한 업무 수행 형식을 갖고 있다. 다만 용어가 사용
되는 영역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하에
서는 주문형 앱노동의 운영 방식과 사례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주문형
앱노동의 특징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33) 정민아(2014), ｢영국의 호출형 근로계약의 실태와 쟁점 및 논의｣, 국제노동브리
프 2014년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44～53.
34) 황덕순 외(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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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형 앱노동은 서비스 노동을 중개하는 방식으로서, P2P방식 또는
O2O방식이라고도 한다. 개인과 개인을 플랫폼을 통해 연결하거나, 온라
인상에서 고객을 모아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 서비스가 애플
리케이션을 통해 이용되는 방식을 말한다.35) 이러한 주문형 앱노동은 단
순히 플랫폼을 사이에 두고 특정한 자원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지
<표 2-5> 주문형 앱노동의 유형 및 앱노동 수행 절차 : 음식배달을 중심으로
유형

음식 주문형 앱노동 절차

전통적인 음식배달

① 고객이 전화로 음식점에 주문

서비스 유형

② 음식점에서 직점 음식배달

음식 주문 이후
배달과정만 앱을
통해 중개 유형

① 고객이 전화로 음식점에 주문
② 음식점에서 앱배달 업체에 배달위탁
③ 앱배달업체에서 앱배달 종사자에게 앱호출
④ 앱배달 종사자들이 음식점에서 음식 수령
⑤ 앱배달 종사자들이 음식점에 대금을 선지급
⑥ 앱배달 종사자들이 고객에게 음식 배달 및 대금 수령

음식 주문과 배달이

① 고객이 앱주문 업체를 통해 음식주문
② 앱주문에 따라 음식점에서 조리

각각의
앱대행(주문/배달)업
체를 통해 중개되는

③ 음식점에서 앱배달 업체에 배달위탁
④ 앱배달 업체에서 앱배달 종사자에게 앱호출
⑤ 앱배달 종사자들이 음식점에서 음식 수령

유형

⑥ 앱배달 종사자들이 음식점에 대금을 선지급
⑦ 앱배달 종사자들이 고객에게 음식 배달 및 대금 수령
① 고객이 앱주문 업체를 통해 음식주문

주문과 배달이
② 앱주문에 따라 음식점에서 조리
하나의 앱대행(주문+ ③ 앱주문 업체에서 앱배달 종사자들에게 앱호출
배달)업체로
④ 앱배달 종사자들이 음식점에서 음식 수령
통합되는 유형

⑤ 앱배달 종사자들이 음식점에 대금을 선지급
⑥ 앱배달 종사자들이 고객에게 음식 배달 및 대금 수령

자료 : 황덕순 외(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 한국노동연구
원, pp.49～50 재구성.

35) 황덕순 외(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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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 아니라,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특정한 자원의 생산자(음식)
와 배달 서비스의 제공자(배달업체)가 존재한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에
따라 황덕순 외(2016)에서는 주문형 앱노동을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음식배달 앱노동의 업무 수행 절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문형 앱노
동은 고객, 음식점, 앱대행(주문/대행)업체 등의 다자적인 관계를 보여주
고 있다. 이 유형에서 나타내고 있지 않는 신용카드 결제와 플랫폼 노동
에 대한 고객의 평가 시스템까지 고려한다면, 주문형 앱노동의 이용 방식
을 개념화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앱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 방식, 산재보상, 열악한 업무
환경 등의 문제에 따라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점차적인 법적 보호를 하고
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 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이다.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라 기존의 임금 노동은 플랫폼 노동 또는 새
로운 서비스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과 같은 이동노동
의 영역에서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업무들이 수행되면서, ‘디지털 특고’라
는 용어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수행하고 있는 노동은 이미 정보통신기술
을 통하여 수집되고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36) 스마트폰을 이용한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되기 이전부터 콜센터라는 중개업체를 통하여 고객
과 앱음식배달 또는 대리기사들을 연계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에 대한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금근로의 형태에서 독립 계약자
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으로 규율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디지털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앱음
36) 황덕순 외(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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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배달 종사자와 대리기사는 특고인가?’라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37)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이동노동자
인 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업종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
진 바 있다. 심층면접을 수행한 박찬임 외(2016)에서는 이동근로자들이
플랫폼 노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진입할 수 있
는 일자리였다는 점, 소득을 현금으로 준다는 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업무 수행 환경이라는 점으로 분석하였다. 사실상 운전면허증만 소지하
면 이동근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노동의 진입 장벽이 낮다
는 장점이 있었지만, 근로실태를 분석한 결과 하루 기본 12시간, 주 6일
근로를 수행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배달 건수가 음식배달의 경우 30.7건
(29%는 40건 이상), 퀵서비스 18.5건(24%는 25건 이상), 대리기사의 경우
6건 이하(15%는 1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달 건수가 많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쉴 수 있는 점, 출퇴근 시간이 대략적으로 맞춰 있
는 점, 강제 콜 수행 요구가 있는 점, 산재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은 점 등
일정한 지휘명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영역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38)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반의 노동,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 플랫폼 노동은 외국의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
다. 외국의 경우에는 업무위임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직접 관련을 맺어 일
을 선택하고 보수를 받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간 사무소(agency)
를 거쳐 고객과 직접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는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업무위임자들
은 이동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39)
37) 황덕순 외(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77; 박찬임․황덕순․김기선(2016),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한국노동연구원, p.55.
38) 박찬임․황덕순․김기선(2016),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한국
노동연구원, pp.61～87.
39) 플랫폼 기반의 이동노동자들은 플랫폼을 통하여 업무를 위임받고 수행하기 때문
에 프로그램사에 수행한 업무, 소득 내용, 콜단위 업무 수행 시간 등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박찬임․황덕순․김기선(2016),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
험, 한국노동연구원,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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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워크와 주문형 앱노동자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고용관계로
서 자리잡아 가면서 디지털 특고 노동자들의 업무 수행 방식과 근로실태
분석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서 업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대상의 확
대 방식을 지속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근로자의 지위 확인을 통한
노동관계법제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특
히, 플랫폼 노동자들이 취미나 부수입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변화 속에서 지속적 경쟁력의 확보를 통한 생계유지와 정당한 대
우를 위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
적이다.40)
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표준화에 근거한 사업모델’이라는 방식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관리․통제하는 구조로 존재한다. 프랜차이즈는 점포매출과 수
익을 높이기 위하여 가맹본부에서 최대한 표준화된 방식을 설정하고 있
으며, 가맹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코드화하여 가맹본부로 집
중시켜 관리하는 체계에 따르고 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극대화된 표준
화를 보여주는 사례인데, 가맹점에 공급되는 상품의 수량, 종류, 가격, 유
통기한, 매출의 발생, 재고를 비롯하여 종업원의 복장, 서비스태도, 가맹
점의 운영시간 및 운영규칙이 본부에 의하여 모두 결정된다.41)
프랜차이즈의 철저한 표준화와 통제방식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가
노동형태의 일종인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논의가
아니다. 최근 소위 ‘프랜차이즈 갑질’이라는 용어의 등장과 같이 종속적 노
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가맹점주에게 나타나면서 프랜차이즈 영
업의 자율성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박제성 외(2015․2016)에서
는 프랜차이즈를 하청노동의 한 종류로 보고, 현대적 관점에서는 하청을

40) 김기선(2016), ｢디지털화와 노동- 디지털시대 노동의 과제｣, 노동정책연구 16(4),
한국노동연구원, pp.27～29.
41) 김철식(2015), ｢프랜차이즈 거래관계 실태 연구 : 편의점을 중심으로｣, 월간 노동
리뷰 2015년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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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프랜차이즈와 가맹사업의 법적 개념
법령명

유통산업
발전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구분

정의 내용

체인사업
관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
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
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
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
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
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
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
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
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
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
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
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
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제2조 제6호)

가맹사업
관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
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
표지(營業標識)"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
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
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
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
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사업자"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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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로 하는 간접적 지배종속관계를 프랜차이즈 노동관계에서 재정의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2)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의 종속적인 성격에서 나타나는 법적 문제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
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를 중심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
루어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체인사업과 가맹점주에 대한 법적 개념은 현행 ｢유통산업
발전법｣과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진흥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상생협력과 상거래질서 확립을 목적
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체인사업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의
규모별로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가맹사업진흥법은 가맹사업 전반의 전
문성과 활동을 보호하고 가맹자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과 가맹사업진흥법 모두에서 가맹본
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법적 관계,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
는 상황이다.
｢유통산업발전법｣과 가맹사업진흥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형 체인사
업’과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운영 및 판매에 대한 통제 아래 가맹점을
운영 및 관리하게 된다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본인의
능력과 재량에 따라 점포나 영업을 운영한다는 ‘자영업자’의 성격과는 일
치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43) 특히, 가맹사업진흥법상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
(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識)”라 한다]를 사용
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
42) 박제성․김철식․양승엽․김기선․김근주․윤문희․황경진․박은정(2015), 프
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 하청노동연구(I), 한국노동연구원, p.153; 박제성․조
용만․강성태․김홍영(2016), 원․하청 관계의 소득불평등 개선방안 - 프랜차이
즈 원․하청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p.9.
43) 박제성․조용만․강성태․김홍영(2016), 원․하청 관계의 소득불평등 개선방안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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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
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하고 있는데, 본사
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주는 본사의
관리와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경영업계에서도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상 플랫폼의 중심을 가맹본사,
즉 프랜차이즈 본사로 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가맹점에 대한
정형화된 상품의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홍보, 마케팅 등의 업무
까지 수행하면서 이러한 프랜차이즈 운영 방식을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
는 것이다. 기존의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의 공급체계와 크게 다르다
고 볼 수 없지만, 전산망을 활용하여 가맹점주를 관리하고 그 이외에 프
랜차이즈 고유의 상품 개발 및 홍보까지 맡는 다양한 업무 수행이라는 점
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44) 이에 따라 실제 가맹본부는 직영점 방식
의 점포 확대보다 완전가맹점 방식을 선호하여, 가맹본부의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고정된 로열티 수입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45)
가맹사업은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하여 표
준화된 사업양식, 표준화된 규칙에 따른 관료적 통제를 확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을 통하여, 간접적 사용종속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 대하여 박제성 외(2015)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
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자성을 형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노동관계법상
적용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가맹점주 또한 형식상 사업주
임을 법률에 따라 인정함으로써 사용종속적 노동관계로는 인정하지 못하
고, 불공정거래 규제 선에서 해결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46)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문제는 비단 가맹사업자에 대한 사용종속성에 그
치지 않는다. 과도한 본사의 개입으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근
로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체불, 열악한 근로환경 등의 문제를 비롯
44) MK창업(2014),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모델의 방향성｣, 2014.7.9.
45) 박제성․김철식․양승엽․김기선․김근주․윤문희․황경진․박은정(2015), 프랜
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 하청노동연구(I), 한국노동연구원, p.49.
46) 박제성․김철식․양승엽․김기선․김근주․윤문희․황경진․박은정(2015), 프랜
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 하청노동연구(I), 한국노동연구원, p.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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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맹점 내 불법파견 문제는 점차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47)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체인사업 또는 가맹점을 실시간으로
가맹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종속관계를 달리 볼 만한 이
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수직적
관계는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수평적 관계로 규명되고 있다. 이러한 제
약에 따라 프랜차이즈의 하부구조에 있는 가맹점주와 가맹점 직원의 열
악한 근로조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48)

3. 새로운 노동유형과 일자리의 질 문제
기술혁신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해지는 고용형태에 대하
여 모든 노동관련법제 또는 사회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스마
트폰과 앱이라는 디지털 기술기반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근로자들이 특
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고용형태로 변화하면서 안전한 근로환경, 적절한
보상, 자기 결정권 등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는 이상 디지털 기술발전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49)
47)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 1월 24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수행한 상반기 기초고용질
서 일제점검의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대상 업체를 편의점, 대
형마트, 패스트푸드, 물류창고 등과 같이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3,991개 사
업장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의 작
성 등과 같이 최소 수준의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3,991개소 가운데 77.1%에 해당하는 3,078개소에서 법 위반사항
이 적발되었고, 관련 위반사항은 5,775건에 달하였다. 이 중 임금 미지급은 17억
여 원, 최저임금 위반은 1.8억여 원, 서면근로계약 작성 위반은 2,251개소로 집계
되었다. 업종별 임금체불 위반율은 대형마트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편의점이 39.0%로 2순위로 나타났으며, 3순위 패스트푸드(32.0%), 4순위 물류창
고(29.1%) 순으로 집계되었다(고용노동부(2017), ｢고용노동부, 프랜차이즈.열정페
이 등 청(소)년 고용 사업장, 하반기 집중 감독하기로!｣, 2017. 7. 20).
48) 김철식(2015), ｢프랜차이즈 거래관계 실태 연구 : 편의점을 중심으로｣, 월간 노동
리뷰 2015년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7～19 참조.
49) 박찬임(2017), ｢4차 산업혁명과 노동 이슈｣, 국제노동브리프 2017년 4월호, 한
국노동연구원,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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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플랫폼 취업자들은 일정한 근로시
간에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
또는 중간관리자로부터 호출을 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에 따라 플랫폼 취업자들의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지속적인 업무
할당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 또는 중간관리자의 과도한 요구로부터 보호
를 받지 못하고 있어 플랫폼 취업자들의 근로시간과 공간주권의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50) 이하에서는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고
용의 질 저하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노동법적 보호 및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책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노동법적 보호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맺어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제를 통한 보호를 하고 있다. ｢근로기준
법｣에서는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제2조). 그러나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노동관련 개념들
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업무 수행자, 크라우드 워커, 주문형 앱노
동자)’와 ‘근로(업무, 과업)’, ‘임금(비용, 노무, 대가)’은 존재하지만, 사용
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따라 노동법상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즉, 근로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중
간관리자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지,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을 사용자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플랫폼상 연결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로자 찾기’와 ‘사용자 찾기’가
진행되는 동안51) 플랫폼 노동자는 여러 사용자를 위하여 실시간으로 과

50)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 ｢‘노동 4.0’ 백서 4장 노동 4.0의 과제｣, 국제노동
브리프 2017년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26.
51) ‘근로자 찾기’와 ‘사용자 찾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 보고서의 제4장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대응｣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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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수행하면서 일생활 균형, 건강, 인격권 등의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
되고 있다.
기존 노동법적 논의에서는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가시간 중 업무관련 연락에 대하여 초과근로와 비전형적인 근로시간으
로 바라보고 있다.52) 근로시간외 연락으로 인해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러한 결과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실제로 휴가 중 회사에 중요한 업무연락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져 법적으로 징계
무효를 다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53) 이러한 상황이 주문형 앱노동이나
크라우드워커에게 발생한다면 이들은 특별한 징계처분이 없이 바로 업무
가 단절되는 ‘해고’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논의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적정 근로시간과 적정 임금
공유경제 또는 플랫폼 노동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업무들은 배달, 운전,
대리기사, 번역, 심부름 등과 같이 기존의 임금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과업
이 옮겨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임금근로의 형태인 크라우드 워
크와 주문형 앱노동의 형태를 띠면서 적정 근로시간과 적정 임금의 지급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크라우드 워크의 경우에는 과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플랫폼 사업주 입장에서 책정할 필요가 없고, 주문형 앱
노동의 경우에는 플랫폼 이동노동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과업을 수행하고
있어 근로시간의 책정과 장시간근로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논
리이다.
박찬임 외(2016)에서는 주문형 앱노동자의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
여 근로시간, 소요비용, 소득을 분석한 바 있다. 음식배달대행업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소득,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 업무수행 비용에서
52) 이경희․김기선(2015), 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한
국노동연구원.
53) 김홍영(2017), ｢연차휴가 당일 발생한 협력업체의 납품 지연 문제를 회사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징계가 인정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81989
판결｣, 월간 노동리뷰 2017년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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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로그램 사용료와 배달수수료를 지출하게 된다. 또한 배달을 위해 필
요한 오토바이 보험료의 지출, 오토바이 리스료, 오토바이 유지비, 사무실
사용료 등이 지출되고 있었다. 그리고 각종 비용과 세금,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순소득액은 평균 229만 5천 원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기업 무
노조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인 139만 원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하루 기본
12시간, 주 6일 근로라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당 임금
은 평균 8,790원이었고,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도 12%로 집계된다.54)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의 노동법적 문
제들은 배달이나 대리기사와 같은 이동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
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육, 간병, 건강, 사회복지와 같은 여성들이 주로 담
당하였던 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고용창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55)
돌봄노동 및 가사노동 부문은 기존에도 낮은 근로조건이나 사회적 보호
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가격경
쟁을 부추기는 플랫폼상에서 거래될 경우에는 저임금, 인권침해, 장시간
노동 등의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들이 더욱 암수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임금지급을
통하여 서비스직의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2) 근로조건 공개 및 근로환경 중개
공유경제 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점을 선호하기는 한다. 그렇다고 갑질기업이나, 직장 내 성
희롱 또는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기업에 대하여, 소
비자들이 주체적으로 해당 기업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은 고객들은 단지 충분히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
에 선택을 할 뿐, 제품과 서비스 이용에 수반되는 열악한 근로조건까지

54) 박찬임․황덕순․김기선(2016),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한국
노동연구원, pp.74～80.
55)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 ｢‘노동 4.0’ 백서 4장 노동 4.0의 과제｣, 국제노동
브리프 2017년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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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책으로 근로자들이 어떠한 근로조건에서 과업을 수
행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고객에게 중개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 평가 단계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사회보장에 관한 정
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과 제공 서비스를 고려한
평가를 내리게 하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3) 근로시간과 공간주권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인 Uber의 운전자들 사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는 근로시간과 소득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다. Uber는 높은 소득수준을
선전하고 있지만, Uber 운전자의 총매출에서 보험료, 연료비, 유지비 등
의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기본 생계유지를 위하여 오랜 시
간 근무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Uber 운
전자들의 근로자지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근로자지위가 인정될 경
우 최저임금의 보장과 유럽연합 근로시간지침의 적용을 통하여56) 근로자
들의 최소한의 임금보장 및 건강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고용불안이 문제됨에 따
라, 이들의 근로시간과 공간 주권의 강화를 위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
동3권을 보장하고 사업장 차원의 서면합의를 체결하는 등의 노사자율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이라는 경쟁체계에서 저임금, 퀵서
비스의 제공을 유지하지 못하면 실업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결권을 행사하기에도
어려운 구도에 놓여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취업자들의 기본적인 건강
권 확보와 시간 및 공간 주권 확보를 위하여 취업자들의 건강검진 시행,
근로환경 개선, 직업훈련을 위한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57)

56) Jeremias Prassl(2016), ｢영국 크라우드 워커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지위｣,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9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26～27.
57)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 ｢‘노동 4.0’ 백서 4장 노동 4.0의 과제｣, 국제노동
브리프 2017년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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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보험
플랫폼 노동은 고용관계의 유연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파편화된 불안
정한 노동(긱 근로)58)이라는 점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성이 모두 플
랫폼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생명․신체와 관련된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적 의무까
지 플랫폼 사업체가 아닌 플랫폼 노동자가 지게 되고, 나아가 플랫폼 노
동자의 가족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59)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나타난 새로운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과 미비한 사회보호제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기반을 두
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는 퀵서비
스, 대리운전 종사자에 대하여도 전통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특수형
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면서 사회보험의 적용에 한계를 두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에서 디지털 기
술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
는 자영업자, 디지털 특고에게까지 사회보험제도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
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60) 이하에서는 플랫폼 및 긱 근
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고 있는 고용불안과 건강침해적 요소의 대안
으로 제시되는 산재보험과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최근 논의들을 살펴보
도록 한다.
1) 산재보험
긱 근로는 인력풀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임금 및 복지혜택 등의 비용을
낮추기 위한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한다.61) 이에 따라 긱 근로자 대부분은
58) 황덕순 외(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황덕순 집필 부분,
한국노동연구원, p.7.
59) Gerald Friedman(2016), ｢사용자 없는 근로자 : 그림자 기업과 긱 이코노미의 부
상｣,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9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10～11.
60) 황덕순(2016),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노동이 제기하는 사회정책 과제들｣, 국제
노동브리프 2016년 9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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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복지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들의 경우 산업재해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박찬임 외(2016)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 이동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산업재해는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에는 배달
을 하는 도중에도 콜 일정을 짜지 않으면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에 한 시간에 4건의 배달을 완수하고 배달을 하면서도 다른 배달을 2∼4
건씩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면접
조사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퀵서비스 이동노동자의 경우 상대편 보험회
사를 통하여 치료비나 손해를 해결하지만,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주차장
에서 경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어떠한
대책도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고 한다.
산재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배달업의 경우에는 사업체별로 산재보험 가
입을 권유하는 업체도 있지만, 가입을 꺼리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38∼
39%의 가입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리운전업 종
사자들인데, 종사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의향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사업체
에서 가입 권유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가입률이 상
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62)
플랫폼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 지불 방식과
보험료의 부담주체가 문제될 수 있다.
먼저 산재보험료 지불 방식에 있어서는 플랫폼에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안이 가장 일반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대안일 것이다.63) 그러나 우리나
61) Friedman, Gerald(2016), ｢사용자 없는 근로자 : 그림자 기업과 긱 이코노미의 부
상｣,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9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14.
62) 박찬임․황덕순․김기선(2016),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한국
노동연구원, pp.80～87.
63) 프랑스 엘-코므리 장관이 제시한 노동법 개정안에서도 플랫폼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플랫폼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보험료를 플랫폼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플랫폼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는 플랫폼의 매출이 아닌, 플랫폼 근로자가
플랫폼에서 창출한 매출액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엘-코므리 개정안은 ‘사
회적 책임’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성이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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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플랫폼 이동노동자처럼 매일 한 사업체를 통해서만 과업을 수행하
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플랫폼의 보험료 지불 방식은 적용이 어려울 것이
다. 한편, 카카오대리에서는 건별 보험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처럼
건별로 소득에 대하여 업종별 요율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의 가격이 민간
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64)
다음으로 보험료의 부담주체에 있어서 음식배달대행업이나 퀵서비스
는 사무실 운영업체가 사용자가 될 수 있고, 대리운전은 프로그램 업체가
사업주가 될 수 있다. 다만 한 업체와만 거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
에, 여러 업체와 거래를 할지라도 ‘주로’ 한 업체를 통해 이동노동을 제공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개
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65)
2) 실업보험
기존의 고용관계는 재직기간이 보장되어 있고, 사용자에 대하여는 고
용의 안정적 유지 의무와 퇴직수당의 지급 등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다.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긱 근로로 대체하면서 사용자는 생산, 고용, 임금의
변동을 수요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플랫폼 노동 및 긱 근로
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부분적인 실업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경우가 많음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이 단절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불안
정한 노동에 대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호하는 방향
과 동시에, 비정기적인 근로를 수행하는 플랫폼 및 긱 근로자들의 고용안
정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전일제 상용직 일자리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과 부분적인 취업을 병행할 수 없는 형태이다.
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Josépha Dirringer(2016), ｢고용의 우버화
와 사회법의 응전｣,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9월호, pp.39～40).
64) 박찬임․황덕순․김기선(2016),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한국
노동연구원, pp.93～94,
65) 박찬임․황덕순․김기선(2016),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한국
노동연구원,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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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외(2016)에서는 고용안정성이 낮은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
보장적 측면을 강화하고자 실업급여의 수급과 근로활동을 병행할 수 있
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와 핀란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노동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
실업급여와 관련한 노사협약을 기초하여 실업급여의 수급과 취업을 병행
할 수 있는 ‘재충전권’, ‘재취업 격차 보조금의 지급’, ‘창업․사업인수 보
조금’제도를66) 마련하였다. 특히 긱 근로 형태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재충전권은 청년층과 같이 실업과 단기간의 노동을 반복하는 노
동자들의 재취업과 불안정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급자가
일을 많이 할수록 실업급여의 권리를 축적한다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실
업급여를 4개월 받고 있다가 2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이후 3개월간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다가 3개월간 다시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5개월
간 남은 실업급여를 받는 식이다. 실업급여의 수급이 끝난 이후에는 중간
에 근로를 제공했던 5개월간에 따른 실업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과 근로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실
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급여의 일부를 삭감하
는 내용으로, 실업급여의 종류에 따라 삭감 방식이 다르다. 먼저 기초실
업급여와 실업부조는 월 300유로에 대한 소득은 급여액에서 정액으로 공
제되고, 그 이상의 소득은 50%를 삭감하게 된다. 아동에 대한 추가수당이
포함하는 기초실업소득의 경우, 급여와 소득을 합한 총 소득은 실업급여
산정 시 기초가 되었던 소득을 상한으로 한다. 소득이 있는 실업자에 대
하여는 소득조사에 따른 소득을 고려하여 실업부조 금액을 산정하고, 취
업하는 경우에는 추가소득을 급여 소득공제에 적용한다.67)
66) 재취업 격차 보조금은 50세 이상의 수급자와 수급기간이 12개월을 넘은 수급자들
가운데, 이전 직장보다 15% 이상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에 지급하는 보조급이다. 창업․사업인수 보조금은 50세 이상 수급자와 12개월
넘은 수급자들 가운데 창업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
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황덕순 외(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294).
67) 황덕순 외(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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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프랑스의 재취업권 운영 예시

자료 : 황덕순 외(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294 재구성.

황덕순 외(2016)에서는 앞서 프랑스와 핀란드 사례를 검토하면서, 우리
나라의 실업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프랑스와 핀란드 사례와 같이 부분취업과 부분실업, 수
급자이자 피보험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하
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급여를 받으면서 단시간 근로자로 취업이 가능하
고, 일시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을 중지하고 취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두 번째 개선 방안으로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속노동에 대한 보
험료 징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
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선진국의 경우 사업장 단위의 피보험자격 취
득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느 사업장에서 일했는지를 고려하
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의 납부 기간을 합산하여 수급자격 요건의 충족 여
부를 판단하고 지급기간을 판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이
반영될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와 플랫폼 및 긱 근로와 같은 사회보험 사각
지대에 대한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68)

68) 황덕순 외(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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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플랫폼 노동과 프레카리아트

1. 플랫폼노동, 독립노동자, 프레카리아트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 독립노동자(independent worker,
independent contractor), 프리랜서. 이런 용어들이 가리키는 노동자 집단
은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겹치기도 한다. 이들이 공
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전통적인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그
렇다고 임금노동자로 간주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 범주에 속하는
노동자들 중에는 과거라면 임금노동자였을 직업집단도 있고, 심지어 현
재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노동자로 간주되
고 다른 경우에는 임금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용어들
사이의 구분은 다음 절에서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들 다양한 고용형
태와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 노동자라는 뜻으로, 지난 30～40년간 전 세
계적으로 확산된 고용불안정을 요약하는 단어이다. 가이 스탠딩(2014)
은 프레카리아트라는 책의 부제를 ‘하나의 새로운 위험한 계급(A New
Dangerous Class)’이라고 달았다. 그리고 이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불안정
성이라고 하였다.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삶 자
체가 불안정한 사람들이다. 여기에 속하는 자들의 예시로는 단기간의 계
약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일감이 충분하지 않은 독
립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들고 있다.
고용 불안정성의 심화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에는 노동시장 변화를 상징하는 두 가지 흐름이 모두 녹아 있다. 하
나는 고용의 단기화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의 범주
에서 추방당하는 노동자의 증가 경향이다. 플랫폼 노동의 증가는 주로 후
자의 흐름과 깊이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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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레카리아트는 노동계급의 분화현상
필자는 ‘약자들의 연대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단행
본 챕터로 실은 적이 있다(장지연․신진욱, 2017). 불평등이 날로 심해지
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세력들의 단결된 목소
리는 왜 들리지 않을까라는 질문이다.69) 필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프레카리아트의 존재가 노동계급의 연대에 던지는 함의로부터 찾아보고
자 하였다.
자본주의 체제의 급격한 변화나 사회변동을 야기할 만한 대규모 사회
갈등이나 균열이 계급에 기초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은 계급구조의 양상
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신광영, 2008), 대표적인 개념이 가이 스탠딩의 ‘프
레카리아트’론이다(스탠딩, 2011, 2015). 스탠딩에 따르면 프레카리아트는
소득, 고용안정성, 업무에 대한 권한, 근로시간이나 안전에 대한 보호, 기
술향상 기회, 그리고 집단적 의사표현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노동자
들이다. 이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안정한 노동’과 ‘불안정한 삶’을 사
는 사람들이다. 스탠딩은 이들이 전통적인 노동계급과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새로운 계급인데, 아직은 충분히 세력화되지는 않았지만 형성 중인
계급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레카리아트 논의는
대체로 가이 스탠딩을 지지하는 흐름 속에 있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
성’이라는 특징을 공유하며, 비록 아직 형성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노동계급과는 다른 ‘하나의’ 계급이라는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곽노완, 2013; 이진경, 2005, 2012; 이승윤 외, 2017).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전통적인 계급론자들은 비판적이다. 노동계급의
모습은 자본증식 양상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며, 불안정성의 증대
69) 이 질문은 낸시 프레이저(2014)가 제기했던 질문이다.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닥
치는 작금의 상황은 20세기 초중반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그때는 정치적 규제를
통해서 고삐 풀린 자본주의를 제어해야 한다는 동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칼 폴라니가 말한 이중운동), 지금은 왜 그렇지 못한가? 그녀가 내놓은
대답은 재분배욕구 못지않게 인정(recognition)에 초점을 두는 해방운동의 존재
에 주목하라는 것. 지금은 착취와 경제적 주변화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사민주
의나 사회주의적 실천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통해 포괄할 수 없는 정의에 대한 요
구로 인한 3중운동의 시대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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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동계급 전체에 닥친 현실이라는 것이다(앨런 외, 2014). 라이트(Write,
2016)도 이러한 비판적 견해를 같이한다. 프레카리아트가 독립적인 새로
운 계급이라고 간주되려면 기존의 노동계급과 생산관계에서 이질적인 위
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노동계급과 프레카리아트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
는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불안정성이라는 현상적인 특징만을 가지고 프레카리아트를 새로운 하
나의 계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계급론자의 비판은 타당해 보인다. 프레카
리아트의 존재를 계급 내 이질성의 증가로 볼지, 새로운 계급의 분화로
볼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기준은 이들이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전통적
인 노동계급과 같은 위치에 있는지 이질적인 위치에 있는지에 달려 있다
는 계급론자들의 주장은 귀담아들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
을 적용해 보았을 때, 프레카리아트가 기존 노동계급의 일부라는 전통적
인 계급론자의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프레
카리아트는 기존의 노동계급과는 구별되는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현상적으로 관찰되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삶의 불안정성은 근본적으로 이
들이 처한 생산관계에서의 위치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프레카리아트를 형성되어 가는 ‘하나의’ 계급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프레카리아트는 전통적인 노동계급의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만 공통점이 있을 뿐, 자본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볼 때 그 내
부구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기간제와 시간제
노동자의 증가로만 귀결되었다면 ‘새로운 계급’을 운운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하청노동자, 도급노동자, 프리랜서,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종류의
간접고용과 독립계약자의 확대가 프레카리아트의 본질이다. 요컨대, 프레
카리아트는 노동계급의 분화현상이다.

3. 노동계급의 분화를 추동하는 힘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 즉 노동계급의 분화를 추동하는 힘을 논리적
인 순서 또는 시간적인 순서로 나열하자면, 경제의 글로벌화, 금융자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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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리고 디지털기술에 의한 네트워크의 발달을 들 수 있다. 경제의 글
로벌화는 자본의 이동이 국제적인 것이 되면서 선진국의 산업노동자들이
개발도상국의 노동자와 경쟁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프
쇼오링이든 생산품의 수입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선진국 노동자는
주변부 국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뺏기거나 임금하락 압력을 받게 된
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저항할 힘은 당연히 줄어든다. 그러나 글로벌화는
고용의 축소 내지 단기화는 잘 설명하지만, 기간제고용 이외에 다른 유형
의 고용이 등장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고용형태의 다양
화는 금융자본주의와 디지털기술의 발달을 만나 비로소 현실화되고 확산
된다.
금융자본주의화는 자본이 생산현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주주가치의 실현과 투자자 보
호가 핵심적인 가치가 되고, 이익 실현의 사이클은 점점 더 단기화된다.
자본의 압력은 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성 향상을 주된 목표로 삼아 핵심역
량에 집중하게 한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인사, 회계, 재무, IT까지 회사
운영에 필수적일지라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활동은 모두 내보내는 것
이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로써 당연히 일터의 주변부
는 점점 더 깊이 패여 잘려나간다. 하청, 프랜차이징, 제3자경영이 널리
퍼지게 되고, 단기고용뿐 아니라 프리랜서 활용도 보편화되게 되었다. 간
접고용과 독립계약자(프리랜서) 활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터를 나누
고 노동자를 ‘털어내는’ 관행이 당연시되었다(와일, 2015).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
펴보자.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하는 모습을 크
게 변화시켰다. 하나는 로봇기술이 공장으로 들어온 것이며(robotization),
다른 하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과정이다. 전자는 주로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우려를 낳는 데 비해,
후자는 전형적인 전일제 정규직 고용관계를 벗어나는 다양한 고용유형이
탄생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저하될 우려를 낳는다. 노동자 ‘털어내기’를 실
제로 가능하게 해준 것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비즈니스 거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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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하락이라고 와일(2015)은 설명한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내부노동시
장을 발달시켜 노동과정을 장악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켰다면, 네트워크
가 발달한 디지털경제시대에는 외부화로 노동자를 털어내고도 표준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영세자영자, 비공식노동자, 사내하청, 그리고 특고는 새로운 현상은 아
니다. 한국에서는 오래된 문제이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오늘날
‘플랫폼 노동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오래된 문제의 새로운 모습”이라
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 간접고용과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과거라면 거대 기업에 속했을 노동자들은
이제 소속이 불분명한 노동자가 되었다. 그 결과는 사고나 재해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나타나며, 잉여수익이 노동자로부터 투자자로 전이
되어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더욱 흔하게는 기본적인 근로기준이 침
해된다(와일, 2015, 균열일터).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에 날개를 달아
준 것이 디지털 기술에 의한 네트워크의 발달이다.

4. 자본의 노동지배 양식 변화：간접적 지배와 유보적 지배
자본은 노동력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자본이 노동과정을 직접적으로 장악하고 통제하지 않더라
도 노동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장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자본은 노동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유보적으로 지배하고도
충분히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가
진행된다.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는 단순히 고용의 단기화가 아니라, 자
본이 노동을 지배하는 양식이 간접지배와 유보적 지배로 다양화된 결과
로 나타난 현상이다.
박제성(2016)은 ‘지배권’의 유형화를 통해 이런 현상을 설명할 이론적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전통적인 노자관계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
는 지시종속관계로 이해되어 왔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노동의 이행을
지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불이행 시 징계를 가한다. 이런 관계
를 고용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새롭게 분화하는 현대의 노자관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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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의 구조
지배권(관할권=Juris dic tion=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의 세 가지 양식

직접적 지배권

유보적 지배권

고용의특고화

고용

간접적 지배권

고용의 하청화

특고

하청

사업의 세 가지 양식

자료 : 박제성(2016).

이러한 지시권의 행사가 간접적이거나, 계약이라는 형식 속에 유보적으
로 자리잡고 있다. 디지털경제시대의 네트워크기술은 지배를 유보적으로
행사하거나(특고, 독립계약자), 간접적으로 행사하더라도(하청, 용역) 원
하는 만큼 사업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 노동과정을 관
리하지 않고도 목표관리를 통해서 모든 노동은 지배당한다.
지금까지 전형적인 자본-임노동 관계를 벗어나는 생산관계가 크게 증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고용형태를 대략적으로 적어
보더라도 10가지 이상이 떠오른다(Box1). 이 중에서 전형적인 노동계급
은 ①과 ②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프레카리아트는 넓은 정의로는 ③～⑨,
좁은 정의로는 ③～⑧유형 정도가 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프레카리아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현행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
사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들을 구분해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고용형태가 정의되어 조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충만 살펴
보더라도 간접지배와 유보적 지배의 영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간접고용으로 ‘파견+용역’
87만 명만 포착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도에 따르면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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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상 대기업에 속한 사내하청만 하더라도 93만 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것은 300인 미만 사업장 사내하청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다. ‘삼
성전자서비스’ 같은 서비스업 분야의 사외하청은 그 규모를 알 수 없으나
이 표에 따르면 단순히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통계
청이 발표하는 정규직 1,300만 명이 다 정규직이 아니고 상당수의 간접고
용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자본의 노동에 대한 유보적 지배의 확산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

<Box 1> 다양한 고용형태
 자본가이자 노동자인 계급 (working capitalists)
① 제조․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② 중소․영세기업/서비스 노동자
③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④ 하청노동자(간접고용)
⑤ 특고/독립계약자
⑥ 프리랜서
⑦ 프랜차이즈 점주
⑧ 비공식노동
⑨ (순수)자영자

<표 2-7> 비정규직 유형별 규모
정규직(1,300만)

※ 간접지배 포함

한시적(기간제 포함) : 364만
시간제 : 224만
임금
1,930만
취업자
2,600만

비
정
규
직

비전형(경활) : 파견 + 용역 : 87만
사내하청(고용공시) : 93만

간접지배

비전형(경활) : 특고 50만
비전형(경활) : 호출 + 가내 : 92만

유보적 지배
(독립노동자)

특고(인권위) : 177만
비임금
700만

프랜차이즈
순수 자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8월 부가조사.

유보적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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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나타난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0만 명이
채 되지 않으며, 심지어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난다. 이는 설문조사를 진
행할 때 먼저 임금근로자인지 자영자인지를 묻고, 자영자라고 응답한 경
우는 더 이상 비정규직 관련 항목을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
다. 특고 노동자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자영자로 판단한다.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개인사업자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 노동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본인들은 스스로를 개인사업자라고 생각하도록 유도된다. 인권위
원회에서 임금근로자와 자영자를 나누지 않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고
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230만 명가량이 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호출
근로와 가내근로의 형태로 파악되는 노동자도 사실상 고용주가 한 명이
아니라는 점 또는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유보적 지배 영역에 속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와 더욱 관련이 깊은 지배유형은 유보적 지배이다. 과
거라면 대기업에 속했을 노동자들이 이제는 특고, 프리랜서,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독립노동자(independent worker), 프랜차이즈
점주 등의 이름으로 형식적으로는 소속이 없는 노동자가 되었다. 프랜차
이즈 점주도 디지털 기술발달과 연관되는 아주 중요한 연구주제이지
만,70)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디지털 플랫폼과 독립노동자에 초점을 맞추
어 살펴보고자 한다.

70) 최근 파리바케트 불법파견 판정으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프랜차이즈가 더 이
상 과거의 자영업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장(market)’이냐
‘위계(hierarchy)’냐 하는 고전적인 구분을 적용하기 어렵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는 자율적인 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일반
적인 자영업과는 달리 가맹본부는 제품공급이나 공정, 노동과정과 품질관리, 재
고 및 유통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엄밀하게 표준화된 양식이 적용된다. 김철식
(2015)은 이를 두고 ‘표준화를 통한 통제’라고 정리하였다. 편의점의 사례에서 보
면, 바코드 스캔으로 매출액 및 재고상황이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본부에 전달되
는데, 매출액은 ‘일일송금제도’를 통해서 전액이 날마다 가맹본부로 보내지고, 가
맹점주의 몫은 월별로 정산하여 한 달 후에 돌려받는다. 업무시간은 물론이고 재
고관리와 청결유지방법에 이르기까지, 가장 낮은 수준의 의사결정까지 사전에 결
정됨으로써 가맹점주의 자율성은 극도로 제한된다(김철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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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본 연구의 범위

1. 독립노동자 하위범주로서의 플랫폼 노동자：개념과 규모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하는 모습을 크게 변
화시켰다. 하나는 로봇기술이 공장으로 들어온 것이며(robotization), 다른
하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을 창출한 과정이다. 전자는 주로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계가 인간
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우려를 낳는 데 비해, 후
자는 전형적인 전일제 정규직 고용관계를 벗어나는 다양한 고용유형이
탄생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저하될 우려를 낳는다. 이 글에서는 주로 후자
에 집중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디지털 플랫폼이 일하는 모습을 바꾸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하는 경우에도 고용관계는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로 일하는 장소만을 가정으로 옮기는 방식의 텔레워크가 그러
하며,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회사에도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 글의 관심사는 아니다. 이 글은 디지털
플랫폼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고용관계를 변
화시키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상에 주목한다.
사회적 현상에 어떤 명칭을 부여할 것인가는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
가장 놀라운 명칭은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명칭이다. 자신의
집이나 차, 그 밖에 여러 가지를 다른 이들과 공유한다는 이미지가 형성
된 것은, 이런 일이 시작되던 초기에 이것이 전문적인 돈벌이가 아닌 것
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단기간 내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되었다. Uber든 Airbnb든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브
랜드는 그 어느 것이든 간에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다. 그저 자산을 임
대하여 현금화하거나(“monitization”), 자신의 노동력을 팔 때 생산도구도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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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이코노미와 플랫폼 노동이 비교적 중립적이며 현실을 잘 반영
하는 개념어가 아닐까 싶다. 크라우드 워크나 크라우드 고용(crowd employment)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긱 이코노미(gig economy)에 긱 노동
자(gig worker)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크라우드와 긱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이것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안정한 조직이나
개인이 문제해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payment)를 받는 일자리’
라고 정의할 수 있다(Eurofound, 2015). 크라우드(군중)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 것은 여러 명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떠올리게 만들지만, 실은 그보
다는 군중에게 일감을 던져놓으면 그 중에 누가 일을 할지 모른다는 의미
가 현실에 더 가깝다. 긱(gig)은 1920년대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 지역의
식당이나 술집에서 재즈 연주자를 그날그날 채용하던 관행을 가리키는
말이다. ‘engagement’를 줄인 말이라고 한다(박제성, 2016). 불안정한 고
용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가장 적합해 보인다.
플랫폼 노동을 크라우드 워크와 긱 노동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 있다. 이럴 경우에 크라우드 워크는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일컫는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회계나 IT 개발 등의 분야
에서 일하는 경우에서부터 마우스 클릭 작업으로 숫자를 검증하거나 이
미지를 분류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기술수준이나 사업 분야가 다양하다.
크라우드 워크는 작업의 결과물도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실
디지털 네트워크가 발달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 새로 생긴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긱 노동은 주로 호출형 플랫폼 노동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일
의 배정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일의 수행은 오프라인에서 이
루어진다.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긱 노동(또
는 호출형 플랫폼 노동)은 이전에도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던 일들인데, 다
만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그 일들이 노동자들에게 배분되는 방식
이 바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이나 배달이 대표적이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일부로 이해되지만, 청소, 집안정리, 심부름에서
애완견 돌보기에 이르기까지 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호출근로의 일
부로 파악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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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만 보아서는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는 전통적인 노동자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같은 직업인 경우, 기술수준도 다르지 않다. 오로지 계약
관계가 다르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가 달라질 뿐이다(Friedman,
2014). 영어권에서 이들은 ‘독립노동자(independent workers)’라고 불린
다.71) 우리나라의 ‘특고’와 비슷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는 독립노동자와 긱 이코노미의 관계
에 관한 보고서에서 ‘independent work’는 업무의 자율성과 과업별 보수
(payment), 그리고 단기적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고 정의하였다. 독립노동
자에는 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상품을 팔거나 자산을 대여하여 소득
을 올리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 요컨대, 플랫폼 노동자는 독립노동자 중
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얻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결국, 독립노동자는 플랫폼 노동자와 전통적 독립노동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
에 따라서 아래 <표 2-8>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플랫
폼 노동자가 독립노동자의 일부로 이해되는 이상, 임금노동자와 자영자
의 중간 경계에 서 있는 독립노동자의 특성을 공유한다. 누구는 좀 더 임
금노동자에 가깝고 다른 누구는 자영자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은 미국과 EU-15개국에서 독립노동
<표 2-8> 플랫폼 노동자의 개념도
×
특고
독립
노동자

플랫폼
이용
자영

전통적 특고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택배, 퀵서비스,
띵동, Uber

크라우드 워크형
플랫폼 노동자

Amazon Mechanical Turk

판매

eBay

자산임대

Airbnb

자료 : 필자 작성.

71) independent contractors, 컨설턴트, 프리랜서, 이런 이름들도 이들을 부를 때 사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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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각국의 생산가능인구 중 독립노동자 비율
독립노동자 비율(%)

(주소득 + 보충소득) (%)

미국

27

(13+14)

영국

26

(11+14)

스웨덴

28

(13+15)

프랑스

30

(12+18)

독일

25

(10+15)

스페인

31

(15+16)

자료 : MGI(2016).

자료 : MGI(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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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관한 대규모 서베이를 실시하였는데, 우리가 흔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독립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표 2-9 참조). 이들 나라에서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25～30%가 독립노동
자로 밝혀졌다. 취업자 중에서가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이 비율이
독립노동자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주 소득원이
따로 있고, 보충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독립노동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
반을 상회하였다. 미국의 경우, 주된 일자리로 독립노동을 하고 있는 사
람은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13%이다.72)
독립노동자들 중에서 15%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다. 노동서비스
제공자 중에서는 6%만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는 크라우드 워크와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를 합친 개념인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가 전체 노동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노동자 중에서 아직은
6%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GI(2016)은 향후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전체 독립노동자 규모의 증가를 초래할 것
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요약하자면, 아직은 플랫폼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노동시장의 구도를
변화시키는 수준으로 높지는 않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가 속해 있는 독
립노동자 범주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에서 독립노동자는 생산가능인구의
10～15%이며, 보충소득을 독립노동 형태로 얻는 노동자까지 합치면 이
비율은 30%에 근접한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겠으나, 우리나
라에서도 특고의 규모를 230만 명 이상으로 보는 시각이 점차 받아들여
지고 있다. 향후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독립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며, 독립노
동자 중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72) 이와는 조금 달리 정의된 것이지만, Katz & Krueger(2016)는 RAND American
Life Panel 조사의 임시직 노동자 서베이 결과를 분석한 논문에서 전체 미국 취
업자 중에서 파견, 호출노동, 독립노동자를 합친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에 10.7%에서 2015년에는 15.8%로 급격히 증가한 사
실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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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은 주로 호출형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
고)의 하위범주로 볼 수 있으므로, 특고의 현황에서부터 출발해 보자. 특
고의 규모는 정의에 따라 달리 파악된다.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
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정의로 특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
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
득을 얻는 근무형태(예 :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경활부가조
사 설문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조사에서는 특고여부를 판단하는 설문이 오
직 앞선 설문에서 임금근로자로 판정된 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된다는 한
계가 있다. 일단 스스로 비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한 자는 특고여부를 판단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 통계청에서 파악한 특고
의 규모는 2016년에 약 49만 4천 명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가인
권위원회가 파악한 특고의 규모는 227만 명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특고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원칙적
으로 임금노동자이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산재
보험을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때 부가되는 조건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과 노
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와 조건을 보면, 특고 중에서도 임금노동자에 근접한 노동자를 산재
보험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읽힌다. 또한 이에 더하여 구체적인 직종
을 열거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특고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험설계
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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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기사 등의 6개 직종이 2016년 6월까지 적용대상이었고, 대출모
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등의 3개 직종이 2017년에 포함
되었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던 6개 직종의 특고 노동자의
규모는 45만 6천 명으로 파악되었다(박찬임 외, 2016).
6개 직종에서 임금노동자에 근접한 특고 노동자만을 세더라도 이미 45
만 명을 넘어서는 것을 보면, 통계청에서 추정하는 특고 노동자 규모 49
만 명은 턱없이 과소추정된 숫자임이 분명하다. 인권위원회가 파악한 특
고의 규모도 전체 취업자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
국이나 유럽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25～30%가 독립노동자라는
MGI(2016)의 보고와 비교해 보면, 인권위의 추정치 227만 명도 특고의
규모를 과대추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고 노동자 중에서 호출형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고 노동자 중에서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그 외 각종 배달기사는 호출형 디
지털 플랫폼 노동자로 볼 수 있는데, 이 직종에 속하는 노동자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2014년에 8만 9천여
명이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료에 근거하여
보자면, 전체 대리운전기사의 수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판단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명백하게 산재보험에 명시된 직종 이외에도
O2O 커머스의 영역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거래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거래될 수 있는데,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음식배달서비스, 직방, 다방 등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카카오택
시 등은 그 사례들 중 일부일 뿐이다(김기선, 2016). 여기에는 오프라인에
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호출형 플랫폼 노
동이 등장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과정을 살펴보면, 외국사례에
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플랫폼 노동과는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플랫
폼(또는 플랫폼 운영자)와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업무를 배정받
는 것이 일반적으로 해외의 플랫폼 노동에서 발견되는 양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 고용주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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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플랫폼 뒤로 숨는 것이 전형적인 플랫폼 노동의 특징인 데 비해서, 우
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회사(또는 에이전시)가 존재한다.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4회에 걸쳐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① 플랫폼운영자그룹(배달,
심부름, 가사도우미 플랫폼) ② 대리운전기사그룹 ③ 가사서비스와 심부
름센터노동자그룹 ④ 퀵서비스와 음식배달대행노동자그룹으로 각각 나누
어 실시하였는데, 각각의 인터뷰에는 5～6명의 피면접인이 참여하였다.
가장 전형적인 호출형 플랫폼노동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심부름센터
업종이었다. 심부름 플랫폼(애니◯)은 소수의 개발자와 운영자가 있을 뿐,
노동과정관리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이는 기존에 전화와 무전기를 이용한
호출형 노동이 있던 업종에서 에이전시의 역할이 아직 강하게 남아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수수준도 다양하고 보수액은
부탁하는 고객이 정한다. 애니◯ 노동자(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1/5 미만이다.
반대로 전통적인 의미에서 노동자성이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업종은
음식배달업 분야이다. 노동자 본인들은 스스로 개인사업자라고 들어서
알고 있지만, 가기 싫은 배달일일 경우 콜을 잡지 않을 수 있다는 정도와
배달에 사용하는 오토바이가 자기 것이거나 혹은 회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한다는 점 정도가 개인사업자로서의 특성일 뿐, 이 이외에 노동과정
에서 자율성은 거의 없다. 심지어 모든 배달대행업체는 아침에 정해진 시
간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을 시작한다는 서명을 한다. 결근을 하게 되면
벌금을 물기도 한다. 콜을 잡지 않고 있으면, 직원이 전화를 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콜을 잡으라고 재촉한다. 회사는 제트◯
이나 배달빵◯ 같은 브랜드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이 브랜드의 ◯◯지
역지사라고 부르지만, 실은 각각 작은 회사(에이전시)이다. 회사는 지역
식당을 가맹점으로 모집하고 이들로부터는 월가맹비를 받고 건당 배달비
를 다시 받아서 이것이 배달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이다. 회사에 속한
배달노동자가 정해져 있고 전속성이 강하여, 불특정다수가 플랫폼을 통
해 접속하여 일을 한다는 전형적인 의미의 플랫폼노동과는 가장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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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자신들은 이전에도 작은
식당에 고용되어 배달을 하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고용상태를
개인사업자라고 생각한다.
플랫폼과 에이전시 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 퀵서비스와 대리기사는 심
부름센터와 음식배달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사 한
명이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깔고 다니면서 일감을 얻는
다. 출퇴근이나 일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음식배달만큼 회사의 간섭
을 받지는 않는다. 회사는 대리운전업의 경우는 음식배달업처럼 가맹점
을 모으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을 돌면서 전화번호를 알리고 영업을 해서
일감이 늘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카카
◯ 드라이버’라는 플랫폼이 대리운전업에 뛰어들면서 수수료, 보험 등의
측면에서 노동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시장점
유율 10%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영업활동을 따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퀵서비스의 경우는 회사가 퀵서비스기
사의 동선을 파악하면서 같은 방향의 일감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서비
스요금은 낮게 유지하면서 노동자의 소득은 너무 낮아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의 전달이 보편화되
기 이전부터 작은 사업체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던 업종에서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기술이 활용되는 방식은 독특하게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호출형 플랫폼노동은 서구와는 차이가 있어 보
인다. 회사의 역할과 플랫폼의 역할 중에서 회사의 역할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은 서구에서 나타나는 독립노동자
의 모습과는 달리 ‘노동자성’이 좀 더 강하게 남아 있다. Eurofound(2015)
가 정의한바, 복수의 고용주(multiple employers)나 근로자공유(employee
sharing)에 더 근접하는 고용형태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회사가 노
동자에게 일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특징이 유지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지금은 고만고만한 네트워킹 프로그램들 간에
경쟁이 있고, 이 때문에 노동자가 업체에 20%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도를 만들어 놓게 되었으나, 지배적인 플랫폼이 나타나 고객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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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것이 노동
자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향인지는 불분명하다.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에 노동자성이 많이 남아 있고, 고용주로 볼 수
있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스스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을 수
용하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도 이들을 임금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해
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강하게 들리지 않는다. 사회보험에서 임금노
동자로 간주되는 것과 자영자로 간주될 때의 기여액과 수혜 측면에서 그
정도가 크게 다르다. 과거라면 임금노동자였을 이들이 독립노동자(개인
사업자)의 지위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런 노동자들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
할 것이며, 이들이 프레카리아트화의 핵심적인 영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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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플랫폼 경제의 발전에 따라 새로 출현하는 비지니스모델이
고용형태를 변화시키는 한국적 맥락을 밝혀내고자 한다. 앱 기반 네트워
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실시간으로 연결시
키면서, 플랫폼 경제에서는 시장과 공급기반이 공간적으로 확장되고 시
간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즉시 모집과 연결이 가능해졌다. AMT를 통한
크라우드 고용은 사업장을 전 지구(영어권)로 넓혔으며, 에어비엔비와 우
버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는 사업장을 시민사회로 넓혔다. 이
러한 새로운 형태의 앱 혹은 온라인 기반 비지니스는 전통 경제의 생산과
정에서 제도화되어 온 노동조합과 국가의 역할을 극도로 약화시키거나
사실상 무화시켰으며, 제품 및 소비자 관리를 직접통제에서 온라인 기제
를 통한 간접적인 통제방식으로 전환시켰다. ILO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
에 대한 광범위한 서베이와 자료수집을 통해 플랫폼 경제에서 출현하는
불평등, 근로 조건과 노사관계의 문제를 진단해 왔고, 국내에서는 노동연
구원이 선구적 연구들을 통해 개념과 분류의 문제(플랫폼 경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 특징을 어떻게 분류할지) 및 새로 출현하는 사례들에 대한
지식과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출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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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플랫폼 경제가 서구의 사례들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맥락에서 확산되
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국적 고용구조가 새로이 출현하고 있는지에 대
한 경험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플랫폼 경제의 한국
적 수용과 확산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첫째, 플랫폼 경
제에 대한 노동시장론과 노동과정론에 기반한 분류체계를 개발할 것이며,
둘째, 심층 현장 인터뷰를 통해 플랫폼 경제의 수용과정에 있어 한국적
특징들을 확인하고 이론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플랫폼 경
제 도입에 따른 사회권 및 노동권의 주요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
의할 것이다.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류체계

1. 플랫폼 경제와 전통 경제의 차이
본 연구는 플랫폼 경제를 자동화를 통한 노동 절약형 경제와 근본적으
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아웃소싱/하청 경제’로 정의한다. 아마존과 알리
바바가 시도하고 있는 무인 숍들이 노동 절약형 자동화(robotization)라
면, 이러한 생산 혹은 서비스 영역에서의 자동화와 달리, 플랫폼 경제는
생산의 모든 요소(자본, 경영, 토지, 노동) 중, 자본과 경영을 제외한 (혹
은 심지어 자본까지도) 나머지 요소들을 외주화하거나, 시민사회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동원(mobilize)하며,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경영 차원의 관리 비용 또한 외부화한다.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카카오
뱅크, 넷플릭스는 기존의 대리점에 기반한 거대 유통망을 온라인상에서
해결함으로써, 대리점 없이 모든 상품 카탈로그를 온라인에 비치하고 온
라인에서 품목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기존의 지역별 창고시스템
과 경쟁하며 배달서비스의 확장을 야기한다. 플랫폼 경제의 또 다른 유형
은, 우버나 에어비엔비와 같은 ‘교통/여행/숙박업’의 대인 서비스 업종 기
업들이다. 자본과 토지/건물 없이 플랫폼을 (가상의 공간에) 제공하고 이

제3장 디지털 경제 시대의 고용형태와 노동권의 한국 사례 연구

57

미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시민소유의 방, 차량, 노동을 이용하여 자본/토
지/건물과 서비스를 시민사회로부터 동원해서 (알고리듬을 통해) 재구성
하는 형태로, 좋게 보면 ‘공유경제’지만 나쁘게 보면 ‘시장화될 의사가 없
던 시민사회의 자산과 노동’을 추가로 가용하는 공급주도 혁신 모델이다.
이러한 유형의 플랫폼은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했다기보다는 기존
시장의 수요를 깎아 먹으며 기존 시장과 가격전쟁을 통해 살아남는 경향
이 있다.73) 세번째 유형의 플랫폼은 AMT와 같은 크라우드 고용이다. 이
유형의 플랫폼 경제는 시민사회에 거의 무한대로 존재하는 개인의 시간
을 ‘분절화’하고, 온라인상에서 동원/조립함으로써 작동된다. 이 또한, 기
존의 전통 경제로부터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소외되어 시민사회에 존
재하던, 혹은 아직 전통 경제로 진입하지 않은 개인의 노동을 온라인상에
서 주문/결합함으로써 상품화한다. 과업 주문자와 생산자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되며, 생산자는 주문자에 의해 원격으로 통제된다.
이러한 플랫폼 경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서의 자본(및 경영)-노동-토
지(건물)이라는 전통적인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한 상품생산과 판매과정
을 극적으로 변환시킨다. 기존 시장경제의 전통적인 생산 및 판매 과정을
요약한 폴라니의 통찰이 플랫폼 경제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자.
“일단 정교한 기계와 공장이 상업화된 사회에서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면,
자기-조정적 시장이라는 아이디어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정교한 기계 설
비의 마련은 높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상품의 생산이 보
장되지 않는 한 자본가들은 투자하기를 꺼린다. 정교한 기계들은 (생산된)
상품의 유통이 적절하게 보장될 경우에만, 그리고 기계들의 작동에 필요한
일차 상품(원료와 재료)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경우에만, 별 손실 없이 작
동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가에게 이는 관련된 모든 생산요소들이 시장에
73) 뒤에 서술하겠지만, 소비자가 상품의 질을 통제하고 관리하도록 ‘동원’될 뿐 아니
라 플랫폼 안에서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창출할 가치모델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수요 주도 혁신’의 측면도 존재한다. 아직은 시장형성 초
기이기에 데이터가 충분치 않지만, 에어비엔비와 우버 덕분에 여행객이 증가하며
시장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보고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향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인된다면, 플랫폼 경제가 기존의 시장을 ‘잠식할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
출’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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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거래되고, 그 요소들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자면 누구든 필요한 양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자본
가로서는, 그리고 소득과 고용, 그리고 여타 복지가 생산과정의 지속 여부
에 달려 있는 공동체 전체의 입장에서도, 특수하게 설계된 기계에 투자한
다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인 것이다.” (Polanyi, 1957 ; 40～41)

플랫폼 경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연계하에 구축된 ‘자기조정적
시장’에서 기계설비와 건물에 대한 대규모 자본투자뿐만 아니라 그에 부
수되는 거대 노동력의 관리 자체를 필요 없거나 최소규모로 줄일 수 있게
해주었다. 자본투자와 노동과정 및 판매과정의 관리비용은 시민사회의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각자 알아서’ 부담하고, 플랫폼 제공업자는
무수히 존재하는 서비스공급업자와 개별 수요를 연결해 주는 ‘거간업자’
역할만 할 뿐이다. 기존의 서비스업에서 필요로 했던, 공급망과 수요망
확보 및 공급과 수요를 분석하고 연결해 주기 위한 물류망/통로 구축을
위해 필요로 했던 인력이 불필요해졌고, 이들을 훈련시키고 공동으로 작
업시키기 위해 필요로 했던 토지와 건물도 불필요해졌다. 호텔업을 위해
필요했던 건물 투자와 고용이 불필요해졌고, 택시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
동차와 기사가 불필요해졌다.74) 대신, 시장이 ‘배태되어’(embedded) 있
다고 보았던 공동체 전체가, 이제는 개별화된 ‘자본가’로서 스스로 서비
스 공급업자로 변신한다. 자본가에 의해서 ‘고용’되어 노동과정이 표준
화‘당하고’ 바로 그 ‘대상화’와 ‘객체화’ 과정 때문에 ‘상품’이 될 수 있었던
노동자 개개인이 중간 고용과정 없이(혹은 최소화된 시스템에서) 스스로
의 노동을 직접 수요자에게 제공하면서 근대의 자본가가 해 왔던 투자와
경영관리 과정을 스스로 떠맡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전통 경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유연성(flexibility)’을 갖게 되
었다. 노동은 언제든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되었고, 자본은 유휴노동(downtime)과 복지혜택에 대한 추가 지불 없이,
주문 건당 혹은 노동시간만큼만 지불하면 그것으로 계약은 종료되는 것
74) 플랫폼 경제를 찬미하는 경영학자들은 이를 (전통 경제에서 결합되어 있던) ‘자산
과 가치의 분리’, 더 나아가 ‘소유와 통제의 분리’를 통한 파괴적 혁신이라 칭한다
(Zhu and Iansiti, 2012; Parker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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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극단적 수준의 유연성을 고려할 때, 모든 노동의 ‘자영업화
(self-employmentization)’와 ‘외주화(outsourcing)’가 가장 극단적인 플랫
폼 경제의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공유경제론자들이 흥분하며 찬미하는 ‘노동의 주체화’ 과정은
그리 완전한 것이 아니다. 주체화된 듯한 노동은 ‘플랫폼’에 여전히 속박
되어 있다. 플랫폼 없이는 수요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업자는 플랫폼이 낚아 오는 수요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거나
(에어비엔비와 우버), 적극적으로 혹은 공격적으로, 제한된 수요자를 낚
기 위한 ‘콜낚기’ 경쟁(배달업)에 나서야 한다. 자본가가 구축한 ‘조직’이
대행하던 거래비용(Coase, 2012)을 개별 서비스 공급업자가 상당부분 감
당하게 된 것이다. 수요가 부족할 경우 (수요 예측 실패로) 초기자본투자
의 손실을 감당해야 했던 자본가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초기자본
투자는 플랫폼의 구축 외에는 없었고, 수요가 부족할 경우 감당해야 했던
인건비와 자본의 감가상각비는 대차대조표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수요의 부족을 감당하는 주체는 서비스 공급업자 개개인이다. (서비스 공
급업자에게) 노동자 지위가 사실은 (유연화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시장의
수요부족 사태에 대비한 사실상의 ‘보험’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한 플랫폼
경제에서 이전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 고용의 ‘안정성’은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에’(진입장
벽이 극도로 낮기 때문에) 유효수요 부족으로 인해 도래하는 불경기와 공
황의 시기에 플랫폼 경제에 기반한 서비스업은 저임금 저숙련 (자영업을
할 만한 초기자본조차 갖지 못한) 노동이 집결하여 (임금 및 노동조건의)
바닥을 향해 질주(race to the bottom)하는 거대한 ‘자유경쟁 시장’이 될
우려가 있다. 플랫폼 제공업자는 안정적인, ‘위험’을 수반하지 않은 소규
모 초기투자만을 갖고도 반영구적인 이익모델을 구축하는 반면, 시장의
변동에 따른 위험은 고스란히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전가된 것이다. 따라
서 폴라니가 분석했던 (실제로는 시민사회/공동체와 운명을 같이해 왔던)
자본가와 시장은 플랫폼 경제에서 더 이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공동체와
함께) 감당할 필요가 없다. 초기 투자 실패의 위험 때문에, 노동자들의 기
술습득 이후 해고로 인한 수입상실의 위험(risk)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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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강보험, 심지어는 연금까지 책임져야 했던(Hall and Soskice,
2001; Iversen and Soskice, 2001) 근대 자본주의 경제의 자본가는 마침내
시민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굳이 명명하자면 자
본가의 ‘자기 탈구적 시장(self-alienating/self-disarticulating market)’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시장으로부터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윤과 지대
는 가져가지만 시장의 변동과 경쟁의 증대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으로
부터는 완전하게 자유로운, 근대 민주주의와 국가의 노동에 대한 정치적
규율제도에 책임지지도 응답하지도 않는, 자본의(혹은 프로그래머의) 유
토피아가 플랫폼 경제의 본질일 수 있는 것이다.

2. 플랫폼 경제에서의 노동통제와 숙련
자본이 극단적인 수준의 유연화를 실현한다고 해서, 노동관리와 숙련
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 경제에서 노동관리와 숙련형성은
플랫폼 제공자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을 뿐,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 책임져
야 한다. 따라서 노동관리와 숙련형성에 따른 전통 경제의 분류는 (수행
주체가 달라졌을 뿐) 플랫폼 경제에서도 여전히 적용 가능하다. 본 연구
는 앞서 분류한 세 유형의 플랫폼 경제를 다음의 [노동통제-숙련도]의 전
통경제 2차원 공간에 재배치한다. [그림 3-1]은 노동에 대한 통제의 정도
와 개별 노동자의 숙련도에 따라 4가지 다른 유형의 노동을 전제한다: (1)
반자율적 노동시스템(semi-autonomous work system), (2)고도로 짜여진
비자율적 노동시스템(Highly constrained unskilled work system), (3)합
리화되지 않은 노동집약시스템(unrationalized labor-intensive system),
그리고 (4)자율적인 고숙련 노동시스템(Highly autonomous skilled labor
system)(Carré et al., 2000). 플랫폼 노동/계약/경영은 통제의 정도를 어
느 수준에 놓느냐, 그리고 숙련된 노동에 의지하느냐 여부에 따라 (1)-(4)
모두에서 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버는 (1) 반자율적 노동시스템으로
출현하였으나, 소비자에 의한 리뷰 시스템의 발달과 함께 (2)를 거치며
소비자 주도의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이행하고 있다. 에
어비엔비 스타일의 숙박업과 청소대행 서비스업은 (1)의 범주를 좀 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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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으로, 더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할 뿐, 노동과정상 차이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AMT의 경우, 생산물과 노동자의 대기시간에 대한 통제
를 통해, 개별 노동자의 숙련도에 따라 (1)부터 (4)까지 다양한 유형의 노
동통제 시스템을 조합하고 있다. 결국, 플랫폼 노동은 (1)과 (2)의 personal
service 영역의 노동에서 컴퓨터/알고리듬화를 통해 테일러리즘의 ‘구상’
부문의 역할을 소비자 리뷰시스템으로 일정 정도 대체하며 상호 정보가
부재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함으로써 거간역할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
는 시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3)과 (4)가 자동화와 기계학
습(machine learning)을 통해 알고리듬으로 대체되는 무인화 혁명이 오기
전까지는 플랫폼 노동이 전통 산업을 대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플랫폼 경제는 전통 경제를 포함한 산업 전체의 경쟁을 격화시키며
평균 가격과 임금을 낮추고 고용조건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
한, (1)과 (4)부문 사이 어디선가 새로 창출되는 반실업/불완전 취업 상태
[그림 3-1] 노동통제와 숙련도에 따른 노동체제의 변이
숙련도(skill level)
낮음

높음

낮음 (1) 반자율적 노동시스템(Semiau- (4) 자율적인 고숙련 노동시스템
tonomous work system : 청
(High skilled autonomous work
소, 요양보조)
system; 고숙련 전문기능직, 변
호사, 의사, 교수)
(2) 고도로 조직화된 비자율적 노
동시스템 Tightly constrained (unskilled) work system

노
동
통
제

(전통 제조업 노동자들, 전화
연결원, 패스트푸드 생산라인
종사자들, 은행 캐쉬어들)
(3) 합리화되지 않은 노동집약 시

높음
자료 : 필자 작성.

스템(Unrationalized laborintensive(low-skilled) work
system : 단순 사무직, 판매원)

62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정책적 대응

독립계약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플랫폼 기업들은 고용형태 및 노
동법, 노동권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집단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초과이윤을 창출/획득하며,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제3절 가 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두 유형의 플랫폼 경제가 임금/수입에 어떤 영
향을 끼쳐 왔는지 연구한다. 첫 번째 유형의 플랫폼 경제의 경우, 플랫폼
경영자는 가입자(노동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받을 시간당 수입 혹은 (요
금-운영비)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이윤을 남기도록 초기에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서비스 공급자를 모은 후, 이들이 자본의 감가상각비와 소비자
와의 대면접촉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모든 문제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한
후, 경쟁을 통해 (택시회사와 호텔업의) 이윤 축소와 임금 저하가 발생하
면 (혹은 시장 장악력이 높아지면) 다시 개별 공급자와의 이윤분할 협상
(협상이 필요한 경우)을 통해 자신의 이윤을 높여 가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플랫폼 경제는 노동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임금노동자
의 임금과 고용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새로 진입하는 독립 특수고용자들
의 이윤(혹은 임금) 또한 장기적으로 저하시킬 것이다. 장기적으로 노동
의 풀 확대는 고용된 노동과 플랫폼 노동의 경쟁, 보다 장기적으로는 플
랫폼들 간의 경쟁과 플랫폼에 소속된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경쟁 속에 수
입과 노동의 질 저하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본 연구는 플랫폼 기업이 품질관리(quality control)를 사실상 아웃소싱
(outsourcing)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다. 온라인 리뷰 시스템을 통해 플
랫폼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고 플랫폼 내부의 공급 경쟁이 일어남으로
써, 플랫폼 제공자는 훈련 시스템, 인사고과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생산품 혹은 서비스의 품질을 조절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버나 에어
비엔비 같은 업체들의 알고리듬이 일반화되며 유사경쟁 업체들이 등장하
며 현재 우버와 에어비엔비가 향유하는 독점이윤을 나눠 갖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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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초기 플랫폼 설정업자의 브랜드 파워가 독점적 지위를 굳히며 여
타 시장진입경쟁자를 장기간 따돌릴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소비
자가 특정 호텔 체인에 갖고 있는 별 세 개 혹은 네 개와 같은 등급이 플
랫폼 업체와 그 소속 서비스 공급업자들에게 매겨지며 플랫폼의 서열화
가 진행될 수도 있고, 우버와 같이 독점 플랫폼 내부에서 공급업자 간 서
열화가 진행될 수도 있다. (소비자와의) 더 유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플랫폼과 그렇지 못한 플랫폼, 그리고 그러한 계약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
는 정도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 간 서열화 또한 진행될 것이다. 이 경우 위
에서 논의한 리뷰시스템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확보한 공급자가 다양한
플랫폼들과의 계약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가능성도 존재한
다. 결국, 플랫폼 고용/노동의 확대 및 일반화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 (1) 초기에는 독점 플랫폼 기업에 의한 초과이윤 독점 현상이
일어나며 그 소속 개별 공급자들도 초과이윤을 일정정도 분배 받으며 고
수입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산업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완전경쟁에 가
까워지며 초과이윤이 소멸하며 앞서 지적한 전반적인 임금 및 노동조건
의 하락이 발생할 것이다.
본 연구는 플랫폼 기업에 의해 고용된 서비스 공급업자들 사이에 자신
들의 계약조건을 방어할 ‘협회’가 만들어지는 경향 또한 주목한다. 이러한
(이미 AMT 노동자들 사이에 만들어진 것과 같은) 공급업자들 간에 구성
된 (고용노동의 노조에 준하는) 협회를 통해 공급업자와 플랫폼 업자들
협회 사이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국가와 정당 또한
이 협회들을 통해 세금과 노동규제, 복지정책에 관한 기준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 이 협회들은 생산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높은 가입률을 기반으로
교섭 대표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동조합과 달리, 낮은 가입률로 대
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따라서 플랫폼 기업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당은 이들 협회 혹은 다른 통로(공급업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사항 조사)를 통해 조직되지 않는 공급업자들을 ‘위로
부터’ 동원/조직화할 필요도 있다. 플랫폼 기반 자본이 초기에는 시민사
회의 가용/전용되지 않은 자산과 노동을 시장으로 동원하며 국가와 법의
규제로부터 자율성을 누릴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공급자 협회, 국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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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노동권의 이슈화를 통해 저규제에 기반한 이익은 점차 사라질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아직 맹아단계에 있는 한국의 플랫폼 경제 부문의 서비
스 공급업자, 지식인단체, 국가부문 내부 혹은 주체들 간에 논의되고 있
는 ‘플랫폼 경제에 관한 시민사회 협약의 정치’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의 고용형태와 관련된 노동권에 주
목한다. 앞의 [그림 3-1]에서 플랫폼 경제의 경영자들이 (1)-(4) 사이의 독
립계약 형태에 만족하지 않고(이럴 경우는 임금/보상 수준과 복지혜택만
이 문제될 것이다), (1) → (2) → (3)의 방향으로 소비자 리뷰를 통한 통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경우, 노동 및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플랫폼 경제에서 노동자의 지위는 불명확하다. 지위가 불명확하니 권
리의 근거나 소재 또한 불명확하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한 기제로 도입된
파견제나 간접고용이 직접고용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외주화
(outsourcing)’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집합행동에서 초래되는 비용을 감소
시킨다면, 플랫폼 경제는 근대적 노동권의 근로계약의 뿌리 자체를 형해
화시킴으로써 노동권 또한 증발시킨다. 파견제나 간접고용에서 노동자들
은 ‘분할(divided)’된다. 직접고용된 정규직과 (파견에 의해) 간접고용된
비정규직은 임금, 4대보험, 사내복지, 단체교섭권, 고용보호 등 모든 측면
에서 다른 대우를 받고, 사용자 측은 이러한 분할지배와 차별화 전략을
통해 정규직은 포섭하고 비정규직은 배제시킴으로써, 시장의 수요와 공
급의 변동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노동비용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에서 노동자들은 ‘개별화(individualized)’된다. 근대 자본주의
발전과 노동권의 확립 뒤에는 농촌을 떠나 도시에 정착하며 ‘일터’를 중
심으로 집단화된 노동자 계층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이 자리잡고 있다. 근
대적 노동계약은 ‘노동자의 (계급적 혹은 계층적) 지위’에 대한 자각과 노
동조건과 보상에 대한 집단적 요구, 근대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각 사회계
층의 요구와 합의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실행하는 법적/정치적 관료제의
정착을 통해 확립된 것이다. 가깝게는 한국사회에서 1987년 민주화와 함
께 실질적 수준에서 비약적으로 개선되고 상승된 근로기준법과 임금의
상승이 근대적 노동계약 제도화 과정을 축약적으로 보여준다.
플랫폼 경제는 이러한 근대성의 한 축인 노동자의 집합행동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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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과를 세 가지 기제를 통해 우회한다. 첫째는 계약의 ‘개별화(individualization)’이다. 각 서비스 공급자는 플랫폼을 통해 조직화된 시장
의 수요에 대한 접근권을 플랫폼 제공자와 개별 계약을 통해 얻는다. 둘
째는 계약의 ‘표준화(standardization)’이다. 모든 서비스 공급자가 사전적
으로 ‘표준화’된 계약을 통해 동일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표준화를 요구
할 근거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집합적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표준화된 계약으로 인한 불만은 잠재할 수 있지만, 계약의 ‘불평등’으로 인
한 불만은 사전에 통제된다. 셋째는 계약의 ‘일반화(generalization)’이다.
계약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과되지만, 잠재적
으로 시민사회의 모든 구성원/시장 참여자가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자와 수요자의 경계가 시장교환의 순간에만 존재
할 뿐, 경계와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고전적 자
유주의자들이 꿈꿨던 ‘완전경쟁 시장’의 실질적 구현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개별화, 표준화, 일반화가 가능해진 것은 플랫폼 경제가 지역적
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정보의 부재로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지
하지 못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실시간 연결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이를 연결하면서 거간이익(brokerage interest), 혹은 게이트키퍼로서 이
익을 챙겨 왔던 수많은 ‘중간 매개 서비스업자’들은 플랫폼 제공자의 하
위 파트너가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개별화된 서비스 공급업자가 되는 길
을 택해야 한다.75)
마지막으로, 플랫폼 경제에서 개별화된 독립 계약자들의 경우, ‘집합행
동’을 위해서는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서로 만나기 힘든 독립 계약
자들이 스스로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해 모이려면 ‘공간’과 ‘시간’이 필
요하지만, 스스로 그러한 공유된 시공간을 창출할 역량은 없다. 그 시간
에 콜 하나 더 뛰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집합행동
의 시공간을 만들어 얻어낼 (스스로 기대하는) ‘권리보장’안이 건당 계약
료 인하와 산재보험(단일화) 정도이기 때문에 집합행동의 비용에 비해 수
혜의 크기 또한 크지 않다. 개별화된 독립서비스업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75) 인터뷰에 응한 한 베테랑 퀵서비스 기사는 과거 스스로 택배 사무실을 운영해 온
‘사장님’이었으나, 현재는 사무실을 접고 독립 기사로 업계에 남아 있는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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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하는 ‘경쟁자’로서 존재한다. 일부가 플랫폼 경영자에 대항하여 파업에
돌입할 경우 나머지가 재빨리 그 공백을 메우는 무임승차자(‘free-rider’)
이자 파업해체자(‘strike breaker’)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합행동의 가
능성은 낮고, 이들을 묶어 공동의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는 데 드는 비
용은 매우 높다.
결론적으로, 플랫폼 경제는 근대자본주의가 기반했던 ‘자본(경영)-토지
(건물)-노동’의 생산의 삼대 요소 중 토지(건물)의 요소를 제거하고, 자본
-노동 관계를 정보서비스-독립자영업자 관계로 전환시키며 탄생한, 탈근
대의 도래를 알리는 소리 없는 ‘혁명’이라 할 만하다. 변하지 않은 것은,
근대적 노동계약이 사라진 곳에, 서비스 공급자는 여전히 자신의 노동을
‘상품’으로 전환해서 시장에 팔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이 존재하는 곳에
‘노동권’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그 당사자들이 사라진 상황인 것이다. 시
민사회와 노동단체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노동권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본 연구는 플랫폼 경제의 ‘분류 및 개념적 모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노동권을 어떻게 방어하고 플랫폼 경제에서 사용자
와 노동 및 서비스 공급자 간에 발생하는 계약 조건과 협상력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국가와 시민사회의 정당한 규제의 틀을 통해 제어할 수 있
는지를 논의한다.

제4절 연구대상 및 방법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한국의 플랫폼 경제 사례들 중 배달업
체, 퀵서비스업체, 대리 기사업 등 이미 존재했던 서비스 영역이 플랫폼
경제의 도래와 함께 시장과 공급체계의 변동/변환을 겪는 분야에 주목한
다. 에어비엔비와 같은 호텔대체 서비스업은 이미 기존 연구를 통해 인터
뷰가 많이 진행되었고, 우버와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업은 한국의 진입장
벽으로 인해 아직 서비스가 일반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동서비스업의
경우, 핸드폰의 일반화와 함께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기존의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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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식, 대체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며, 업종별로 그 양태와 형태는 다양하
다.
본 연구는 업종별로 5～6명의 기사들을 섭외하여 심층 포커스 그룹 인
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플랫폼 노동의 초기 형성의 패턴
과 구조를 드러내며 향후 발전방향을 예측할 것이다. 이로써 플랫폼 경제
하에 확산일로에 있는 비정형노동과 특수노동의 고용형태와 노동권에 관
한 정책적 개입수단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시민사회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제5절 경험 분석

1. 플랫폼 경제에서의 임금/수입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목표는 플랫폼 경제가 서비스 제공자(특수고
용 노동자)의 임금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기존의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업계는 전화번호에 기반한 수요모집망 업체와 고용노동과 자영
업 중간 형태로 일하는 공급업자들의 수공업적 연계를 통해 시장의 수요
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의 출현과 함께 기존의 전화번호에
기반한, 지역별로 분단되고 파편화된 시장은 소수의 앱 회사들에 의해 수
평/수직적으로 통합되었다. 이들 앱 회사들은 전국 시장의 정보를 단일한
데이터 베이스로 통합함과 동시에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모집된 수요를
광역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서비스 공급자와 ‘실시간으로’ 연결시
킨다. 따라서 기존의 영세 콜 업체에 직간접으로 고용되어, 혹은 독립계
약업자나 동업자로 일하던 ‘콜 서비스’ 기사들은 ‘앱업체’의 몇 가지 프로
그램을 동시에 사용하는 ‘다중계약’업자로 변신하였다. 물론, 아직도 지역
별로 콜번호에 기반한 영세 사업자들이 플랫폼 기반 업체가 장악한 시장
의 틈새에 살아남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콜번호에 기반한 사업체는 서
서히 감소하여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플랫폼 기반 업체에 연결하여 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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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태로 생존할 것으로 보인다. 각 기사들 또한 여전히 소속업체를
갖고 있으나, 기사마다 2개에서 5개 이상의 소속업체를 갖고 일할 정도로
그 소속성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플랫폼 경제가 배달업계에 미친 영향은 (마찬가지로 급격했으나) 앞선
두 경우와는 다른 방향이었다. 배달업계의 관행이었던 ‘자체고용’은 시장
에서 거의 사라졌고, 앱에 기반한 배달전문업체들이 각 지역별로 다수의
음식업체 및 서비스업체의 배달 수요를 충족시키는 형태로 바뀌었다. 배
달기사들은 이 업체들에 각기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리기
사나 퀵서비스에 비해 수직적 고용관계는 상대적으로 명확하며 배달기사
들 간의 경쟁은 개별화된 개인 수준의 무한 경쟁은 아니었다.
퀵서비스와 대리기사업계의 ‘완전/무한 경쟁’ 시스템은 플랫폼 경제 자
체의 시스템에 기인한다. 누구든 앱만 깔고 보험료만 내면 진입할 수 있
는, 사실상 진입장벽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불경기일수록 서비스 공급
업자 간 경쟁은 치열해진다. 불경기 시 여타 산업의 실직자들 중 재취업
에 실패했거나 자영업을 시작할 초기자본이 부재한 예비노동력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이다.76)
따라서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앱 제공 회사는 기
사들로부터 서비스제공과 동시에 받아내는 20%의 건당 앱사용료와 프로
그램별로 받아내는 산재보험료(보험사와의 내부 담합을 통한 수익분배가
있을 것으로 추정)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지만, 서비스 제공자들은
계속 증대되는 ‘콜 따내기’ 경쟁 속에서 가격하락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똥콜’77)이라도 잡지 않으면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수준의 경쟁에 내몰리
고 있는 것이다.
사회자 저게 지금 핸드폰을 동시에 여러 개를 이렇게 펼쳐놓으신 거예
76) 대리기사 인터뷰 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젊은 대리기사는 금융권에 정규직으로 근
무하고 있음에도 대학시절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에서 벌어들이는 부수입 때문
에 일주일에 3일 정도 계속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미국의 우버 시장에
서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플랫폼 경제는 기존의 취업자 대 비취업
자/실업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형태와 고용형태가 병
존하는 공간이다.
77) 시간은 많이 소요해야 하나 단가는 낮은 콜을 부르는 택배기사들의 ‘은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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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퀵서비스기사 A 그렇죠. 동시에 왜 여러 개를 펼쳐놓냐 하면 각 지역마
다 왜냐하면 서울에 사무실이 하나 있고 인천에 하나 있고 일산에 있고 이
런 식으로 광역으로 다니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 제일 먼저 볼 수 있
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
사회자 스마트폰 나온 이후로 수입이 줄으셨다고 보나요?
퀵서비스기사 A 줄었다고 봐야죠 … 일도 더 힘들어지고. 예전에 지역에
서 그래도 순번 배차를 받아도요 그래도 30～40은 우습게 해가지고 갔어
요. 아침에 조금 일찍 나오면 저녁 마감까지 딱딱 하면은.
퀵서비스기사 B 물가는 올라가는데요. 퀵서비스 단가는 떨어져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퀵서비스가 50개 있었는데 또 다른 데서 퀵사 몇
군데 늘어났어요. 이 사람이 여기 가가지고 얼마에 들어와요? 3만 원인데
우리 25,000원에 해줄게요. 그러면서 단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까 우리가 미친다는 거예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퀵서비스 단가는 떨어지잖
아요. 제가 2년 전만 해도 판교에서 여기 나오는 거 기본 4만 원이었거든
요. 그런데 지금 25,000원, 15,000원 떨어졌잖아요. 2년 동안.

인터뷰에 응한 퀵서비스 기사 A는 이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기사로,
PDA와 무전기로 일하던 시대에 비해 경쟁이 더 격화되었다고 느끼고 있
었다. 퀵서비스 기사 B 또한 경쟁의 격화로 인해 단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실에 불만을 표시했다. 따라서 먼저 콜을 잡지 않고서는 주문을 받기가
힘들어지고, 더 먼 거리를 뛰며 광역 주문에 맞춰 배송경로가 유사한 콜
들을 맞춰서 배달함으로써 하루 10건 정도의 주문을 소화해야만, 이전의
PDA와 무전기를 이용, 순번 배차제로 배달하던 시스템에서 얻던 것과 비
슷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송경로가 유사한 콜들을
개별 기사별로 집산하여 동시에 배달할 수 있게 된 것은 앱이 개발되었기
에 가능해진 측면도 있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는 개별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스스로 배송경로 및 양을 조절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어주면서, 동시에 개별 서비스 제공자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하도록 조장
함으로써 수입증대와 감소의 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볼 수 있다.
배달기사의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시장에 무한대로 공급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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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체가 계속 늘고는 있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음식업자들과 배달제
공업체들의 ‘신뢰’에 기반한 ‘카르텔’에 신규 진입자가 개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는 퀵서비스나 대리기사 업계만큼 쉽지는 않다. 배달기사들은
대부분 지역에 기반한 특정 배달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업체는 산재보
험과 노동관리를 어느 정도 책임지고 있었다. 다만, 최근 고정급이 지입
제(건당 수수료를 업체와 기사가 일정 비율로 나누는 제도)로 대거 전환
되면서, 기존의 24건 - 월 300만 원과 같은 고정급 임금 시스템은 (강남/
서초를 제외하고는) 거의 허물어지고, ‘많이 콜에 응답할수록’ 개별 기사
의 수입도 연동되어 늘어나는 ‘성과’ 위주 임금/수입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었다. 또한, 몇몇 앱제공자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퀵/대리기사 시장
에 비해 기사들의 ‘소속’이 명확하기는 하지만, 소규모 (플랫폼)사업자가
지역 시장마다 끊임없이 진입하고, 지입제가 확대되면서 배달기사들의
수입은 점점 하방압력에 노출되고 있고, 근로시간은 점점 늘어가고 있
다.78)
사회자 그러면 지금 (지입제로) 바뀐 지 보름밖에 안 되셨다고 하셨죠?
바뀌니까 어떠세요? 소득이 늘어요 줄어요?
배달기사 B 지금은 거긴 생긴 게 얼마 안 돼 가지고 일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은 그냥 비슷해요. 수입은 비슷한데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더 과
도한 노동이 생긴 거죠.
사회자 더 많이 일을 해야 먼저만큼 가져가실 수 있다?
배달기사 B 네. 일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뒤지면서 다닌다고 하거든
요. 뒤지면서 굉장히 위험하고 운전대를 안 잡고 핸드폰을 잡고 다니는 거
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콜이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험하죠.
사회자 그러면 많이 그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기사분들이 불만이 많
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배달기사 B 네. 불만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원래는

78)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배달기사들은 자신들이 받는 임금 수준에 만족한다고
했다. 일은 장시간 노동(하루 평균 12시간)으로 힘들지만, 월 300만 원 정도의 고
정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장시간 노동은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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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1년은 만기 간다고 형식상에 계약을 할 때 3개월로
계약을 했는데 이건 그냥 형식상의 계약이고 무조건 1년을 보장해준다 그
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개월로 다 저기하고 계약해지를 하고 다 지입제
로 바뀌었고 그리고 만약에 고정급을 하려고 하면 서초는 항상 고정급이
있거든요. 강남에는. 그쪽으로 출근을 해라 이런 식으로 통보가 돼가지고
다 지입식으로.

결론적으로, 플랫폼 경제의 도래는 세 분야 모두에서 임금을 하락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시장은 앱의 보급이 분
산/파편화되어 있던 공급망을 통합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누구
나 독립자영업자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노동시장 진입장벽이
극적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이 두 시장은 노동공급의 증가로 인한 경쟁의
증대가 콜 건당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배달업
계의 경우 플랫폼 경제 자체가 경쟁을 증대시켰는지는 불확실하다. 지역
별로 분할되어 주문발주업체와 대행업체 간의 암묵적 연결망이 존재하고
대행업체들이 배달기사를 어느 정도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경쟁 증대가
급속히 이루어졌는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강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급격
히 도입된 지입제로의 변화는 대행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수익구조의 악
화 때문일 수도, 아니면 대행업체의 이윤증대 전략일 수도 있다. 다만, 배
달 수요가 지역별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입제로의 변화 자체가 이
윤증대로 귀결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대행업체 수준의 경쟁 격화
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더 크다. 대행업체별로 앱을 따로 개발하고, 개별
적으로 주문업체들과 신뢰망을 구축해 온 관행이 점점 더 약해지며, 주문
업체들이 더 싼 새로운 대행업체를 찾기 위해 신뢰망을 다변화시키면서
개별대행업체들이 가격하락 압력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앱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한 배달 대행업 또한 신규업체의 시장진입
으로 인한 경쟁 증대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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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경제에서의 노동관리
한국의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업계에 도입된 플랫폼 경제는 기본
사업구조에 있어서 서구의 플랫폼 경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개
별 계약노동자/독립자영업자들과 플랫폼 업체와의 관계의 세부사항은 큰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복지혜택이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업계에
서 산재보험은 서비스 공급자의 책임이다. 프로그램 개발업자 입장에서
는 자영업자와의 계약에, 즉 누구든 앱 사용료만 내면 참여할 수 있는 시
장에 개발업자가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용하는
앱 프로그램마다 보험을 따로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착취 시스템이 작동
하고 있다는 점이다. 택배기사 입장에서 하나밖에 필요 없는 보험을 프로
그램마다 다 가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앱 개발자들의 대표적인 횡
포이다.79)
반면에,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배달기사들의 경우, 대부분 소속 배달회
사에서 산재보험을 (보험료의 절반을) 책임져 주고 있었다. 적어도 복지
혜택에 있어 업종별로 다른 복지혜택 관행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앱을 이용하는 서비스 공급자가 어떤 고용형태로
사업을 하느냐가 관건임을 보여준다.80)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의 경우, 중
간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서비스 공급자를 묶어서 노동공급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고, 배달업의 경우 이러한 지역기반 중간 고용자
가 존재했다. 배달기사들의 경우, 모두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다고 밝혔고,
(놀랍게도) 현재의 수입에 크게 불만이 없다고 응답했다.
퀵서비스와 대리기사의 경우, 앱개발자로부터 아무런 교육이나 지침을
받고 있지 않았다. 대리기사의 경우, 손님과 충돌이 생길 경우 이후 서비

79) 앱 개발업자들과 보험회사 간 물밑 거래가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80) 이는 황덕순 외(2016)의 앱기반노동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사회보
험에 가입한 집단의 비율을 보면 적지 않은 수의 종사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산재의 경우 37.8%(91명)가 가입하고 있으며, 고용보
험에 가입하고 있는 집단도 14.9%(36명)로 나타난다. 이는 앱음식배달 종사자 가
운데 적지 않은 집단이 특고가 아니라 직접고용되어 일하는 종사자라는 것을 의
미한다.”(pp.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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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공급자격에 제한이 가해지는 식의 제제가 존재하였고, 퀵서비스의 경
우, 서비스 공급을 이행 못할 경우 유사한 제한이 가해졌다.
세 업종 모두, 미국의 우버나 에어비엔비와 같은 소비자에 의한 리뷰시
스템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았고, 소비자가 매긴 만족도 점수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격 제한을 가하는 경우는 (소비자와 심각한 수준의 갈등과
언쟁,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었다.
반면, 배달업계의 노동관리는 다른 두 업종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필
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출근을 통한 노동시간 관리를 하고 있
었다.
배달기사 A 아니죠. 그런데 계약상에는 그래요. 지입제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능력껏 벌어가고 그런데 회사에서 다 출퇴근 관리하고 다 똑같아
요. 회사처럼.
사회자 출근이란 개념이 있다는 거죠?
배달기사 A 네. 지각도 체크하고.
사회자 그러면 어디 얼굴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앱 켜면 출근 아니
에요?
배달기사 A 아니요. 회사에 출근을 해야 돼요. 처음에.
사회자 몇 시에 출근하세요?
배달기사 A 전화로 해도 앱 켜고 콜 잡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일단 기본
은 회사에서 출근을 11시에 일단 출근을 해야 돼요.
배달기사 B 쉽게 말해서 얼굴 도장을 찍어주면 사무실에서 이분 나오셨
구나 하는데 어플만 켜고 이 사람이 11시인데 11시에 어플 켜져 있어. 그
런데 활동이 없어 그러면 전화하죠. 전화해서 뭐 하세요 이런 다음에 어플
켜져 있는데 콜 안 잡으시는 것 같아서요, 이런 식으로 전화가 한두 번씩
오거든요. 얼굴 도장이죠.
배달기사 B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다른 것 같고. 패널티고
제재일 수도 있는데 제재 쪽에 갔던 것 같아요 … 그러다 보면 시간제 배달
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받게 되는 건
사실 음식이 1시간 뒤에 배송하면 식을 수밖에 없잖아요. 받는 손님 입장
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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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 거래처하고 업주하고 고용자하고 대행사무실하고는 어쨌든 관계
가 지속되고 유지가 되어야지 수입적인 면에서 계속 일어나서 콜이 계속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두 업계와 달리 배달업계에서 (복지혜택과 함께) 보다 밀착적인
노동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배달업계 특유의, 지역 수준에서 주
문업체들과 배달업체들 간에 존재하는 신뢰망과 장기적인 거래관계 때문
이다. 배달업체는 주문량에 따라 월말에 한꺼번에 주문업체별로 입금을
받는 관계이다. 따라서 배달이 정확히 정시에 이루어졌는지, 소비자에게
배달기사가 적절한 서비스를 시행했는지에 관한 피드백(feedback)이 수
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배달업체는 자체 고용하고 있는 배달
기사들의 서비스의 질에 따라 주문-배달관계의 지속성이 판가름나기 때
문에 퀵서비스/대리기사 업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준의 노동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 주문이 발생할지 모르고,
동일 주문자가 계속해서 주문을 한다는 보장이 없는 퀵서비스와 대리기
사업계에서는 주문자와 중간거간업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이 어렵지만,
음식업과 같이 꾸준한 주문수요가 존재하고, 배달의 신속/정확성이 배달
상품의 질에 직결되는 경우, 배달과정 자체에 대한 (상대적으로 지속적이
고 표준화된) 노동관리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배달업계는 전통 경제에서 확립된 (주문자와 중간거간업
자간의) 안정적 수요-공급 시스템이 노동의 질 관리 필요성과 맞물리며
사용자들이 노동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관행이 남아 있는 경우이다. 노동
권이 아예 처음부터 확립된 적이 없는 대리기사 업계와, 기존의 노동권이
사라져버린 퀵서비스 업계에 비하면, 근대 자본주의에서 확립된 노동권
의 흔적이 남아 있는 사례라 할 만하다. 하지만, 배달업계 또한 격화되는
경쟁 속에 지입제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기반한 노
동관리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음을 볼 때, 장기적으로는 다른 두 업계와
같이 중간 거간업자들의 역할이 더욱 축소되고 (지역고용업체가 순수 플
랫폼 업체로 전환하면서) 지역단위로 활동하는 서비스 공급업자들 간의
보다 격화된 경쟁시스템으로 전환될 가능성 또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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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랫폼 경제에서의 노동권과 (노동)조합 활동
플랫폼 경제가 도입된 세 업계에서 노동권의 확립은 전체적으로 저열
한 수준이다. 택배와 대리업계는 개별 기사들이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 없
이 플랫폼 개발사(& 소속업체)의 전횡에 노출되어 왔고, 배달 업계에서
만 소속업체들이 (보험료의 절반을 책임짐으로써) 기본적 수준의 산재보
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를 주된 ‘자본투자’로 운행하는 택배기
사들의 노동조건은 세 업계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류된다. 극소수의
기사들이 각 업계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극히 저조하며(경활부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0.2%, 연구자 자체 계산) 인
터넷 카페와 서울시가 마련한 쉼터를 통해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택배기사 A 그런데 이것은 기를 쓰고 이것 하나 쫓아다녀야지 또 하나
광역 맞춰서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 쳐다
보고 있다가 가다가도 쳐다보고 있다가 앞차가 서는지 모르고 박아버리고.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고 확률 높다고 그래서 오
토바이 보험 들어주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종합보험도 안 들어주면서 책
임 보험을 그렇게 분할을 시켜가지고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자기네들이 그
러고 있죠. 뭐 자동차 보험은 가면 갈수록 해마다 떨어지잖아요. 여기 지금
오토바이 하나 끌고 다니는 거가 차 보험료 30만 원 내는 거나 오토바이
보험료 30만 원 내는 거나 지금 차하고 오토바이하고 똑같아요.

택배기사의 경우, 대리기사와 달리 사고확률이 높고 (오토바이의 특성
상) 사고 시 상해 수준이 치명적인데, 보험회사와 일대일로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높은 요율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개별화된 독
립 서비스 공급업자 신분으로 인해, 플랫폼 제공업체와의 협상에서도, 보
험사와의 협상에서도 불리한 조건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왔다. 택배기사
A가 진술하고 있듯, 한국의 택배업계에서 (카카오톡을 제외한) 기존의 플
랫폼 제공회사들은 앱을 분할하여 개별기사로 하여금 여러 보험에 이중/
삼중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추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사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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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착취해 왔으며,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과도하게 높은 요율을 부과함으
로써 택배기사에게 이중의 부담을 씌워 왔다. 각 기사들의 소속업체들은
운송수단 관리투자와 상해 시 보험책임을 기사들에게 전가해 왔다. 이에
비해 배달 업계는 산재보험과 관련된 불만은 거의 없었으며, 주요한 불만
은 지입제로의 변경에 따른 수입의 불특정성과 경향적 저하에 대한 것이
었다.
산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은 세 업종 기사들 대부분 인정했다.81) 하지만,
여타 보험들(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에 대한 관심은 세 업종 모두에서
낮았다.82)
대리기사 A (4대보험 요구가 높지 않은 것은) 그런데 당연한 거에요. 대
리기사들 중에는 신용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고, 회사에서 투잡 하는
사람도 많고 … 소득이 안 잡혀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자기 핸드폰
이 아닌 와이프나 친구 명의로 쓰는 경우도 있으세요. 자기 통장도 안 쓰
고요. 그런 분은 당연히 산재를 안 들을 거고. 돈이 일단 빠져나가잖아요.
단돈 몇천 원이라도 빠져나가는 것이 기사들은 싫죠. 셔틀을 타도 1천 원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데.
대리기사 B …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
직히 몇만 원 더 벌자고 하시는 분들이 80%가 넘을 텐데. 거기서 보험료
떼고 뭐 떼고 하면, 말씀처럼 몇천 원도 아까워서 싸운다고 하는데…
대리기사 A 연금은 절대 안 해요.
대리기사 B 절대 안 하죠.
대리기사 A 저도 제 연금 빼고 싶은데 못 빼거든요.
대리기사 B

저도 솔직히 저도 4대보험 나가는 것이 월급 받으면 아까워

죽겠는데.
81) 하지만, 김종진(2017)의 근로복지공단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에서 2012년에서
2016년, 산재보험 가입률은 10% 내외였다. 다른 4대보험 가입률은 3%에서 7%에
머물렀다. 이는 여타 비정규직종인 파견노동자의 가입률 49%(국민연금), 78%(건
강보험), 66%(고용보험)에 비할 때 극히 낮은 수치이다. 경활부가 2015년 조사에
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2.2%, 2.3%, 4.1%였
다(저자 자체 집계).
82) 샘플 수가 적어서 일반화는 힘들지만, 인터뷰 대상자 중 가장 나이 많은 기사가
사회보험에 대한 관심과 동의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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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A 만약에 강제로 해야 된다면.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무조
건 강제로 해야 된다면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대리기사 소득이 낱낱이 까
발려지거든요. 그리고 대리회사도 수익이 까이면 세금 문제도. 지금 다 탈
세에요. 거의 탈세라고 보면 돼요. 95% 이상 탈세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
요. 큰 회사 빼고요. 자기들 수익이 밝혀지면 문제가 생기겠죠.

특히 대리기사들의 경우, 4대보험으로 인해 순수입에서 빠져나가는 보
험료를 ‘아까워했으며’ 미래에 대한 보험이라기보다는 현재 가용가능한
현금에 대한 (돌려받지 못할) 세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수입
내역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플랫폼 운영자들의 인터뷰에
서, 운영자들은 대리기사들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국가에 의해 수입내역
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신용불량자’들이어서, 자녀나 친척의 계좌를 통
해 수입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회보험에 대한 이들의 선호는,
플랫폼 경제의 특성과는 별도로, 대리, 택배, 배달과 같은 업종에 유입되
는 노동력의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볼 수 있다. 한 대리기사가 이야기했
듯이, 신용불량자의 경우, 소득이 추적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존재했고,
많은 한국의 임시직 임노동자들이 보여주듯이, 미래소득보다는 현재의
현금소득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게 존재했다. 따라서 이 업종 종사자들의
경우, 보험료 납부에 대한 거부가 클 것이고,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허
용할 경우 현재와 같은 미미한 수준의 가입률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국가가 보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여타 직군과
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현금수요에 대한 강한 선호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능한 대안은 플랫폼 업체와의 건당 수수료에 보험료
가 자동으로 발생시키도록 해, 노동과 함께 보험료 납부가 자동으로 발생
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행 20%인 택배기사의 건당 플랫폼 납
부 요율을 22%로 높이고, 플랫폼 업체가 2%, 택배기사가 2%를 책임지도
록 하면, 전체 수입의 4%가 보험료로 걷힐 것이다. 이런 방식이라도 의무
사항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특고부문 노동자들이 60대 이후 극빈곤계층
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도는 극히 낮
았다. 한 장년 세대 기사는 노동조합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집합행동의 문

78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정책적 대응

제로 보았다.
택배기사 C 그보다 더한 택시회사도 그러는데 (데모하자면 모이지 않는
데) 오토바이들 전부 모아놓고 조합을 만들고 뭐를 하고 뭐를 어떻게 해달
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에 한해서 그러지. 그리고 뭐 하는 얘기
가 그래요. 쉼터 거기에서 저단가로 절대 일을 하지 말자. 터무니없는 가격
얼토당토 않는 거 해가지고 뭐하냐. 봉사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자 그
래 놓고도 거기에서는 그 얘기 해놓고 나와가지고 오더 뛰는 거 보면 그거
다 해가지고 간 뒤에 보면 PDA가 깨끗해.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될 리
가 없다)

이 응답자는 택시기사들이 택시회사에 대부분 고용되어 있던 시절에
시위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었고, 그 시절에도 늘어가는 자영업 택시들
때문에 데모 대열 유지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회사
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택배 기사들을 모아서 집합행동을 조직화하기는
훨씬 힘들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은 상호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부
가 저단가 콜을 잡지 않으면 다른 기사들의 기회가 확대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집합행동을 제어하는 ‘파업 방해자(strike breakers)’ 집단이 업종
내에 무수히 존재하는 것과 다름 없다. 프리라이더들(free-riders)을 제어
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 내기에는 개별화의 정도가 너무 극심해 배달
및 대리기사 업종에서 가입자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보한 노조를 기대
하는 것은 지난한 과제로 보인다.83) 다만,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불
만은 팽배해 있었으며 플랫폼 회사의 ‘갑질’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한 듯
보였다. 따라서 존재조건 자체가 노조 조직화를 어렵게 만드는 플랫폼 기
반 업종은 초기업노동조합(산별노조 혹은 지역노조) 혹은 정당/시민단체
나 정부기관이 외부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

83) 배달업계 노조 조직화를 작업해 온 서비스 연맹 관계자 또한 별 진전이 없음을
토로하였다. 특정 지역에 배달이 집중되는 곳에 이들이 모여 있어 접촉을 시도해
봤으나, 이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콜을 빨리 받기 위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출발선으로 짐작되는 곳에서 함께 콜을 기다리는 것일 뿐이었다. 집합행동
의 전제조건인 ‘착취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고, ‘착취의 현장’을 함께 공유하지
않으며, ‘착취의 결과’를 함께 공유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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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정당들은 이 업
종 서비스 공급자들의 애로사항을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직접 청취하고,
선거공약을 통해 이들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자신들 스스로를 동원할 물질적/시간적 ‘조직역량’이 부족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절 소 결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하의 대표적
인 세 가지 서비스 업종 — 대리기사, 택배(퀵서비스), 배달업 — 에 종사
하는 서비스 공급업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수입, 고용형태,
노동조건, 노동권에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분석하였다. 예측한 대로, 플랫
폼 경제는 보다 많은 공급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면서 가격하락을 통해
수요를 창출한다. 이는 각 업종의 노동시장에서 경쟁의 강도를 증대시키
면서, 개별 공급업자들의 수입에 강한 하방압력을 초래하고 있었다. 배달
업체에서만 여전히 고정급이 일부 남아 있었으나, 이 또한 지입제(건당
수입 분배)로 급속도로 바뀌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플랫폼 제공업체의 노
동관리는 최소수준으로 그쳤고, 그나마 배달업계만이 대면접촉을 통한
노동관리를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하 서비스의 질은 사실
상 서비스 공급업자 개인의 ‘대략적 판단’과 ‘관행’에 의지해서 조절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배달업계의 대면접촉을 통한 노동관리는 플랫폼 경제
와 지역배달 대행사의 공생, 그리고 지역배달 대행사의 수요유발업체들
과의 (아직은) 긴밀한 비공식적 관계 때문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봐
야 할 것이다. 대리기사의 경우, 소비자와의 갈등 발생 시 접속제한과 같
은 처벌체계가 존재하나, 플랫폼 제공자는 공공의 규준에 위반되는 사안
이 아닐 경우 기사들의 교육과 관련한 투자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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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세 종류의 이동서비스 업체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영향
배달

퀵서비스
전화 콜

대리기사

기존 서비스 방식

배달업체 자체고용

플랫폼의 역할

공급자-수요자 연결 공급자-수요자 연결 공급자-수요자 연결

고용관계

플랫폼 업체 직접
고용

임금

안정적, 고정급에서
불안정적
지입제로 변환 중

불안정적

노동관리
(노동통제 정도)

업체가 직접 관리
(중간)

사실상 없음
(낮음)

사실상 없음
(낮음)

대 소비자 서비스
관리

업체가 취합 관리
(상벌 체계 존재)

없음

없음 (갈등 발생 시
상벌 체계 존재)

산재보험

업체 제공

프로그램별로
공급업자 구입
공급업자 직접 구입
(의무사항 아님)
(의무사항)

다수의 소속업체

전화 콜

소속업체

자료 : 필자 작성.

외국의 플랫폼 경제와 비교할 때, 국내의 대표적인 세 가지 이동서비스
업종의 플랫폼 경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서비스 건당 플
랫폼 업체가 가져가는 비율이 훨씬 높다(미국의 경우 9～15%, 한국은 20
～23%). 프로그램 분할과 분류를 통한 추가비용 발생을 고려하면, 수임건
당 플랫폼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현상은, 단일 업체가 독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택배업계에서 두드러진다. 독점기업일수록 소비자로부터 거둬들인 지대
를 자사 소속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분배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던 전통적인 산업경제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다. 이는 플랫폼
경제의 프로그램 제공업자는 전통 경제의 자본가와는 질적으로 다른 전
략과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일 수 있다. 프로그램 업자로서
는, 서비스 제공업자들을 개별적으로 분할해서 관리하는 한, 집합행동의
84) 이는 우버의 리뷰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의 통제이다. 향후 한국의 플랫
폼 업계가 우버와 같은 높은 수준의 통제와 노동관리 방안을 도입할지는 명확하
지 않다. 대리기사 시장에 새로 진입한 카카오톡의 경우도 좀 더 합리적인 요율
을 제시할 뿐, 노동관리에 있어 기존 업체와 다른 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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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대단히 낮고 시장에서의 이탈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장기간 초
과착취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혹은, 한국의 플랫폼 업체와 서비
스 공급업자의 관계가, 한국의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관계와 같이, 보
다 종속적이고 위계적인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전통 경제의
자본가와 플랫폼 업체의 소유주 간의 차이보다는 한국적 갑-을 관계로
상징되는 ‘위계관계’가 문제의 본질일 것이다.
둘째, 한국의 이동서비스 플랫폼 경제에는 종주국 미국과 달리 중간 거
간업체가 한층 더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세 업종 모두 기존에 이미 존재
하던 이동노동 서비스에 플랫폼이 소개되며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들 거간업체는 업종별로 다른 수준의 노동 관리와 대소비자관리, 주문업
체관리를 수행하고 있었다. 배달업이 좀 더 밀착된 수준의 노동관리를 통
해 좀 더 전통 경제와 비슷한 방식의 경영관리를 하며, 그에 걸맞은 (낮은
수준이나마) 고용보호와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퀵서비스와 대리기
사업의 경우, 점점 더 서비스 공급업자의 독립성이 증대되며, (아이러니
컬하게도) 이들의 노동권에 대한 보호체계 또한 급속히 후퇴하였다(혹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덧붙여, 배달업이 점점 음식을 넘어 심부름, 탁송,
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퀵서비스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
기 때문에, 플랫폼 경제와 전통 경제의 무질서한 공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 및 대리운전 업종의 경우, 기사들은 수임단가의 저
하, 열악한 도로상의 근무환경, 보험과 플랫폼 사용료를 통한 플랫폼 업
체의 착취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이
해를 대변할 노조나 유사협의체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전통적 시장경제의 고용관행과 규칙에서 벗어나 있는, ‘고용자/
자본가/노동자 없는’ 고용모델인 플랫폼 경제하에서 노동의 권리는 새로
운 이론화와 정책적 개입을 요구한다. 국가와 공동체의 적절한 규제에 기
반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자기조정적 시장의 확장과 변신은 결국 시
장이 터해 있는 공동체적 기초 자체(특히 노동권)를 허물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통 경제에서 당연시되었던, 일터와 공동체를 공유
하는 대규모 노동자 집단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과 이에 기초한 사용자와
의 임금 및 노동조건 협상, 정당과 선거를 통한 정책입안 및 노동권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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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를 위한 ‘압력과 로비의 정치’ 같은 근대민주주의의 절차가 플랫폼
경제에서는 (적어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지역과 공동체를 공유하지 않는, 명확하게 고용관계조차 성립되지 않
는 유사노동자/유사자영업자 집단의 출현은, 집합행동과 근대의 대의민
주주의 제도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확립해 온 노동권을 뿌리부터 뒤흔들
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합행동을 통한 보상에 대한 기대수준이 극히 낮고, 집합행
동의 비용은 대단히 높은 특수고용노동자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어떻게 새로운 시장질서의 형성과정에
개입하여 노동권과 공동체를 보호할 것인가? 필자는, 이동노동종사자들
이 스스로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플랫폼 민주주
의 앱’을 제작하여, 이들이 ‘인성’이나 ‘카카오 대리’와 같은 앱 바로 옆에
‘특고 민주주의 앱’을 장착한 상황을 상상해 본다. 이러한 ‘대항 플랫폼’은
이동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사례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사례를 실시
간으로 모아 취합하고, 시민단체와 정당이 이에 실시간으로 정책과제와
공약을 통해 응답하도록 ‘부추키는(encouraging)’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
한 앱은 (플랫폼 경제가 그러하듯이), 노동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특고노
동자라는 ‘소비자’와 이들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대변하고자 하는 ‘공급
자’(정책입안자)가 실시간으로 만나서 소통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정
치적 가치’가 창출되는 공간일 것이다. 플랫폼 경제 시대의 민주주의는
(플랫폼 경제가 그렇듯이) 분배와 고용의 조건들에 플랫폼 참여자들이 직
접 참여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플랫폼 참가자들의 상호
작용(interaction)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플랫
폼상에서 특정 이해를 중심으로 공통의 가치를 추려낼(filtering) 수 있을
까? 어떻게 하면 정책 생산자와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잇따르는 질문은, 앱을 통해 개별화된 특고노
동자들이 연결되고, 다시 이들과 정책입안자들이 연결되는 앱은 누가 설
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필자는 이 플랫폼을 제공(프로그래밍)하는 자가
21세기의 정치를 선도할 것이라고 감히 예측한다.
플랫폼 경제는 21세기 민주주의와 정치제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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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의 고안자들이 그러했듯이, 시민사회 또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조직화와 집합행동 방식을 통해 노동권과 노동의
몫을 방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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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들이 생겨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그 일자리를 둘러싼 관계(고용인-피고용인, 운영자-참가자, 주문자-제공
자 등 어떤 식으로 부르는지와는 무관하게 일을 하도록 하는(요구하는,
주문하는, 중개하는) 자와 일을 하는(요구에 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처리를 하는) 자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이다. 특히 노동법학에서 이 관계
규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찾기라는 과제를 던져준다. 이 관계가 노동관계
라면 노동법제가 적용되어 관계의 당사자들을 근로자-사용자 관계로 정
의하고, 근로자에게는 노동법적 보호를, 사용자에게는 노동법적 의무를
제공/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 특히 채권채무적 의미로 치환
되는 계약관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내용들이 노동관계상의 당
사자들에게 제공/부과되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은 특히 노동관계의 당사
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근로권(헌법 제32조)과 노동3권(헌법 제33조)을 보
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할 정책적 의무를 지니는 가운데 사회보험법제는 근로자라는 개념을 중
심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와의 사회보험제도를 구분하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근로자인 자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그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를 보장해 주는 것은 국가정책적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근로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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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자가 아닌 자로 취급됨으로써 헌법과 노동법상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상황은 형평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허용되어서
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의 형태와 구성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나타나면서 누가 근로자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여기에서 “새로운 일자리”라는 것이
다소 모호한 표현이기는 하다. 노동법제가 탄생했던 시기의 일자리인 공
장노동형태를 전통적인 일자리라고 하고, 그것을 벗어난 일자리가 “새로
운 일자리”라고 한다면, 이미 전통적 형태의 일자리로부터 벗어나는 일자
리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근래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내하도급 등의 간접고용형태도 직업소개라는 형
태로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공유경제라는 명칭으로 호도되고 있
는 일자리형태도 마찬가지이다. 공장이라는 폐쇄된 공간을 상정하면서
그 공간 안에서 일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자와 그 지휘감독에 따라 종
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전제하는 것이 전통적인 일자리와 노동관계
라고 말한다면, 이 전제를 벗어난 모든 형태의 일자리와 근로형태는 새로
운 것일 수 있다. 노동법은 전통적인 노동관계로부터 출발하여 그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와 근로형태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해 왔지만 법의 진화 속
도는 언제나 실제 세계의 변화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법은 그 적용을 위한 개념 문제로서 근로자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노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법이 변화에 뒤처지는 경우 학술적 연구
와 논의를 통해 이를 보완하기도 했고, 법원이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
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라는 개념에 대한 보완과 격차 극복의 노력도 한
계에 부딪힌 것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인함이다. 비로소 모호하지 않
게 “새로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부를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는
데, 과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할 수 없었던 형태의 일자리들
이 그것이다. 넷 망을 기초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일자리
들이 그러한 것이고, 이제 노동법은 이러한 일자리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한편으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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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근로자란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기초로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시켜나가
는 것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 개념론을 벗어난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는 것도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근로자의 개념을 전제로 하는 논의를 기초로 근로자/
사용자 찾기를 검토해 보는 한편, 새로운 접근법들을 소개해 보는 것으로
한다. 다만 논의의 전개를 위해 미리 설명하여 둘 것이 있다.
누가 근로자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논의된다. 첫
째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보호법제가 규정하는 최저근로조건의 수혜
자로서의 근로자이고, 둘째는 노조법과 같은 집단적 노동관계를 전제로
하는 노동3권의 향유자로서의 근로자이다. 우리 법상 양자는 구분된다.
그리고 후자의 범위가 더 넓다. 전자는 후자에 당연히 포함되지만, 후자
는 전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둘러싸고 누가 근로
자인가 하는 것을 논할 때 문제되는 것은 주로 전자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배달앱을 이용해 배달대행을 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근
로자로서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을 갖는가 하는 문제, 도급
계약하에서 일하던 사람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 당했을 때 이것이 근로
기준법상 부당해고의 문제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부당한 계약
해지에 저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플랫폼을 통해 청소서비스를 제공하
던 사람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
제 등인 것이다. 이들이 단결하여 노동관계상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 단체행
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과 개별적 노동보호
법제의 적용 문제는 다소 결을 달리한다.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
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는데,85) 이
것은 위 두 번째 영역의 근로자와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 영역의
근로자임을 당연히 요구하거나 전제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85) 한겨레신문(2017), ｢국가인권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2017.5.29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96614.html#csidx4d9b417434d1ca4b54ad
948929f8dde(최종검색일 : 2017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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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86) 법원도 인정하고 있다.87)
그러므로 다음에서 서술하게 될 ‘근로자 찾기’와 ‘사용자 찾기’는 사실
위 두 영역을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 두 영역은 포함관
계에 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노조법상의 근로자). 노조법상의 근
로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제외시키고 나면 남는 근로자는 사용
자에 대하여 최저근로조건 등 노동보호법제의 제공을 당연하게 요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 개념과 관련된 문제(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문제 = 개별노동관계상 근로자 문제)를 기본적
대상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논의 영역을 확장시켜나가는 방식으로 서
술하고자 한다.

제2절 근로자 찾기

1. 근로자 찾기의 시작：근로계약
근로기준법 등 노동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노동관계는 통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된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
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
8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
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한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반
드시 근로계약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노조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
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노조법 제2조 제1호).
87)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이 사건은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자는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가 요건이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당연해 보이는 판결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다르다고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로서 의미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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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관계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기초로 구성된다. 노동관계의 가장 기본
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때 “근로”는 정신노동이건 육체노동이건 불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3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임금’이라는
명칭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월급, 급여, 상여, 봉급, 일당, 주급
등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기만 한다면 임금이라
고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다만 여기에서 “근로의 대가”라
는 말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다. 근래의 임금 관련 분쟁들에서 볼 수 있듯,
임금의 의미로 지급될 수 있는 금품의 명칭이 참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용자의 ‘의례적․
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88) 근로자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의 대
가로서 임금이란 “(사용자의)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
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이다.89) 특히 임금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로서의 성질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
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
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
당”될 수 있다.90)
그러므로 이러한 임금지급의 원인이 되는 “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것(이러한 근로제공행위가 있
어야 임금이 지급되므로), 그 제공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
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러한 의무에 기반한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므로)이라고 이해
할 수 있겠다. 임금의 명칭이 중요하지 않듯, 근로제공의 명칭 또한 중요

88)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의례적․호의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다1580 판결 등 참조.
89)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판결.
90)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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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용역, 도급, 위탁, 위임, 판매 등
어떤 명칭으로 제공되는 근로이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이 지급된
다면 근로의 제공이다.
한편, 근로제공-임금지급을 기초로 하는 근로계약은 그 명칭이 근로계
약인 경우도 많지만, 근로와 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이라는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임금이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
기만 한다면, 제공된 근로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
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면, 법적 개념으로서의 임금과 근로에 해당한다
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근로계약은 노동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근로
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기
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될 것,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명시되어 근로자에게 교부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근로
기준법 제17조,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을 통해 이러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다. 근
로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근로계약 아닌 근로계약의 발견：실질적 근로자 찾기
위와 같은 근로계약을 통해 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찾을 수 있기
는 하지만,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
약이 근로계약으로서의 외형과 실질을 갖고 있다면 근로자를 찾는 문제
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고, 근로자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도 비교적 쉽겠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 근로계약이 아닌 것으로부터 근로계약의 실질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근로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근로자 찾기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
이다. 그래서 법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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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
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기는 하다.91)
그렇다면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다시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것을 “종속적인 관계”의 문제로 치환시키면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
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
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
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
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
는 않는다.92)
위와 같은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은 “종속적인 관
계”에 있다.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의 존재여부는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ㆍ감독을 하는지 등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확
인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
91)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92)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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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이
“종속적인 관계”의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한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
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보기도 하고,93) 전형계약으로서 도급계
약과 유사한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학생들의
등․하원을 위한 차량운행을 한 경우라도 사업주의 구체적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가 있었고 업무상 징계권 등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겸직이 사
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도 하였다.94)
그러나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던 노무제공자에게 근
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노무의 품질과 작업량을 일
정한 수준에 맞도록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시․감독”은 노동관계상의 지휘명
령이라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해당 노무도급계약의 근로계약성을 부정하기
도 하고,95) 위․수탁 관리계약 또는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의 화물트럭을 이용해 제품운송업무를 담당한 지입차주가 상당기간 고정
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사업주로
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단지 운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이 계약의 근로계약성을 부정하기도 하였다.96)
그러므로 어떤 계약이 근로계약인가 아닌가, 그 계약의 주체가 근로자
인가 아닌가, 그 계약을 둘러싼 관계가 노동관계인가 아닌가는 계약의 실
질로부터 규명되어야 하고, 특히 “종속성”이 있어야 근로계약관계성이 인

93)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94)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62749 판결. 특히 이 판결에서는 지입차주 특성상
노무제공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각종 비용과 사고책임을 부담하였지만 “노무제공
자가 기계ㆍ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 하
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95)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96)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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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계약의 명칭이 동일하거나, 계약의 내용이 유사하다 할지라도 어
떤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실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다른 경우에
는 근로계약으로서의 실질이 부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 아닌 근로계약을 발견하는 문제는 상당히 유동적이고
모호하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경우에는 형식상 전혀 아무
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존
재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한 사업주가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이 사업주
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아닌, 제3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
기도 하는 것이다.97) 다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어서, 원래의 근
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
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
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 회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
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인 경우와 같은 경우에서야 인정된다.
즉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 중 사용자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면서 근로
제공-임금지급의 노동관계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제3자를 위한 노무대행
기관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에서야 형식상 아무런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던 제3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3. 지휘명령 대상으로서의 근로자
어떤 노무제공자가 노동보호법제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최종적 유권해석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법원의 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상당히 유동적이고 모호하기는 하지만 가

97)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다만 이러한 해석론은 “종속관계 있으
면 근로계약 있다”라는 노동법의 원칙, 그리고 대법원이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확립한 실질주의 판단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박제성(2016), ｢사내
하청의 담론과 해석｣, 노동법연구 40,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p.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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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한 것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임을 위에서 확인하였다.
비록 근로기준법 조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의 속성상 여기에는
근로계약상 “임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휘명령권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휘명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도
록 함에 있어 근로의 구체적 내용, 근로의 양과 질, 근로의 조건 등을 결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
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
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
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이 지휘명령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특히 지휘명령의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당사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른 근로를 “직접”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
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
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종속관계 판단의
표지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는 영업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등
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구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로제
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을 때 받는 것이 임금이므로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이 지휘명령의 존재 여
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휘명령 존재 여부의 판단 요소들이 모두 존재해야만 지휘명령의 대
상으로서 근로자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례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급이
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
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
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지휘명령 존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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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결정적 판단 요소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지휘명령이라
는 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
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가 결정적 판단 요소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여기에서 업무에 대한 지휘
명령은 구체적․개별적이 아닌, “상당한 지휘ㆍ감독”으로 충분하다.98)
이러한 지휘명령은 근로자의 근로를 향한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지휘명령한다면, 근로자의 근로는 사용자를 위해 사용됨으로
써 종속된다. 여기에서 근로자이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용종속성이라는
개념이 결부되는 것이다.
근로자의 근로가 사용자를 위해 사용됨으로써 종속된다는 것은 두 가
지 측면이 있다. 근로자는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이라는 대가를 받기 때문
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한편, 임금이라는 대가를 받기 위한 근로는 근로
자와 인격적으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종속된
다는 측면에서 인적으로 종속된다. 다만 경제적 종속과 인적 종속의 어느
측면이 근로자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지는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내용에
따라 다르다. 근로자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놓이기는 하지
만 근로의 형태와 내용이 근로자에게 상당히 재량적으로 놓여 있어 경제
98) 이 부분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을 통해 바뀐 부분이다. 다만
판례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결에서는 2004
다29736 판결 이전의 리딩 케이스인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을
따르기도 한다. 94다22859 판결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판단을 위한 “종속
적 관계”의 판단요소를 구체화한 판결로서, 당시 판결문에서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
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
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
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
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
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
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을 요구하였다. 이 판결과 본문에서 인용한 2004다29736 판결문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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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종속성은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지만 인적 종속성이 약하게 나타나
기도 하고, 반면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경제
적 종속성과 함께 인적 종속성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
대학병원의 전문의와 수납계 근로자를 비교해 보자. 대학병원의 전문의
도 근로자이지만99) 전문의의 인적 종속성이 수납계 근로자의 인적 종속
성과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 회사에서 기술 총책임을 맡
고 있는 부사장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100) 부사장의 회사에 대한
인적 종속성이 같은 회사의 일반 직원인 근로자와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로듀서의 업무 형태와
내용은 해당 방송국 현관에서 내방객을 맞이하고 안내를 담당하는 근로
자의 업무 형태와 내용과 다를 수밖에 없다.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담당하
는 박사급 연구위원과 해당 연구위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직 조
원의 업무 형태와 내용 또한 마찬가지이다.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비서,
대학의 교수와 사무처 직원, 신문사 기자와 회계담당 근로자 등도 그러하
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면서 지휘명령은 구체적․개별적이 아닌 “상당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에서 든 각 예들 중 전자(전문의, 부사장, 프로듀
서, 연구위원, 변호사, 대학교수, 기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명령은 추상
적․포괄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후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명령은
구체적․개별적인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휘명령의 질과 양이
다르고, 그에 따른 근로자의 종속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감안하여 법원은 이 종속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들을 종속성 판단 지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의 종속성 판단 지표가 과연 현실적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근로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근로자들
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구속되는 것은 상대적이다. 근로자는 바로 이러
하다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이러저러한 사정들이 있을 때 그 정
도를 살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종속되는 근로자라고 판단할 수 있을 뿐
이다. 이 한계는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 사이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
99)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3181 판결 등.
100)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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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판단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표적인 예가 산재보험법 제12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들이다. 산재보험법은 이러한 자들 가운데 특히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직종별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는데, 조문 규정에
서 드러나듯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
무를 제공하는데, 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일까?
실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한 직종인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와 관련하여 법원은101) ① 노무공급계약이 없다는 점, ② 경기
보조업무가 골프장의 시설운영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 ③ 캐디피는 임
금이 아니라는 점, ④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 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⑥ 경기보조업무수행을
해태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불이익 이외 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다
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
나 ⓐ 골프장시설운용자가 캐디들의 근무내용,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고 있고, ⓑ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작업도구도 골프장시설운용자로부터 제공받으며, ⓒ 이용객을 임의로 선
택․교체요구 할 수 없다는 점, ⓓ 캐디피도 캐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 사실상 해당 골프장 이외 다른 골프장에서 경기보
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한 골프장에 전속될 수밖에 없다
는 점 등을 이유로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로 인
해 캐디들 스스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
는 독립사업자가 아니라고도 말했다.102) 지휘명령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10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02) 위 판결문을 살펴보면 노무제공자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지만, 회사는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전자
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후자는 노조법상의 근
로자임을 긍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앞서 인용했던 판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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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질과 양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의
미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휘명령의 정도(종속의 정도)는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했다. 지휘명령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충분하다는 것이 아
니라, 지휘명령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인 듯한데, 그렇다면 근로자들의 지휘명령도 그 정도를 판단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가능할까?
분명한 것은 근로자와 근로자 아닌 자를 구분하는 지표는 필요하다. 근
로기준법 등 노동보호법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보
호가 필요한 근로자는 사용자와 대등하지 못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
에게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상호 대등하지 못한 관
계를 인정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대한 법적 권리(그러므로 다른 일방
당사자에게는 법적 의무)를 보장하는 것이 노동보호법만 있는 것은 아니
다. 근대의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도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노동보호법제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근로제공-임금지
급의 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
만 이 종속성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근로자가 근로자 아닌 자로 되어 버린다는 것이 문제이
다. 이 때문에 2006년 이후 법원은 지휘명령을 ‘구체적․개별적’인 것으로
부터 ‘상당한’ 것으로 바꿔 표현하기 시작하였음에도 여전히 일부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임을 판단할 때 필요한 것이 “상당한 지휘․감독”이라고
했다. 판례의 입장이 일관되어 보이지 않는데, 각주 98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근
로자성에 관한 리딩 케이스는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과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두 개가 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
다29736 판결에서 근로자성에 관한 지표가 이전과는 달라졌지만, 법원이 판례변
경절차를 밟았거나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
22859 판결도 여전히 리딩 케이스로 인용되고 있다. 골프장 캐디에 관한 위 대
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은 2006년 판결이 아닌 1994년 판결을
인용하여 근로자성 판단으로 하고 있다. 왜 2006년 이후에도 1994년 판결을 여
전히 인용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구분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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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을 부정하기 위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명령을 요구하고 있기
도 하고, 어느 정도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가에 대한 판단도 다소 불명확한 상태이다.

4. 종속성의 변화와 근로자 아닌 근로자
위와 같이 근로자를 둘러싼 개념들은 모두 모호하다. 어느 것 하나 획
일적․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유동적이며 불확정적이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를 둘러싼 개념들의 유동성․불확정성은 근로
자가 당사자인 노동관계 자체가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이기 때문이다. 현
재의 노동관계는 분명히 근로자라는 개념이 탄생했던 시기, 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이 논의되고 제정되었던 시기와 다르다. 데이비드
와일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현대의 일터는 크게 변모했다. 고용은 더 이상 단일 고용주와 노동자 사
이에 맺어지는 명확한 관계가 아니다. 고용의 기본조건(채용, 평가, 급여,
관리감독, 교육훈련, 조율)은 이제 여러 조직의 산물이 되었고,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모호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깊게 벌어지는 바위
틈처럼 일터도 지난 30년간 균열을 겪었다. 그리고 균열은 사람들이 고용
과 더불어 믿고 의지했던 기반(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몫, 업무
중 노출되는 건강 및 안전 위험, 그리고 직장의 법적 근로기준 준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103)

“균열일터”(The Fissured Workplace)라는 말이 현대의 노동관계를 매
우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균열일터에서 이루어지는 근
로는 균열근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104) 노동관계의 변화는 당연하게
도 종속관계의 변화를 수반한다. 박제성 박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
하고 있다.
103) 데이비드 와일(2015), 균열일터 -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황소자리, p.15.
104) 위의 책, p.32.

제4장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대응

99

“오늘날 노동관계의 변화 속에서 임금근로자는 노동의 이행에 관하여 점
점 더 많은 자율성을 갖는 반면, 자영업자는 프랜차이즈, 대형유통업체 등
의 거대자본에 점점 더 종속되고 있다. 전통적인 노동관계에서 임금은 종
속과 동의어이고, 자영은 자유 또는 자율과 동의어이다. 하지만 오늘날 종
속적 임금근로자는 자율적 임금근로자로 변모하고, 자유로운 자영업자는
종속적 자영업자로 변모하고 있다. 자율적 임금근로자와 종속적 자영업자
의 등장은 전통적인 노동법 적용 프레임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전통적
인 프레임에 의하면, 자영업자는 자신의 영업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종속
노동을 규율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노동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하지
만 오늘날 자영업자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고 거대자본에 종속되어 일
을 한다면, 노동법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법은
종속적 관계에서 일하는 자의 인격을 보호한다는 것이 기본 정신이기 때
문이다. 자율적 임금근로자와 종속적 자영업자, 이 두 가지 모순적 양상을
어떻게 포섭할 수 있는가? 현대 노동법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가
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105)

“오늘날 종속적 임금근로자는 자율적 임금근로자로 변모하고, 자유로
운 자영업자는 종속적 자영업자로 변모”하고 있다는 표현에 적합한 예
중의 하나가 가맹사업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이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현이고, 보다 일반적으로 익숙한 표현은 프랜차
이즈점주일 것이다)가 아닐까 생각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받아 가맹사업을 운용함에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
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가맹본부가 상품 또
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가맹본부가 사업장
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취급
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
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가맹점사업자의
105) 박제성(2017), ｢비임금근로자의 법적 지위 - 배달대행기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6(1),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 p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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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현황 및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
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상품이나 용
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가맹점사업자
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
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가맹사업법 제5조).
이와 같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법률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
률관계, 즉 지휘명령-종속관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가
맹점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종속적 자
영업자인 것이다.106)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
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라는 표현이 나온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종속관계는 업무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
다고 말했는데, 업무의 내용은 결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수행 방법을 근로
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자율성을 근로자가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업무의 종류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
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106)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지배 - 종속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
한 분석은 박은정(2015), ｢가맹거래계약관계와 노동법 : 지배종속의 발견｣, 노동
리뷰 2015년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1～17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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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업무,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
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그리
고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
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등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1-44호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들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비교적 종속성이 약한 자율적 근로자라고 볼
수 있겠다.
사실상 자율적인 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한 자영업자와, 사실상 업무의
방법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로자. 그런데
왜 노동법은 후자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그 보호의 영역을 결정하는 것
일까. 이러한 모순되어 보이는 혼돈은 경제의 다양화와 기술의 발전, 특
히 디지털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더 커지고 있다. 산재보험법상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
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
는 자들이 그러한 혼돈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적 혼돈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는 노동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가 아
닌 자,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유사한 자들을 그 보호 범위 내로 끌
어 오려는 시도이다. 둘째는 근로자와 독립적 자영업자 사이의 중간 영역
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 노동관계와 유사한 보
호를 하고자 하는 시도이고, 셋째는 노동보호법 등 노동법의 경계를 허물
고 노동법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반적인 보호 법제로 만들어 나가려
는 시도이다. 첫 번째의 시도와 관련된 것이 자영업자와 구분될 수 있는
근로자의 종속성을 인적 종속성이 아닌, 경제적 종속성에 주로 집중하고
경제적 종속 근로자를 노동법제(대개는 노동법제 중 일부)나 사회보험법
제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영국의 노동보호
법제상 노동자(worker), 독일의 집단적 노동관계법제상 유사근로자 등과

102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정책적 대응

같은 개념의 도입, 혹은 해석상 경제적 종속노동자 개념론의 확립). 두 번
째의 시도는 우리나라의 200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
시도(‘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기초위원회’(위원장 : 임종률)의 법안
을 받아 의원입법 형태로 2007년 6월 14일 국회에 제출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입법(안)｣)를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근로자와 독립
적 자영업자 사이의 중간 영역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시도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세 번째의 시도는 입법적으로라기
보다는 해석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Alain Supito 교수가 유럽연
합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유럽에서 노동의 변화와 노동법의 미
래”에 관한 연구 결과로 출판한 고용을 넘어와 같은 연구이다. 이 연구
는 임금에 국한되어 있는 “고용”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일반노동의 전
망을 좀 더 넓은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노동담지성(état
professionnel de la personne)”을 제안하며, 실제 고용되었는지 여부에 따
라 노동권 등 사회권의 향유 자격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한 사회의 전체 노동력을 구성하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갖는다고 한다.107)
여전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묶여 있는 우리로서는 이런 이론
적 연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이
고, 특히 이러한 연구는 전혀 입법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
적인 법제도적 성립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도 있는 듯하기는 하지만,108) 디
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고용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거나 전
통적 형태의 노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는 시점이 올 것
을 예상하는 시각에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론이 아닌가 생각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이 어쩌면 디지털 일자리를 두고 노동법적으
로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선진적 연구가 아닌가 생
107) 박제성(2016), ｢디지털노동관계의 노동법의 현재 또는 미래｣, 노동법의 현재와
미래(2016년 한국노동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자료집), p.47.
108) Freedland, M. R. and N. Kountouris(2011), The Legal Construction of Personal
Work Relations, OUP, p.27 참조. 그러나 프랑스의 실업급여축적권을 살펴보면,
Supiot 보고서가 발간되었던 당시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졌
던 social drawing rights가 실업급여 부문에서 법제도적으로 현실화된 것이 아
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되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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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다만 현실의 법제도에 발 담그고 있는 우리로서는 법제도적 구상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은 “고용을 넘어” 이루어지는 담론들
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법제도적으
로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세
번째 시도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피하고, 주로 첫 번째 시도 그리고 부수
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바 있는 두 번째 시도에 대하여 간략히 언
급을 해 보려고 한다.

5. 근로자개념 확대를 위한 시도
과거 국회에 입법발의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 확대 제안은 주로
근로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인적 종속성 약화에 기초하여 근
로자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근로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자들(특히, 특
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노동법적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가졌다. 예를 들어,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는 근로자의 정의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특정 사업주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 또는 서비스를 직접․상시적으로 제
공하고 이의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근로자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는 근로자인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
있었다(2012년 9월 3일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510).109) 이
법안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험모집인ㆍ학습지교사 등 “근로자와 자
영업자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특정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
는 자들이다.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
이는데(법안에서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특정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표현
109) 이 법안에 따라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조문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
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독립사업자 형태로 특정 사업주
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 또는 서비스를 직접ㆍ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이의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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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특정 사업주와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ㆍ도급계약
등을 맺고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한다는 특성에 따라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현실을 위 법안에서는 고려하고 있
다. 특히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근로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극복하고
자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점을 제공하는 법안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근로자로 전면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근로
기준법상의 노동보호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법안이기도
하였다. 이 법안 이전에도 근로자 개념 확대를 제안한 법안으로 제16대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기준법개정 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
호 161647),110)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기준법개정 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4813)111) 등이 있었다.
위와 같은 법안들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중간 지대에 속한 자들
가운데 근로자성이 짙은 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특히 산재
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은 자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같이 인적 종속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아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종속성에서 노동법적 보호의 근
거를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 20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10여 년
이상 논쟁거리만 던져준 채 답보적 상태에 머물러 있던 경제적 종속자들
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근로기준법의 영역에서 근로자로 인정하는 한
편, 노동보호법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위와 같은 입법적 시도는 실패하였지만, 외국의 경우 예를

110) 이 법안에서는 개념적으로 확대되는 근로자를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
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
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111) 이 법안에서는 개념적으로 확대되는 근로자를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
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업주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특정 사업주가 상시적
으로 영위하는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
활하는 자”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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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영국은 근로자(employee)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가운데 일부가 적
용되는 노동자(worker)를 법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은 유사근로
자(arbeitnehmerähnliche Personen)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역시 노동법적
보호 가운데 일부를 적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의 사례는 ‘근로자-근
로자가 아니지만 일부 노동법적 보호를 받는 자-자영업자’와 같은 3분론
을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와 같이 간주한 후 노동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로
자의 개념적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념적 확장은 근로자
라는 개념상 지표가 변화한다는 것, 즉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
례가 1994년에는 근로자이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지만, 2006년에는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도 충분하다고 봄으로써 근로자를 평가하는 지표에 변화가 있는 것과 같
이,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기준의 변화로부터 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별도의 범주를 설정하고 그에 대
한 입법적 보호 방안을 논하는 것은 근로자의 범주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2년의 이목희 의원 안은 근로자-자영자 중간 영역의 ‘근로자가 아
닌 자’를 전면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근로자 개념의
확장이었다. 경제적 종속성을 가진 자를 종속적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
하고, 전체적인 근로보호법을 모두 적용하는 예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
렵다. 다만 인적 종속성은 약하지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한 사업주에 대
하여 경제적 종속성을 강하게 가진 자들에게 노동보호법제 중 일부(특히
집단적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험법)를 적용하는 입법적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다.
한편, 2000년대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논의가
비록 노사정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양상으로 마무리가 되지는 못
하였지만 정부는 근로자개념의 확대가 아니라는 전제를 갖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법”을 입안,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을 하였다(2007년 6월
14일,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경제적 종속성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들
에게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일법안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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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성은 근로기준법상 최저근로조건의 규정과 유사하였다. 이 법안의
내용 중에는 정당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민사면책, 차별적 처우의 금지,
서면계약체결의무, 부당한 계약해지의 금지 및 보수지급원칙, 휴가권의
보장, 남녀고용평등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용, 고충처리위원회제도의
신설, 법의 강행적 및 보충적 효력,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보장, 노동위
원회 조정신청권,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
과되지 못했고,112) 최근 다시 이 논의가 시작되는 분위기이다.

제3절 사용자 찾기

1. 사용자 찾기의 시작：근로계약
노동관계의 주체인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의 특징을 사용종속되는 존
재라고 규정한다면, 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노동관계의 다른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존재해야 한다. 통상적인 노동관계가 근로계약으로부터 시작되
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다만 노동관계의 주체로서 사용자를 형식적인 계약의 틀 안에서만 이
해할 수는 없다. 근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이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
적인 방법이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다
른 형식을 빌리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노동관계의 형성을
이룬다면 근로계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 것과 마찬가지이다.
112) 이 법률이 제안된 이후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이 법률
안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회의록 가운데 이 법
률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은, 사실상 정부입법이면서 왜 의원입법으로 제안되
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고, 이것을 이유로 내용에 대한 검토는 거의 하지
않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대응 107

노동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확정될 경우 사용자는 단지 근로제
공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주지
하는 바와 같이 종속적 노동관계에서 사용자는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대가로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제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보호법제의 수규자로서의 의무와 함께, 노조법 등 집단적 노동관
계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113) 노동관계가 형성되
지 않는다면 회피할 수 있는 법적 의무들이,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상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확정되는 순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114) 여기
에는 근로계약의 명시 및 서면명시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 부당해고금
지 및 해고예고․서면통지의무(근로기준법 제23조 내지 제27조), 근로시
간과 휴식권의 보장(근로기준법 제50조 이하), 유급휴가권의 보장(근로기
준법 제60조)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수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15) 집단적 노동관계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무 등을 지는 것도 물론이고, 사회보험법제상 근
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할 의무 또한 사용자이기
때문에 부담한다.
여기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근로기준법 제2
113) 이러한 입장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노조법상의 사용자가 개념상 동일하다
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부분에서도 근로자의 개념이 법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사용자 개념 또한 법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근로자 찾기에 관한 부분에서와 동일
하게, 사용자 개념도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으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114) 이것을 ‘입구(threshold)통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승욱(2014), ｢노동법상 근
로자․사용자 개념 확대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적 과제｣, 노동법학 제49호, 한
국노동법학회, p.25 참조.
115)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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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호). 후자의 두 범주는 사업주를 대리하거나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
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란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116)
한편,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노동관계의 직접 당사자이다.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
이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함으로써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이다.

2. 은폐된 사용자 찾기
위와 같이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근로
자에 대한 법상 그리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근로계약관계 이외의 계
약관계에서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민사상 계약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
이외, 최저근로조건의 준수 및 단체교섭의 의무 등 노동법적 권리와 의무
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인 사용자는 외관
상 근로계약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시도는 ① 근로자인 자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하여 이용하고자 한다거나, ② 다른 사용자의 근로
자를 나의 근로자인 것처럼 이용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첫 번째 방법은 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
싸고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간접
고용이라는 용어를 이용해 문제제기 되고 있는 사용자은폐론을 통해 이
해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실질적으로는 은폐된 사용자를 찾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의 경우는 사용자 찾기로서보다는 근로자 찾기의 문제로 다루어
지는 경향이 있다. 즉 개인사업자 형태로 근로계약 이외의 노무제공계약
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노무제공을 받는 자와의 관계에서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의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 또
116) 황덕순 외(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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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질적으로는 사용자를 찾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는 자에 대하
여 노동법상 사용자 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사용자를 찾을 수 있어야 하
는데, 사용자를 찾는 문제는 결국 근로계약 이외의 계약관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관계를 근로계약관계 아닌 것으로 은폐함으로써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는 은폐된 사용자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인 간접고용관계의 경우, 불법파견, 위장도급, 사내하청 등
과 함께 제기된다. 이것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의 금지로부터 출발
하여 파견법의 허용범위, 직업안정법과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
는 진정한 사용자 찾기 문제이다. 이 문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가. 간접고용관계와 은폐된 사용자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법상 그리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휘명령하에 근로
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으면서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형태가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형태로서 근로자공급사업이
있다. 그러나 직업안정법상 국내의 근로자공급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인정하는
한편 법으로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다. 그러므로 파견법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
로 제공해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근로자파견사업을 엄격하게 제
한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제상 사용자의 의무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게 분담시키고, 파견업종과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한편, 특히 일정한 경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
용하는 경우 등, 파견법 제6조의2)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
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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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하기 위해 선택하게 되는 파견근로라는 유인이 법적 규제로 인해 상
당히 제한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파견근로관계의 실
질을 취하면서도 형식상으로는 근로자파견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 형태(대
표적인 형태가 도급계약이다)를 선택하여 파견법상의 의무를 회피하면서
도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여 근로를 제공받고자 하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위장도급, 불법파견, 사내하청 등의 용어로 문제제기되는 것들이다.
파견근로관계와 같은 고용관계를 간접고용이라고 부른다. 모리오카 고
지는 파견근로와 같은 간접고용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이
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는 근로자를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117) 좀 더 상세히 말
하면,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일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노사 합의에 의해 성
립해야 한다. 그런데 파견근로관계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부를 파견사업주가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
는 형식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사관계로 치환시킴으로써 근로계
약의 근본적 원칙을 파괴했다는 것이다.118) 이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파견근로관계가 근로계약의 근본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사실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원칙적 금지, 현실적 요구에 밀린 파견
법상 파견근로관계의 예외적 허용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관계도 정상적인 노동관계에서는 형성될 수 없는 ‘변종
적 노동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간접고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많
은 문제들은 파견근로관계를 둘러싼 법적 규율조차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도에는 두 가지 종류의 회피의사, 즉 첫
째는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사, 둘째는 파견
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사가 존재한다고 말할

117) 모리오카 고지(2017), 고용 신분 사회, 갈라파고스, pp.101～102.
118) 위의 책, p.102. 원문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의 법률 용어를 기준으로 노동자는
근로자로, 노동계약은 근로계약으로, 지불은 지급으로, 사용업체 및 파견업체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로 바꾸는 등 다소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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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위와 같은 회피의사에 따라 은폐된 사용자를 찾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
들이 몇 가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5.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이다. 은폐된 사용자를 찾기 위한 법원
의 노력은 ‘도급과 파견의 구별’이라는 논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문제
에 대하여 법원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
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
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
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
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
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
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한다”고 한다.119) 여기에서 알 수 있듯, 간접고용관계에서 사용
자 찾기는 계약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지휘
명령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불법적 간접고용
이라는 문제의 출발점에 서서 바라보는 도달점이 직접고용이 아닌 또 다
른 (합법적) 간접고용으로서 파견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기는 하다(물
론 사내하청, 위장도급 등의 간접고용은 결과적으로 “불법파견”이 되어
사용사업주의 직업고용의무를 발생시킨다).
나.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은폐된 사용자
한편, 은폐된 사용자 문제는 위와 같은 (불법)파견근로관계를 둘러싸고
119) 대법원 2015. 5.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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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상 표현되
고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특수형태고용인들
과 같이 개인하청․용역․도급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을 둘러싼
관계에서도 사용자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
사를 생각해 보자. 대리운전사들은 대개 복수의 대리운전업체와 호출업
체(고객과 대리운전기사를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 운영업체)에 가입한 후
호출에 따라 고객에게 운전이라는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 관
행에 따르면 대리운전사에게는 세 종류의 ‘사업주’가 존재한다. 첫째는 대
리운전업을 하기 위해 등록가입하는 대리운전업체, 둘째는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등록가입하는 호출업체, 셋째는 대리운전이라는 노무를 제공
하는 상대방으로서 고객. 대리운전기사가 만약 근로자라면, 이 대리운전
기사의 사용자는 누구일까?
한편, 이 문제는 근래의 디지털 경제 발전에 수반된 디지털 플랫폼 노
동이라는 좀 더 첨예한 논쟁거리를 제공한다. 임시성에 특징을 두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고용의 강한 비전속성과 업무의 초단기성을 특징
으로 하면서, 모호한 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노동법의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자체에 대한 실제적이고 진정한 의문이
있는 조건에서 노무가 제공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관계에
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종사자(이하, 플랫폼 노동자)들은 다른 노무제
공자들보다 강한 자율성 또는 독립성을 나타내게 된다. 플랫폼에 접속하
여 노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한편,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생산수단 등을 스스로 보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그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자신의 생산수단을 이용하며 제3자를 고용하여 대
체노동을 하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플랫폼 노동자
에게 일을 매개하는 플랫폼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와 같은 혹은 유사한
지위를 노동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음식배달앱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배달기사가 있다.
배달기사는 음식배달앱에 자신을 등록한 후 배달앱에서 배달요청이 오면
호출에 응해 배달을 한다. 그런데 음식배달앱은 스스로 배달수요가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이 필요한 음식점으로부터의 배달요청이 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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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 배달기사와
음식배달앱이라는 플랫폼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만약 이 배달기사를 근
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배달기사의 사용자는 누구일까?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에서 플랫폼은 노동과정을 관리하지 않고 중개
만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에이전시 형태로 노동과정을 플랫폼이 직접 관리
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 노동과정을 관리하면서 노동을 지휘감독
하는 자가 사용자를 찾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는 유사한 업종에 종
사하면서도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전속적으로 한
플랫폼과만 계약을 체결한 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속적으
로 복수의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한
편 플랫폼과 일반 사업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노동자들이 역시 복수의 플
랫폼, 복수의 사업체와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역시 비전속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한편, 복수의 고용관계가 나타난다.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사용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무제공
자의 근로자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반 근로자들처럼 누군
가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근로자(혹은 근로자와 유사한
자)는 존재하는데 그 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사용자는 존재하지 않는 고
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재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근
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선정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기로 하
면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
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과 같은 전속성을 요구하고 있다. 산재보험제
도는 근로자의 사용자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한편, 사용자의 근로자를 피
보험가입자로 하는 한편 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하나의 사용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이 요구되는 결과이다.
그런데 사용자는 반드시 하나만 존재해야 하는가? 물론 근로자의 고용
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사용자로서의 자신을 은폐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많은 간접고용형태들에 대해서는 은폐된 사용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플랫폼 노동관계와 같이 고용 자체가 불안정

114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정책적 대응

하면서 초단기적, 비전속적인 상황에서는 노동법제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를 단 하나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 오히려 “사용자 없음”으로 인해 해
당 고용관계는 노동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근로
자성 판단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는 것처럼 사용자성 판단에도 변화가 요
구되는 것이다.
고용관계가 뚜렷한 경우에는 누가 근로자이고 누가 사용자인지 판단하
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늘 모호성이 존재한
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관계의 모호성은 누가 근로자인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용자인가에도 있다.
“정말 핵심적인 문제는 처음에는 직관에 반하는 낯선 관점에서 가장 잘 이
해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문제는 노동자의 이원적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
라 고용주에 대한 일원적 분석에 있다.”120)

종속노동의 문제가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한계를 제공한다면, 지휘명
령권의 문제는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한계를 제공한다. 쌍무적 근로계약
을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구도는 전통적 고용관계의 근로자-사용자에게는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겠지만, 일대일 당사자성을 전제한 근로계
약의 관념을 디지털 플랫폼 노동관계에서까지 관철시키려 하는 경우에는
극도로 제한적인 노동자만이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

3. 지휘명령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지휘명령이라는 용어는 사용종속과 대등하게 사용된다. 노동관계상 나
타나는 노사간의 지배-종속 관계가 근로자 측면에서는 사용자에게 사용
종속된다는 것으로, 사용자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근로를 지휘명령한다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법원도 이 두 용어를 구
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설명할 때는 사용종속이라는 용어를, 사용자를 설
120) Davies, Paul and Mark Freedland(2006), “The Complexities of the Employing
Enterprise,” in G. Davidov and B. Langile(eds.), Boundaries and Frontiers of
Labour Law, Hart Publishing : 황덕순 외(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
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2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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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때는 지휘명령이라는 용어를 선택하는 듯하다.
근로자가 노동관계상 사용자에게 종속된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
이 말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근로자 찾기 부분에서 보여주었다. 그렇다
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를 지휘명령한다는 것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까?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존재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종속
성이 나타나면 그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명령도 당연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2.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
는 사용자가 은폐된 경우에는 사용자를 찾기 위해 지휘명령의 존재를 판
단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 판례에서 근로자의 종속성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요소들
을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용자의 지휘명령의 의미나
판단요소를 뚜렷하게 말하고 있는 판례는 찾을 수가 없다. 다만 집단적
노동관계상 부당노동행위책임을 지는 사용자를 찾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
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사용자의 의미를 밝힌 적이
있다.121) 이 판례가 원하청관계에서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지
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이 주로 전제
하고 있는 개별적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조건, 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라면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근로자 개념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노동관계에서의 사용자
와 집단적 노동관계에서의 사용자가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종속성을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
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
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에서 찾는다면, 사용
자의 지휘명령성도 업무의 내용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12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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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인사)규정 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명칭이나 형식을 가진 규율체계의 적용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이 전혀 없는 사업장도 다
수 존재한다). 이것의 요지는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을 포함하여
이것과 유사한 수단을 통해 근로자를 근로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지휘명령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록 이견이 있다고는 하지만, 근로자에 대한 사
용자의 지휘명령성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으며, 근
무시간과 근무장소 등을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경우 등을
그 결정요소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휘명령의 가능성을 갖는 사용자는 단 하나에 국한되
지 않는다. 파견근로관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듯 사용자는 분열될 수 있
고, 이미 균열된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는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 분열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근로자에게도 일자리의 특성에 따
라 분열된 복수의 사용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만 현재의 법 체제가 여기에 익숙하지 못할 뿐이다. 익숙하지 않은 이 문
제에 대응하기 위해 때로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론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용자 개념 확대론을 이용하기도 하다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근로자에 대해 복수의 사
용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대로 인정하고 대처할 수 있기 위해
서는 하나의 사업주를 부정함으로써 다른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거나
(묵시적 근로계약론), 지휘명령의 우열을 구분함으로써 열등한 사업주를
사실상 지배하는 우월한 사업주를 인정하는(사용자 개념 확대론) 것과는
다른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노동법제에
서 발달한 공동사용자 원리와 같은 것이다.122)
122) 김미영(2017), ｢사내도급 고용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 책임｣, 노동법포럼 제21
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p.58. 미국 연방노동법의 공동사용자 원리에 대한 내용
도 여기에 잘 정리되어 있다.

제4장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대응 117

4. 지휘명령의 분열 또는 변화
기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노동법제하 공동사용자 원리는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LSA)의 최장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의 수규자로서 사용
자 지위에 관한 원리로 수용된 후 확장되어 사내도급과 파견근로관계뿐
아니라 모자기업, 프랜차이즈, 사외도급, 심지어 건물임대차 관계인 경우
에도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사업주 사이 계약관계가 아니라, 근로
자에 관한 핵심적 고용조건을 결정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를 기준
으로 하기 때문이다.123) 특히 우리나라의 연구논문으로도 많이 소개된 바
있는 브라우닝-페리스 사건124)에서 미국 연방노동위원회는 이전까지 근
로자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휘통제권(direct and immediate
control)을 갖고 행사했는지(whether to excercise the control)를 기준으
로 평가했던 고용사용자 판단의 주요 표지를, 간접적이고 중개인 수준의
지휘통제 권한(indirect and intermediary control)이면 충분한 것으로 판
단함으로써 공동사용자 지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완화시켰다.125)126) 사
용자를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 가운데 하나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
령권을 나누어 갖는 복수의 사용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
는 것은 다양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노동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123) 위의 논문, p.58.
124) Browning Ferris Ind. of Calif. Inc., 362 NLRB 186 (2015).
125) 브라우닝 페리스 사건에 대한 국내 연구문헌으로는 신은종(2016), ｢미국 공동사
용자 원리의 변화와 간접고용관계에 대한 함의｣, 노동정책연구 16(1), 한국노
동연구원, pp.97～131; 강성태(2016), ｢사내하청에 관한 세 가지 판단 :
Browning-Ferris, 현대중공업 그리고 KTX｣, 노동법연구 제40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pp.39～85 참조.
126) 다만 김미영(2017)에 따르면 2017년 6월 미국 연방노동부는 공동사용자 판단에
관한 기존 지침을 폐기하여 공동사용자 지위의 인정 기준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공정근로기준법 영역에서 공동사용자 원리는 이미 프랜차이즈 관
계의 사용사업주까지 그 대상으로 했을 정도로 넓었는데, 연방노동부가 기존의
지침을 폐기함으로써 향후 법원을 통한 판례법리 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
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방노동부의 지침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시간 내 극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는다고도 전망하고 있다. 김미영(2017),
앞의 논문, p.60, 각주 15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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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노동법제하의 공동사용자 원리가 우리 법상 전혀 생소한 것
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도급”이라는 제한이 가해져 있기는 하지
만, 복수의 사용자 책임이 하나의 근로의 제공에 대하여 존재할 수 있음
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관한 임금특례규정인 근
로기준법 제44조의3도 마찬가지이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에서도 도
급인과 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근로기준법 등
의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에 국한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해고와 단체교섭 등 말하자면 ‘고용책임’ 영역에서도 연대책임
법리가 타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없지 않다. 연대책임
은 기본적으로 사후적 책임인데, 해고와 교섭은 사전적 책임에 속하는 문
제라고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127)
이러한 우려에 따라 제안되는 것이 지배권론이다. 지배권론은 사업을
지배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노동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
다.128) 이 글의 주제가 되고 있는 사용자 찾기의 문제에서라면, 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관계로부터 사용자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로부터 사용자 찾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리에서는 지배권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직접적 지배권, 유보적 지배권,
간접적 지배권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직접적 지배권은 노동계약관계, 즉 ‘고용’에서 발현되는 지배권의 양식이
고, 유보적 지배권은 비임금노동관계, 즉 ‘특고’에서 발현되는 지배권의 양
식이며, 간접적 지배권은 사내하청, 프랜차이즈, 재벌 등 ‘하청’에서 발현되
는 지배권의 양식이다.”129)

127) 박제성(2016), 앞의 논문, p.24.
128) 박제성(2016), 앞의 논문, p.25.
129) 박제성(2016), ｢새로운 고용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노동법의 역할과 원칙 : 디지털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
구원,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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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이거나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일반적
고용관계에서도 유보적 지배권이 나타날 수 있는 한편, 하청에서도 직접
적 지배권이 나타날 수 있다. 지배론권의 핵심은 사업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 계약의 형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지배권론이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면서 반드시 직
접적인 지휘명령이 아니라도 근로자(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유사한 자)의 근로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
율할 수 있다면, 그 지휘명령권자를 사용자로 이해해야 한다는 논리와 어
떤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전통적인 종속적 노동관계에
서의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다양하게 분열․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
고 그로부터 사용자를 찾기 위한 유의미한 논의를 제공해 주고 있음은 분
명해 보인다.

5. 기능적 관점에 따른 사용자 찾기
앞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많은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임금지급, 부당한 해고의 금지, 차별금지,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근로자들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한 응낙,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을 것, 사
회보험제도 가입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이다. 법상 각각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용자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담당하는 사용자는 근로계
약의 상대방으로서 대개 사업주를 의미하지만,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
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도급계약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동의 가치를
하수급인과 함께 향유하게 되는 직장수급인에게도 기능적으로 사용자로
서의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사용자를 이해하는 것은 Pras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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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하는 기능적 사용자 개념(functional typological concept of the
employer)과 유사할 듯하다. Prassl은 사용자의 기능을 분류하였는데, 그
가 말하는 사용자는 ① 고용계약의 시작과 종료(이 기능은 근로관계가 존
재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용자의 권한을 포함함), ② 노동과 그 부가
가치의 수령(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의무,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노동과
그 결과를 제공할 의무 및 그에 부가되는 권리), ③ 일과 임금의 제공(근
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④ 기업내부질서유지(모든 생산 요소들에
대한 통제를 통한 조율), ⑤ 기업 외부질서의 유지(잠재적 이윤에 대한 대
가로 경제적 활동을 담당하는 한편, 사업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손실을 감당하는 것)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130)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용자는, 비록 전통적 의미에서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아니더라도,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노동법
상 사용자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Prassl은 Risak과의 공동연구에서 우버기사에 대한 우버의 사용
자 문제를 위 기능적 사용자 개념을 이용하였다.131) 즉 우버의 경우, ①
우버가 우버기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우버기사차량조사, 운
전면허검사, 보험관계증명사실요구 등) 플랫폼이 요구하는 조건(소비자
로부터 만족스러운 평점)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버기사가 플랫폼에 접근
할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② 우버기사의 노동으로부터 수익을 창출
한다는 점(요금을 플랫폼이 자동적으로 소비자로부터 징수하고, 고객과
우버기사와의 직접적인 금전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이 설
계되고 있음), ③ 우버기사에게 플랫폼이 결정하는 수수료(요금의 20～
30%)를 제외한 요금을 지불, ④ 우버기사의 운전서비스에 대한 모든 면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함으로써 내부적 조화를 도모(예컨대, 우버기사가 플

130) 기능적 사용자 개념에 대한 내용은 박은정․박제성(2016), ｢공유경제와 노동법｣,
길현종 외,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한국노동연구원, p.180 이하에서 재인용(원
출처 : Prassl, 2015: 157).
131) Prassl, Jeremiasl and Martin Risak(2016), "Uber, Taskrabbit, and Co. : Platforms
as Employer? Rethinking the Legal Analysis of Crowdwork", Comparative
Labor Law & Policy Journal: Crowdsourcing, the Gig-economy, and the
Law, pp.61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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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의 운전요청을 수락하면, 우버기사는 승객에게 인도가 되고, 우버앱
을 통해 요구된 목적지까지 운전을 하게 되는데, 우버기사가 다른 경로를
선택해 소비자가 결과적으로 불편을 느꼈다면 소비자는 그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다)하는 한편, ⑤ 우버기사의 수입은 우버기사가 얼마
나 운전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플랫폼의
위 다섯 가지 기능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운전자가 수입
을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우버 플랫폼의 가격결정체계이고, 이것
은 개별적인 도시의 가격산정수준, 심지어는 할증요금을 통해 특정한 위
치와 시간에 특유한 수요와 같은 요소에 근거하여 거리와 시간당 보수를
산정하는 한편, 자신의 브랜드를 철저히 관리하여 동일한 책임하에 국제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우버기사에 대하여 사용자로
서 기능하고 있다고 본다.132)
위와 같은 Prassl의 연구는 지휘감독성을 기초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기존의 판단방식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Prassl은 우버 이외의 다른 플랫폼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사용
자의 기능적 분류에 따른 접근이 유의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러한 연구는 근로자의 종속성과 사용자의 지휘감독성을 기초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찾아온 기존의 근로자․사용자찾기 시도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제4절 노동보호와 새로운 관계 맺기

1. 노동보호의 본질
근로관계라는 전통적인 맥락에서 임금은 곧 종속을 의미하고, 역으로
이러한 ‘사용종속 관계’를 근로관계의 전형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리고 자

132) 박은정․박제성(2016), pp.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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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종속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① 근로기준 등의 보호의 최저선을 정하거나, ② 단결할 수 있는 자유
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법규범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임종률 교수는 “노동법
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
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설명하고 있다.133) 이처럼 노동법을
파악한다면, 중심 법률 또는 제도가 아닌, 전체로서의 법적 영역으로 이
해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근로자’, ‘인간다운 생활’, ‘노동관계’ 등의
징표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노동법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주로 ‘근로자성’이 문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사용자성’이 논의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노동관계’이다. 노동법은 사적 영역을 규율
하는 민사법 체계의 수정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일방의 권리가 상대방에
대한 의무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점은 노동법에서의 근로자성 논의가 엄격
한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한계이며, 사회보험의 근로자성
논의보다 더 논의의 진전을 얻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134)
앞서 설명한 근로자와 사용자 찾기에 관련된 논점들을 ‘노동법적 보호
범위 확대’로 파악하는 견해들이 지배적인 듯하다. 그러나 이는 노동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로계약이라는 형식적 틀을 벗
어나 노동현실에서의 진정한 당사자를 확인하고자 하는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 예컨대 노조법상 근로자성 논의는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 범위의 확
대와는 관련이 없으며, 헌법상 규정된 근로자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
에 지나지 않는다.
요컨대 법원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판단이 경직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제도적 대안들로서 해외 사례들이 두서 없이 소개
되고 있긴 하지만, 노동법의 당사자 ‘찾기’와 노동법의 ‘새로운 관계 맺기’

133) 임종률(2017), 노동법, 박영사, p.3의 책을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노동
법을 위와 같이 개념 정의하고 있다.
134) 동일한 근로자성 논의라 하더라도, 사회보험 관계보다 노동관계에서의 해법을 도
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사적 행위라는 점에 있다.

제4장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대응 123

라는 시도는 차원을 달리한다. ILO의 2006년 고용관계권고135)(R198,
Employment Relationship Recommendation)나 미국의 위장자영업자 판
단을 위한 오분류방지법136)(Misclassification Act)의 경우 전자에 해당한
다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 설정을 통한 제3의 지위 설정은 후
자에 속하는 문제이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유형들은 노동법의 당사자 ‘찾기’와 더불어 ‘새로운 관계 맺기’가 혼재하
여 나타나는 영역이다. 대표적으로 플랫폼 노동(플랫폼에 의하여 형성되
는 노무제공 관계)을 살펴보면, 각 플랫폼에 따라 매개와 노무제공 과정
의 개입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관계 맺기’의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플랫폼 노동에 관한 노동법
적 질문들인 “①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보호의 대상인 근로자인가? ② 플
랫폼은 사용자인가?”를 넘어서, 노동법이란 체계에서 새로운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해외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노동
법적 대응에 관한 정책적 방향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종속적이기 때문에 규율하는 관계
2000년대 초반에 경제적 종속 노동자와 관련된 EU국가들의 법률체계
에 대한 조사작업을 담당했던 Perulli에 따르면, EU 각국에서 경제적 종
속 노동자(economically dependent worker)를 구분하는 중심적 기준으로
는 종속성의 부존재(absence of subordination)와 경제적 의존(situation
of economic dependence)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
135) 자세한 내용은 박은정(2015), ｢산재보험법의 경계석 고쳐 세우기｣, 노동법학
제54호, 한국노동법학회, p.71 이하; 박은정(2016),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
자 개념의 비판적 이해｣, 노동법학 제57호, 한국노동법학회 p.144, 이하; 길현
종․박제성․김수영․박은정․이다혜(2016),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한국노동
연구원, p.177 이하 참고.
136) 미국의 오분류방지법은 일정 직역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추정함으로써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에 관해서는 박제성․김근주․신수정․오상호․최석환(2016),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외국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6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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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온
유럽의 경험, 즉 독일의 “유사근로자(Arbeitnehmerähnlichen)”, 영국의 “노
동자(worker)”, 이탈리아의 “준종속근로자(lavoratore parasubordinato)”,
스페인의 “경제적 종속근로자(Trade)” 등에 근간한 것이다. 이들 제3의
지위에서는 주로 ‘경제적 종속성’에 따라서 노동법의 일부를 적용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이러한 중간 영역의 본질에 관하여, 영국에서는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종속성이 덜하다는 반종속적(semi-dependent) 지위에 따른 것이라는 주
장과137) 경제적 종속성(dependency) 지위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제시
되었다.138) 그 범위를 넓혀서 유럽 전체 차원으로 보더라도 이탈리아와
같이 종속성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며,139) 스페인과 같이
‘경제적으로 종속된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근로관계에 포섭되지 못하는 관계라 하더라도 종속적인 경우라
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방식은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
고 있다. 다만 근로관계에 완전하게 포섭되지 못하는 제3의 영역으로 보
호의 범위에도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속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한국의 노동법에서 그 적용대상을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구분하는 것과 달리, 적어도 필자가 아는 한 ‘집단적 노
사관계법’의 대상으로서 이러한 종속적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는 없는 듯
하다. 주로 고용보호입법(Employment Protectoin Legislations) 중 일부
핵심적인 권리를 보호하여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137) 대표적으로 Freedland, Mark(2003), The Personal Employment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138) Davidov, Guy(2005), “Who is Worker?”, Industrial Law Journal 34(1).
139) 이탈리아에서 준종속 근로자(lavoratore parasubordinato)란 법적 의미에서의 종
속성은 없지만 종속근로자와 사회적, 경제적 유사성(즉, 경제적 종속성이나 계
약 입장의 취약성 등)을 가지는 자를 가리킨다. 준종속 근로자의 개념은 판례,
학설에 의하여 전개된 개념이었으나, 1973년 8월 11일 법률 제533호에 의한 민
사소송법의 개정에 의하여 실정법상의 개념이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박제성․
김근주․신수정․오상호․최석환(2016), p.1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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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유럽국가들의 법에서 나타난 경제적 종속 노동자의 판별 기준140)
경제적 종속 노동자 판별 기준
부정적 기준 인적 종속의 결여(Absence of subordination)
긍정적 기준 경제적 의존상황(Situation of economic dependence)

지표

직접적인 작업 수행(work performed personally)
작업의 지속성과 조율(continuity and coordination of work)
한 사용주로부터 얻은 소득이 소득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이룸(income
(all or greater part thereof received from one principal)

사회보장(social security)(특히, 연금)
법률적 보호 절차법제(procedural rules)
노조와 단체교섭권
자료 : 한노사연(2006), 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p17.

<표 4-2> 영국의 입법 체계
분야와 법령명

의회법

집단적 노사관계 :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992
개별적 근로관계 : Employment Rights Act 1996
노동분쟁 해결 :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141)
차별금지 : Equality Act 2010

행정입법142)

근로시간 : The Working Time Regulations 1998
일․가정 양립 : The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etc. Regulations
1999
단시간 근로 :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노사협의 : The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of Employees Regulations
2004
사업이전 : The Transfer of Undertakings (Pro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 2006
The Agency Workers Regulations 2010

자료 : Kidner, Richard(2016), Blackstone’s Statutes on Employment Law 2016～17
법령을 중심으로 필자 재구성.

140) Perulli, Adalberto(2003), “Economically Dependent Work/Parasubordinate(Quasi
-Subordinate) Employment: Leg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Study for
the European Commission, p.100.
141) Employment Tribunal은 흔히 노동법원 또는 고용위원회 등으로 번역된다.
Employment Tribunal의 전신(前身)인 산업위원회(Industrial Tribunal)는 산업
별 노사대표와 법률전문가의 합의체로서 주로 고용조정보상금에 관한 분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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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3의 영역을 규율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그 보호 범위 설정에 관
한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듯하다. 그 일례로 2016년 6월 23
일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유럽연합 탈퇴를 확정하고 2017년 5월 현
재 그 방식과 시기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므로 향후 영국 노
동관계법령이 어떠한 구조로 변화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현재 노동
관련 행정입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보호는 유럽연합지침에 따르
<표 4-3> 근로자성에 따른 권리 적용
권리/보호

제1장

계약 조건과 상태에 대해 서면으로 받을 권리

○

×

×

제2장

항목별 급여명세서 수령 및 부당임금공제 방지

○

×

×

공익제보자 보호(whistleblower protection)

○

○

△

유연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

해고예고

○

×

×

제10장 1절

부당한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

×

×

제10장 2절

해고보상금(2년 근속 이후)

○

×

×

최저임금법

법정 최저임금 수령권

○

○

×

근로시간법

정기적 휴식(일간․주간)과 연차휴가권

○

○

×

단시간근로자법

불이익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

×

고용관계법

징계 또는 고충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

×

평등법

고용 및 계약 관계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

고 제4장
용
제8장A
권
법 제9장

근로자 노동자

개인
사업자

법령

자료 : 김근주(2017), 영국․호주의 노무제공계약 규율체계 및 최근 동향, p.9.

의 화해와 중재를 담당하였다. 이후 Employment Tribunal은 법률전문가를 법
관으로 하면서, 노사 전문가와 법관이 함께 참여하면서 법원의 심급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Tribunal)의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Employment Tribunal을 법원
(法院)으로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법관이 참여하고 법원 심급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반면, 고용위원회로 번역하는 입장에서는 노사 당사자들이 참여한다
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42) 노동관련 행정입법은 크게 상위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우리나라의 시
행령․시행규칙과 유사)과 EC법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후자는 별도의 모법이 없이 국내적 효력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의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위의 노동관련 행정입법
들은 후자의 사례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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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향후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영국의 사례를 더 살펴보면 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노동자는 평등법(Equality Act, 2010),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1999), 근로시간법(Working Time Regulation, 1998),
단시간근로자법(The Part-time Worker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이 모두 적용되고, 고용권법상의 일부 규정
과,143)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1999)에서 규정된 징계
및 고충처리 절차에서 동료 근로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적용된다.144)
제3지위의 판단은 주로 근로관계 판단에 바탕을 두지만, 좀 더 완화된
기준이 활용된다. 그러나 사전에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가입 자격을 판
단하는 사회보험 관계와 달리, 노동법의 영역에서는 주로 사후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근로관계 판단과 매우 유사한 방식
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3. 지속적이기 때문에 규율하는 관계
이처럼 유럽 국가들에 있어서도 노동법의 적용 범위 확장은 주로 ‘종속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법의 보호는 ‘교섭 지위의 불평등’
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종속성을 통한 보호 범위의 확장은 노동법의 이념
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타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노동, 즉 개인사업자로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면 노동법
의 보호 범위로 포섭할 수 없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보호가 규정
되어야 하는가? 또한 노동법적 보호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가. 독립자영업자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입법적 대응 논의는 지난 2000년 이후로
143) 고용권법 제47조B․제48조(내부고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고용권법
제2장상의 권리(불공정한 임금 공제를 받지 않을 권리) 등.
144) 1999년 노동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1999)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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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일부 영역(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 특례 규정145))을 제외한다면, 노동법적 보호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로 경제법적 접근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방안
을 모색하여 왔으며, 2007년부터 직종별․직역별 공정거래 관행이 확립
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
사지침｣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 지침은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시행
령 제36조에 따라 일부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
콘 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에 대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지침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구입
강제, 찬조금 등 이익 제공의 강요, 판매 목표의 강제, 불이익제공(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조건 변경 등), 경영 간섭(거래내용․지역․상대방 제한
등), 부당한 비용 징수, 계약 내용 외 업무 강요, 일방적 손해배상책임 설
정 등이 있다. 이러한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는 일종의 가
이드라인으로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를 비롯
한 업종 및 직역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표준계약서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146)
14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본문 규정에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
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
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 한다)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직종에 한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146) 그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종사자가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공정
위의 심사를 거쳐 표준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으로 채택하
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대중문화예술인(연
기자, 가수) 등에서 표준약관(계약서)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험
설계사 업종에 있어서 2007년부터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보급․시행하
고 있다. 여기에서는 계약 체결 기간 및 업무 위탁범위, 계약 내용 변경 절차, 불
공정행위 금지 기준, 해지 요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보험업법 제85조의3 및 시행령 제29조의3을 신설하여
불공정행위(위탁계약서 미교부, 약정 사유 없는 계약해지, 약정 외 업무 강요,
수수료 미지급, 대납 강요 등) 금지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
위원회는 해당 보험회사에 주의․경고,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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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공정거래 방식의 보호는 ‘갑을 관
계’로 대비되는 ‘계약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
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산재보험법 제125조의
업종에 대해서만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이들 직종에서의 전
속성(종속성)이 높다는 점 역시 그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그렇
다면 이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독립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에도
종속성에 따른 공정성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가?
노동법의 보호 대상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호주에서는 2007년부터
독립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불
공정 계약을 규제하는 판례법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즉 근로자로서의 고
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 이외에도 일을 받아서 생활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계약의 공정성을 규율하고자 한다. 특히 영국에서
독립 자영업자 문제가 주로 개인인 자영업자(개인사업자)에 국한된 것이
라고 한다면, 호주에서는 사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불문하고, 독립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가 중요하다.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만
들어서 이러한 노동법상 의무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
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불공정계약에 대한 판례법리가 구축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2006년 독립자영업자법(Independent Contractors Act 2006 : 이
하 독립자영업자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그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독립자영업자법은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계약의 체결, 이행 및 해지 등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보험업법 제134조). 국토교통부는 지입차
주와 관련하여 2008년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건설기계 가
동 시간, 임대료의 지급 시기, 계약의 해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 등을 명시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1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차, 택배)에 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명시 및 분쟁 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구체
적으로 동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16에 해당 계약기간 및 갱신, 교통사
고 보상, 사고처리, 보험 가입, 계약 해지사유 등을 명시하고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
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김기선․김근주․정흥준(2015), 공
정계약을 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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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불공정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상의 사법적 구제가 아닌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 계약으로의 회피 가
능성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147) 통상적으로 도급계약(services contract)은
근로계약(contract of employment)과 달리 최저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하여 도급계약은 사실상의 우월한 지위를 가진 당
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강요하여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영미법계에서는
이러한 사실상의 교섭력의 우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계약상의 불균형에
관하여 전통적으로 간섭하지 않아 왔으나, 독립자영업자법은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도급계약을 통하여 주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
로자의 최저기준 보호와 유사한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독립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148)
이처럼 자영업자의 보호를 높여서 위장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는 입법 태도는 다른 나라에서 취하고 있지 않는 독특한 제도로서, 특히
‘계약 자유의 원칙’을 중시하는 영국법계의 영향을 받은 호주에서는 이례
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49)
독립자영업자법이 규율하고 있는 주요 사항은 계약 기간 및 갱신조건,
부당 해지 등 계약의 일방적인 종료에 관한 것이다(제13조). 독립자영업
자가 그 지시자(director)와의 계약에서 계약기간 및 갱신, 해지 조건 및
기타 계약조건이 불공정(unfair) 또는 부당(harsh)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1999년 연방순회법원법(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Act 1999) 제5
장에 따른 불공정계약 청구를 할 수 있다(제12조). 이에 대하여 연방순회
법원은 교섭 지위의 불평등에 관한 사실적 판단(제15조 제1항 a), 부당이
득의 발생 여부(제15조 제1항 b), 도급 보수의 적정성(제15조 제1항 c) 등
을 기준으로 해당 도급계약의 공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147) Blanpain, Roger(2009), The Modernization of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Kluwer Law International, p.180.
148) Riley, Joellen(2008), Employee Protection at Common Law(2nd), The
Federation Press, p.25(김근주(2014) 재인용).
149) Riley, Joellen(2008), Employee Protection at Common Law(2nd), The
Federation Press, p.24(김근주(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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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자영업자법에서 규율하는 부당계약(unfair contract)의 내용은 근
로자의 부당해고(unfair dismissal)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위
장자영업자를 통하여 부당해고에 관한 권리를 회피하여 얻는 이익을 감
소시키기 위한 것이다.150) 결국 근로계약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더라도,
회피가능한 지속적 계약관계를 규율함으로써 자영업자로의 회피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식은, 간접적으로 근로계약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
나. 고용의 매개자에 대한 규율
플랫폼 노동 보호를 둘러싼 연구들에서, 입법정책들은 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지위에 주목하면서, 이를 어떻게 포섭시킬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노동법의 전면적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 것인
가, 전면적 보호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일부 규정에 대한 노동법 적용을
받는 중간적인 ‘유사근로자’의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 또는 임금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시장에서 노무제공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사회권의 향유
주체로는 인정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들에게 부여 가능한 사회보장의 범
위는 어디까지인가가 논의의 주된 내용이다.
플랫폼 노동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을 기반으로 한 접근법은 ‘사용자 책
임’의 회피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의 책임을 기능적으로 분화하여, 각 기능 수행에 부합하는 책임을 분할하
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형태는 저소득 등 ‘열악한 형태’의 직업인 경우가 많고, 종래에는
근로자였던 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매개로 하여 플랫폼 노동의 형태로 전
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규범적으로 본다면 근로관계에서 노무제공
150) 호주의 부당해고 청구권은 12개월 이상의 계속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 청구
권으로, 1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15인 미만 사업장에 있어서는 공정노
동법상 예외로서 특칙이 규정되어 있다. 반면 독립자영업자법상 부당계약은 지
시자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도급계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로써
오히려 독립자영업자법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독립자영업자법
은 법원의 구제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Riley, Joellen(2008), Employee Protection at Common Law(2nd), The Federation Press, p.46)(김근주
(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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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무자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 또는 그와 유사한 구
조로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는 것이 현재의 법이 가장 익숙한 상태라는 점
도 이러한 접근법의 원인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이 고용보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노무제공자-중개인(매개인)-노무이용자’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과연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중개인’을 ‘사용자’로 간
주하지 않고도, 있는 그대로의 당사자로서 부담해야 할 법적 지위를 규율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면서 스스로의 지위를 ‘중개인’으로 자처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이러한 접근법은 현실적인 의의가 크다.
법제도 중에서는 중개에 대한 일반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들이
존재한다. ｢상법｣에서는 상거래 행위에서는 상사중개인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151)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도 법적 규율
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중개인으로서 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자
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계약 자치’에 대한 규율로서 그치지 않고,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규율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용’ 중개인에 관해서는 어떠할까? 고용의 매개자에 대해서
는 ｢직업안정법｣이 규율하고 있다. 이 법 제2조의2에서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
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인적 적용 대상에 대하여 ‘구인자’, ‘구
직자’, ‘고용계약’이라는 표지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는 별도의 인적
대상에 대한 정함이 없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직업소개에서의 ‘고용계약’
151) 상법상의 상사중개인에 대한 책임은 중개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상법 제
100조), 중개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는
급여수령대리의 금지(상법 제94조),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견품보관의무(상법
제95조), 결약서교부의무(상법 제96조), 성명․상호묵비의무(상법 제98조), 중개
인이 임의로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
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입의무 규정(상법 제99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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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같은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
다.152)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고용계약’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직업
안정법｣의 적용 범위를 근로관계에서의 매개자에 한정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
조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고용계약’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모두 노
무제공의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153)
아직까지 플랫폼 노동보호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국가는,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논의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관계를 노동법의 영역으로 포섭하려고 하는 시도들
이 주를 이루면서도, 노동매개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
한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는 일시적인 직업매개
를 위하여 존재하였던 ｢직업안정법｣과 같은 실정법을 어떻게 확대할 것
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플랫폼 노동과 같이 고용 또는 노무제공의 매개자
에 관한 규율을 직업소개업법(Employment Agencies Act 1973)을 통하
여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일회적인 직업소개
업과 지속적인 파견을 구분하면서, 플랫폼 또는 앱과 같은 형태의 노무제
공을 직업소개로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즉 이 법에서
는 구직자에 대하여 ① 해당 구인자의 신원과 운영하는 사업의 본질(유
형), ② 채용하고자 하는 업무의 세부 사항 : 업무 유형, 직위, 업무 장소와
근로시간, 산업안전상 위험도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수단 및 방
152)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
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3806 판결 등.
15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3806 판결(이 사건에서 법원은 벼룩신문 등에 낸
‘방송, 영화, 홈쇼핑, CF 박수부대 회원모집’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용자 등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고 CBS, KBS 등 방송국의
방청객으로 소개하여 준 행위에 대해 방송국과 ‘직업 방청객(박수부대)’ 사이의
관계가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가 아니라고 판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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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54) ③ 채용하고자 하는 업무에 필요한 직무경험, 요구하는 기술 및 자
격 등, ④ 법령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공지하
는 경우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업소개업에
포섭된다고 본다(직업소개업법 제18조 및 제19조). 다만 이처럼 크라우드
워크를 반복되는 직업소개업으로 규율하는 경우 구직자에 대해서는 별도
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앱 또는 플랫폼에 접속하는 비용이 발
생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
다.155) 그런데 이에 관하여 최근 영국의 고용보호 기본법인 고용권법
(Employment Rights Act 1996)에서는 호출형계약(zero hours contracts)
에 관한 정의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가 병행적으로
이루어졌다. 2015년 영국 정부는 중소기업고용법(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이라는 노동시장 개정법을 통하여,156)
고용권법 제27조A(호출형 계약의 정의)와 제27조B(호출형계약에서의 전
속성 금지)를 통하여,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조건부로 일을 하거나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어떤 업무와 서비스를 언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경우”에는 전속성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노무제공 요청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는 명문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
다. 이러한 법적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플랫폼 노동
은 비전속적인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으며, 중개자에 대한 접속 비용 등을
부과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노무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유형과 방식,
154) 보건안전청은 매년 모든 직업군에 대한 산업안전상 위험도를 평가하여 발표하
고 있으며, 이 분류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단 및 방식을 분석
하여 공표하고 있다.
155) 영국 직업소개업법에서는 직업소개업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직업을 부칙 3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직역을 살펴보면 Actor,
musician, singer, dancer, or other performer; Composer, writer, artist, director,
production manager, lighting cameraman, camera operator, make upartist,
film editor, action arranger or coordinator, stunt arranger, costume or
production designer, recording engineer, property master, film continuity
person, sound mixer, photographer, stage manager, producer, choreographer,
theatre designer; Photographic or fashion model; Professional sports person.
156) 개정법(amendment act)이란 기존의 기본법령의 조문을 번경하는 내용을 모아
놓은 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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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이며, 이는 직업소개업법
을 통하여 규율 가능하다고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영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이러한 입법적 접근 방식은 우선적으로
직업소개업법이 그 적용 대상을 근로자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고, 구직자
와 구인자를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법이론이
아닌가 생각된다.157) 플랫폼 노동에서 플랫폼의 매개자로서의 지위는 ‘근
로자-사용자’ 관계를 넘어선 제3의 관계 설정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
로 현행 ｢직업안정법｣은 근로관계에서의 매개자로서 노무제공의 종속성
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접근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직
업안정법｣제2조의2 2호의 규정에 대한 재해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이다.158)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017년 12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고용의 매개자에 대한 규율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을 살펴보면, ① ｢직업안정법｣이 소극적 직업소개에서 적극적 “고용서비
스”의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명을 ｢직업안정법｣에서 ｢직업
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변경, ② 법령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
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모집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
진 자’로 확대하여 구직자 및 다양한 고용계약의 취업자를 보호, ③ 공공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원칙 수립,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
육의무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159) 이러한 법적 접근법에 따르면, 직업
157) 2003년 직업소개업 및 파견사업의 활동에 관한 시행령(The conduct of employment agencies and employment businesses regulations 2003) 제2조에서는
구직자(work-seeker)란 “직업소개업 또는 파견사업 등에서 제공하거나 유지하
고자 하는 구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구인자(hirer)란 “직업소
개업자가 제공하는 구직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58)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
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
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159) 고용노동부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안이유에서 “고용서비스는 개인의 직업 활
동, 기업의 경영 활동과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
스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 강화 및 고
용시장에서의 구직자 보호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현행 법률을 전부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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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를 노무제공의 종속성과 구분하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영국의 입법
구조와 유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추후 매개자에 대한 의무 부과를 통하여,
플랫폼을 활용한 노무제공에 있어서 최소한의 법적 원칙과 보호를 수립
하는 게 가능하다.

제5절 소 결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이용된다. 이 말의 의미는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한
다.160)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을 제3차 산업혁명으로 정
의한 지 오래 지나지 않은 듯한데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까지 등장
하고 보니 기술의 진보가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제3차 산업혁명이나 제4차 산업혁명의 핵
심은 인터넷과 모바일이 생활 전반에 크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
듯하다. 정보기술적 내용은 문외한이라 잘 알 수 없지만, 기술의 변화에
따라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요소에 중요한 변화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점
은 알 수 있다. 특히 근래 부각되는 모호한 고용관계의 중요한 요인이 인
터넷과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분
명한 듯하다. 제1․2차 산업혁명이 노동법을 만들어내고 촉진시켰다면,
제3․4차 산업혁명은 노동법을 한 측면에서는 무기력하게 하는 한편, 다

여 고용서비스의 기능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
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하면서, 주요 개정 사항으로 ① 제명의 변경, ② 고용서비스의 대상 및 모집의 대
상 확대(안 제1조 및 제2조), ③ 국가와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안 제5조), ④ 공
공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원칙 수립(안 제6조), 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
한 교육의무 신설(안 제19조), ⑥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제 변경(안 제27조),
⑦ 모집 위․수탁 서류 공개 요청권 신설(안 제31조제2항)을 제시하고 있다.
160)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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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측면에서는 변화를 요구하는 듯하다. 그런데 기술발달과 함께 이루어
진 제4차 산업혁명은 고도로 독립적이고 단기적인 고용을 만들어내면서
노동법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은
아직도 2차 산업적 노동관계를 고수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3차 산업을 통해 이미 다기화된 노동관계에 대한 충분
한 연구, 2차 산업 중심적 노동법으로부터 탈피하기 등과 같은 대응도 미
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급격한 기술발달과 함께 초래된 제4
차 산업혁명을 맞아, 이 가운데의 변종적 고용관계가 다소 우려스럽기는
하다. 그리고 그 주된 요인은 종속성 변화에 대한 거부일 것이다. 근로자
의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도 변할 수 있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배
력도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 후 노동관계를 다시 본다면 노
동관계에 대한 해석도 다분히, 제4차 산업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기 위한 논의들과 함께 새로운 고용관
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들에 대한 시도는 변화하는 노동관계를
노동법 안에서 혹은 노동법의 경계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노력들이다. 우
리 법과 판례, 해석이 충분히 노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반성
과 함께 향후 어떤 노력과 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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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회보장적 대응(1)：기본소득실험

제1절 서 론

1970년대 이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고
용이 유연화되면서 전통적 산업사회의 규범이던 표준고용관계에서 이탈
한 시간제, 한시직 등 비전형노동자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복지제
도는 안정적인 전일제 일자리, 정규직 노동자를 위주로 설계되었기 때문
에 비전형적 노동자가 증가하는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망 기능을
하지 못했고 이는 불안정 노동자의 증가를 불러왔다(백승호, 2014; 이주
희, 2011; Kalleberg, 2000; Bosch, 2004; Castel, 2003). 그리고 2017년 현
재 기술의 진보는 더욱 빨라졌고 이제 우리는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표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로봇의 등장은 숙련 일자리
를 감소시키고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플랫폼 경제는 단기의 독립
적인 계약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을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이처럼
기술의 진보와 경제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고
비전형적 근로자의 무분별한 확산을 상징하는 긱 경제(gig economy) 담
론이 등장하게 되었다(Huws, 2014). 표준고용관계를 벗어난 비정규직 노
동자의 증가와 더불어, 플랫폼 자본주의의 등장은 기존의 틀로 정의하기
힘든 전혀 새로운 고용 형태의 증가를 불러왔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 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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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고용형태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규모와 실태파악은 쉽지 않다. 그
러나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
의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부분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
려워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이러한 고용형태 종사자들이 상당
부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으며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수의 집단을 포괄하지 못하면서 부정합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 표준고
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 제도는 표준
적 고용관계에서 이탈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새로 생겨나는 많은 불안
정 일자리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으
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서 불안정 노동이 일상화되었으며
이는 불평등의 확산과 구조화로 이어져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신
광영, 2013). 이와 더불어 일부 부유층이 전체 소득의 상당부분을 독식하
며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렇듯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하
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점차 증가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본소득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
는 기술변화와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등장, 이로 인한 노동시장 변
화와 그 가운데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기본
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제3절에서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기본소
득이 가지는 일곱 가지 속성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
의 발전 단계를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지금까지 실행되었거나 실행 중인
실제 기본소득 사례를 소개한다. 기본소득의 민간단체, 지역 단위, 국가
단위 등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도해 왔는데 익히 알려진 나미
비아의 기본소득, 알래스카의 영구배당기금, 핀란드의 기본소득, 국민투
표에 부쳐졌던 스위스의 기본소득 등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 알아본다.
제5절에서는 새로운 사회보장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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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충분한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단순한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로동기 저하,
막대한 재정 부담,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설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
을 받는다. 여기서는 그러한 비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기본소
득 찬성론자들이 제시하는 반박 의견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
본소득이 가지는 한계와 가능성을 재단하고 앞으로 한국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실행가능 전략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새로운 노동 형태와 불안정노동의 확산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로봇, 빅데이터 등 최근의 기술발전은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담론을 이끌어냈다(여유진 외, 2017). 증기기관에 의한 1차 혁
명, 전기를 기반으로 한 분업과 대량생산이 이루어진 2차 혁명, IT 기술
의 발전과 함께 일어난 3차 혁명을 지나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혁명
기가 도래했다는 분석들이 있다(Haldane, 2015).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된 자본주의 형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혹은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라고 일컬어지는데(Schor,
2014; Sundararajan, 2017) 기술의 변화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결합되
면서 생겨난 새로운 경제구조를 의미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인공지능, 기
계학습, 집약적 자동화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일구어 낼
수 있지만(Kenny and Zysman, 2016) 플랫폼 자본주의하에서는 플랫폼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지대를 포획하거나 초과지대를 수취할 수 있다
(Schor, 2014). 또한 플랫폼 자본주의는 규제를 회피할 수 있고 계약 노동
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경제적 이득이
비대칭적으로 분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Scholz, 2016).
이처럼 기술발전과 경제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 기술발전으로 인해 대규모의 고용상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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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있지만 로봇 사용으로 인해 숙련 일자리가 감소하고 온라인 플랫
폼의 사용이 전통적 고용관계와는 다른 고용형태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배치, 단기의 독립적인 계약 노
동자의 활용이 일어나는 긱 경제(gig economy) 담론이 등장했다(Huws,
2016). 긱 경제는 플랫폼 경제 기반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비정규직
노동 배치의 확산을 일컫는 개념이지만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비정규 고
용, 특수고용, 1인 자영업 등이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플랫폼 경제와 긱
경제는 유사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디지털 기반의 긱 경제에서는 노동이
주문형 노동력(workforce on demand), 액체 노동(liquid labour), 크라우
드소싱(crowdsourcing) 등으로 활용된다. 크라우드소싱은 기존에 노동시
장 참여가 어려웠던 장애인이나 청년 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가
질 수 있고 노동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며 부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저임금 노동, 불안정한 단기 노동계약을 반
복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아웃소싱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특히 크라우드소싱은 기업에게는 노동비용을 줄이고 규제를 회피하는 등
의 이점을 가져다주지만 현행 사회계약에서는 크라우드소싱에 의한 노동
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하는 계
기가 된다(여유진 외, 2017). 또한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 및 서비스의 수
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긱 경제에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명확
하지 않은 고용형태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고용계약 관계에 입각
한 기존의 사회적 보호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불안정 노동자들이 증가
하게 된다.
많은 연구들이 이처럼 비정형 근로형태의 노동자, 프리랜서, 독립계약
자 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Katz and Kruger, 2016; Manyika
et al., 2016; Sundararajan, 2017; Intuit, 2015 등). 그러나 플랫폼 노동과
기그경제 종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고용형
태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규모와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 이러한 불안정 노동시장에 청년, 노인, 여성이 집중되
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승윤․안주영․김유휘, 2016; 이승윤․백승호․
김윤영, 2017). 이러한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는 불평등의 확산과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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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져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신광영, 2013). (최)상류층의 전체 소득
에 상당부분을 독식하고 있으며 자체 추진력에 의해 불평등 수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이는 교육의 양극화, 의료와 건강의 양극화로 연결
되어 불평등 구조의 영속화 혹은 고착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누구나 네트워크와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지만 소유자는 집중되기 때문에 부의 분배 문제, 공정 분배 문제가 발
생하게 되며 ‘파레토분포에 기반한 양극화의 시대’가 야기될 수 있다(여
유진 외, 2017: 131). 이렇게 기술변화에 따라 노동시장 상황이 재편되면
서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복지국
가의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제3절 기본소득 논의의 부상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 BIEN)의 정의에
의하면 기본소득은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
조건 교부되는 주기적 현금’이다. 기본소득의 대표적인 학자 Van Parijs
(2006)는 여기에 지급 주체를 명시하여 ‘국가가 자산조사나 근로조건 부
과 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개인 단위로 지급받는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Van Parijs(1995)는 기본소득의 철학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철학은 ‘실질적 자유론’이다. 그는 ‘모두를 위
한 실질적 자유(Real Freedom for All)’ 개념을 통해 자유의 실현과 분배
정의의 문제가 양립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데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
유’는 불평등의 해소와 자유의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김교
성 외, 2017a). 실질적 자유는 개인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
유로서 이를 실현할 수단과 기회를 포함하며, 따라서 결과의 평등을 위한
분배가 아닌 기회의 평등을 위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본다(Van Pari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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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즉 기본소득은 결과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기회의 평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실질적 자유론의 핵심적 가치는 자유에 있
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실질적 기회는 기본소득을 통
해서 가능하다.
김교성 외(2018, 2017a)에서는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 속성
을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 제공주체로 정리
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보편성은 제도가 포괄하는 인구집단의 범위로 기본소득은 특정 집단이
아닌 전체 인구집단을 포괄한다. 기본소득의 철학은 공유경제를 통해 축
적된 부의 분배에 있기 때문에 시민권이나 거주 조건만을 조건으로 제시
하고 외국인도 거주기간이나 거주조건 등을 충족시키면 포괄한다.
보편성이 기본소득의 인구학적 범주와 관련된 원칙이라면 무조건성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황이나 행동 조건을 부과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 급여 수급권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득수준 조건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기본소득은 이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원칙에 의해 유급노동 참여 여부, 소득수준, 가구형태, 사회적
기여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
충분성은 급여의 관대성과 관련된 원칙으로 기본소득이 대상자의 기본
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실질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
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본소득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충분한지에 대해
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Van Parijs(1995)는 기본소득이 공유된 부에
대한 배당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충분성 수준은 해당 사회의
정치경제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체적으로 평균소
득의 50%, 최저생계비,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50%) 등이 충분한 수
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개별성은 기본소득이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할당이 되어야 한다
는 원칙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경우 가구 단위로 지급이 되
지만 급여의 지급단위가 가구일 경우 그 급여가 가구 구성원에게 균등하
게 배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가구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정책의 효
과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자원배분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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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개별성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보편성의 원칙과도 관련되는데 보편성 원칙은 시민권을 바탕으로 하고
시민권은 개인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개별성을 갖는다.
정기성은 기본소득의 수급 빈도, 간격, 기간과 관련된다. 대체적으로 월
단위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주 단위, 연 단위, 분기 단위의
지급도 가능하다. 정기성에서 보다 중요한 측면은 기본소득의 지급 기간
이다.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은 생애 전 기간에 걸친 수급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소득은 바우처나 쿠폰과 같은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이라는 특징
을 갖는다. 기본소득은 개인들의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
며 현금 지급이 개인들의 실질적 자유 실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현금 지급의 원칙이 선호된다.
마지막으로 제공주체의 경우 기본소득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초국적
정치단위에서 제공된다. 제공주체는 다른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제도의
실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재원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은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금을 통해 지급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토빈세, 비트코인 등
이 제안되고 있다(De Wispelaere, 2015: 57). 기본소득의 제공주체가 지방
정부인 예로 알래스카 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
PFD)이 있고 초국적 단위로는 유럽연합이나 유엔 등이 제안하는 기본소
득이 있다.
기본소득 구상의 첫 기원은 250～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김교
성 외 2017a). 그러나 서구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1970～80년대에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2016년 이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교
성 외(2017a)에서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전개된 시
기를 세 시기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시기는 2000년대 초반 기본소득 아이
디어가 소개되는 시기, 두 번째 시기는 2010년 전후 기본소득 국제학술대
회와 기본소득 관련 번역서들이 출판되면서 학술적 논의가 활성화된 시
기, 그리고 2016년 이후를 세 번째 시기로 보았다. 이 시기에는 기본소득
에 대한 찬반 논쟁이 심화되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학계
를 넘어 일반 대중의 관심도 확산되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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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세계대회, 대선 후보들의
유사 기본소득 공약, 그리고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 실행 등이 촉진
제가 되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
데 최근의 학술적 논의는 현존하는 사회보장체계와 기본소득의 정합성에
주목되고 있는 추세이며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경로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보다 기본소득의
각 요소의 성격을 일정 수준 포함하고 있는 변형된 형태의 ‘유사’ 기본소
득제도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처럼 완전한 기본소득의 도입에 앞서 여
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면서 기본소득 개념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데 김
교성 외(2017b)는 지금까지 제시된 유사 기본소득 제도들의 성격을 평가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일곱 가지 기본소득의 속성 중 가
장 핵심적인 속성으로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을 선정하고 퍼지셋 이념
형 분석을 활용하여 ‘완전 기본소득’, ‘급여 불충분형’, ‘조건부과형’, ‘대상
제한형’, ‘보편성 강조형’, ‘무조건성 강조형’, ‘충분성 강조형’, ‘기본소득 아
님’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합리적 조정 → 실업부조와 같은 새로운 범주형 사회부조의 도입과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확대 →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제한적
수준의) 각종 사회수당 구축 → (근로가능 연령대인) 청년을 위한 사회수
당 도입 → 참여소득의 일환으로 농민 대상 사회수당 실행 → 각종 인구집
단별 수당(아동, 청년, 노인)의 연령 확대 → 각종 사회수당을 통합하여 낮
은 수준의 전환적 기본소득 운영 → 기본소득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완
전 기본소득 완성>에 이르는 한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본소
득 이행경로를 제시하였다(김교성 외, 2017a: 26).

제4절 기본소득의 사례

지금까지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했거나 시행될 예정인 사례는 제공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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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으로 민간단체, 지역단위, 그리고 국가단위까지 다양하다. 이 중에
는 기본소득의 정기성 기준을 갖춰 하나의 제도로서 성립된 경우도 있으
나 아직까지는 기본소득의 효과를 평가해 보기 위한 실험 형식으로 지급
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기본소득은 한국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의 ‘띄어
쓰기 프로젝트’, 한겨레21의 ‘기본소득 월 135만 원 받으실래요? 프로젝
트’,161)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의 ‘쉼표 프로젝트’, 춘천기본소득실험단의
‘2017 춘천 기본소득실험프로젝트’, 미국 오클랜드 Y Combinator의 기본소
득 실험,162) 인도 마디야프라데시 자영업여성연합(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 : SEWA)의 기본소득 프로젝트163)가 있다. 이 중 인도의 사
례는 총 18개월간 6천 명 이상의 개인에게 성인은 월 200루피, 아동은 월
100루피(1년 후 각각 300루피와 150루피로 인상)를 지급한 사례로 기본소
득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상태 개선, 식생활 개선, 생활수준 개선, 빈곤율
개선, 교육수준 개선, 여성 인권 향상 등의 효과가 있어 기본소득의 대표
적인 사례로 언급된다(Standing, 2013).
지역단위에서 제공하는 기본소득은 널리 알려진 미국 알래스카의 영구
기금배당 제도, 한국 성남시의 청년배당, 캐나다 온타리오의 기본소득 실
험, 이탈리아 리보르노의 기본소득 등이 있다.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
은 1982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지급액은 석유시세에 따라 매번 변동되지
만 1987년 연 1,000달러에서 2015년 2,072달러를 지급했다. 조건은 알래스
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이다. 이 제도는 석유개발과 천연자원
개발로 생겨난 이익의 일정 비율을 영구기금에 적립하고 그 기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의 일부를 매년 배당 형태로 주민
들에게 분배하는 시스템이다(Widerquist and Sheahen, 2012: 12). 배당액
이 최저생계를 보장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충분성
원칙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보편성과 무조건성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제도

16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760.html
162) https://blog.ycombinator.com/basic-income/
163) https://www.guystanding.com/files/documents/Basic_Income_Pilots_in_India_
note_for_inaugur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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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되며 실제로 알래스카는 미국 내에서 빈곤율이 낮고 경제적 평등
수준이 높은 주로 평가된다(김교성 외, 2018). 영구기금배당 제도는 보편
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지제도가 정치적 지지를 확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도 충분하지 않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삶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일시적인 보너스 역할에 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교성 외, 2018).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기본소득은 Thunder Bay, Hamilton, Lindsay에
거주하는 18～64세의 인구 중 4천 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기본소득 급
여를 받는 집단과 받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다.
급여를 받는 집단은 3년간 부의 소득세 방식으로 근로소득의 50%가 연
간 16,989달러에 미달하는 경우 최대 16,989달러까지 기본소득 급여를 제
공받는다. 온타리오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저소득층이 기본소득
을 지급받음으로써 식생활 안전성(food security), 스트레스와 불안감, 정
신건강, 건강과 병원 이용, 주거 안정성, 교육과 훈련, 고용과 노동시장 참
여 등의 성과를 개선하는지를 실험하고자 한다(Ontario, 2017). 온타리오
정부는 현존하는 캐나다의 복지정책들이 성인의 빈곤 문제를 포괄하지
못하고 여전히 근로빈곤층이 많이 존재하는 현실에서(Segal, 2016: 14～
15) 기본소득 실험의 의의를 찾고 있다. 온타리오 주의 기본소득은 연령
을 제한하고 자격기준으로 소득을 제한하고 있어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 원칙에는 못 미치지만 기본소득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김교
성 외 2018).
한국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지방정부의 정책 중 가장 기본소득 형태에
가까운 제도이다. 청년배당은 2016년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의 청년들
에게 분기별로 12만 5천 원을 지역화폐인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며 매년
1세씩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19～24세의 청년들을 모두 포괄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근로연령대인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자산조사의 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무조건성 원칙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는 의의가
있다. 급여의 수준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데서
충분성 원칙에 어긋나지만 지방정부가 기존 예산을 절약해서 재원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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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 제도는 청년배당을 지급받은 청년들이 실
제로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평가
등 실제 수급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기본소득의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다(김교성 외, 2018).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한 사례로는 브라질, 나미비아, 핀란드
등이 있다.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Bolsa Familia Program)은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정치적, 재정적 한계로 인
해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김교성 외, 2018).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본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나미비아는 세계 최초로 2008년부터 일부 지역의 60세 이상 모든 주민들
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였다. 나미비아의 기본소득을 통해 이 지역에서
식량부족을 경험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영양실조 아동도 줄어들었
으며 재정적 이유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비율도 감소하고 범죄
율도 줄어들었다. 또한 기본소득 반대론자의 대표적인 주장인 탈근로유
인 효과도 보이지 않았는데 근로소득이 오히려 증가하였고 가장 극빈 계
층의 소득은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Haarmann et al., 2009).
기본소득이 그동안 주로 저소득국가에서 실험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선
진국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캐
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도 한 예지만 국가 단위로서는 핀란드와 스위스
를 꼽을 수 있다. 비록 가결되었지만 스위스의 기본소득 법안이 13만 명
의 서명을 통해 국민투표에 부쳐진 것만으로도 세계적인 관심사를 불러
일으켰다. 스위스는 연방정부가 지급주체가 되어 성인은 월 약 300만 원,
미성년자는 월 약 78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통
과되진 못하였으나 기본소득의 3대 원칙인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핀란드는 유럽 최초로 국가단위의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2017년 1
월부터 복지수당을 받는 생산가능인구 중 실업자 2천 명을 무작위로 선
정하여 2년간 매달 약 71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핀란드의 이번 실
험은 현재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
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작금의 핀란드가 마주하고 있는 근로동기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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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Incentive traps)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시키고 복지시
스템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배경 속에서 기획되었다(Kangas, 2017). 핀란
드는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북유럽 복지국가에 속하지만 수급 조건이 까
다로워 실업자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대신 저소득 직장이나 시간제 일자
리로의 취업을 꺼리게 된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일자리를 구하
더라도 기본소득을 계속 받게 되기 때문에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
을 통해 기본소득이 빈곤 감소와 고용 창출 효과를 보일지 관찰하고 효과
가 입증되면 다른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17년 1월 3일 기사).
핀란드의 기본소득은 국가 차원에서 도입된 점 외에도 정치적으로 좌
파와 우파의 동의를 모두 얻어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김교성 외,
2017a).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된 노동시장에 대한 대안으로서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추구하는 기본소득의 철학과는 다르게, 핀란
드 기본소득은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이 고용
촉진 효과를 갖는지의 여부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세우고 있다(Kangas
et al., 2016). 또한 핀란드의 기본소득은 급여 대상자를 근로연령대인 2
5～58세 중 실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을 받으면 기존에 받고
있던 다양한 형태의 현금성 사회복지 혜택이 기본소득 수급액만큼 공제
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보편성, 무조건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시도라는 점, 기여경력 등의 조건이 부과되지 않는 점, 정
기성을 갖는다는 점 등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김교성 외, 2018).

제5절 새로운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

지금까지 기본소득의 개념과 속성,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본소득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가 존재하기 때
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김교성
외(2018: 제6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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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도록 한다. 김교성 외(2018)는 기본소득 논쟁을 구상 수준과 실행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본소득 논의의 발달 과정은
총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까지, 즉
2010년까지의 논쟁은 구상 수준의 논쟁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의
논쟁은 기본소득 구상의 ‘논쟁거리’를 소개하는 데에 초점이 있었다. 세
번째 시기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실행
수준의 논쟁이 전개되었다. 실행 수준의 논쟁은 주로 실질적인 정책 실행
과 관련된 논쟁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구상 논쟁과 실행 논쟁 각각
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본소득 구상 논쟁은 기본소득에 대한 세 가지 주요 비판에서 출발하
였다. 첫째,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에 기여할 수 없다. 둘째, 게
으른 베짱이에게 주는 기본소득은 정의롭지 않다. 셋째, 기본소득은 젠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주장과 그에 대한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의 반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김교성 외, 2018).
우선 기본소득이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에 기여할 수 없다는 입장은 주
로 노동계급운동에서 제기되어 온 비판이다. 이들은 기본소득이 기존의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이며 자본과 노동의 관계의 철폐 없
이 노동해방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시장에 대한 종속을 강화시키는 결과
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채만수, 2010; 박석삼, 2010; 윤홍식, 2017
등). 이러한 주장은 기본소득의 구상이 노동 거부의 관점이라고 보는 데
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박할 수 있다. 첫째,
기본소득 구상은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 이러한
사실이 기본소득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변혁이 불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또한 반자본주의 목적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Raventos(2007)는 ‘세련되지 못한 정치적 오류’라고 보며 이는 마
치 “유아사망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말라리아 치료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p.190)”고 비판했다. 또한 기본소득은 구상에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변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의
비판론자들은 지금까지 현실에서 기본소득이 제대로 실행된 적이 한 번
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섣불리 재단하여 성급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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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발달 초기 당
시 사회보험이 노동계급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에 노동자들의 시장 의존성을 줄이고 생존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가져다줄 수 있다. 기본소득은 과거 스핀햄랜드 법과는 달리 노동자들에
게 직접 소득을 제공하여 생존노동에 대한 선택을 자유롭게 한다. 노동자
들이 생존노동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자본가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금이 낮아지기보다는 적정임금을 타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기본소득의 수준이 충분할 때를 전제로
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자본주의 체제 전환과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
하려면 기본소득의 수준이 무엇보다 충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
본소득 구상에 대한 비판은 기본소득 제도 자체의 원리에 대한 비판이 아
닌, 기본소득 수준, 어떤 기본소득 구상이냐에 대한 비판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기본소득 구상이 결정되는 것은 이를 둘러싼 정치에 있다는 점을 인
지하고 섣부른 정치적 오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은 게으른 베짱이에게 주는 기본소
득은 정의롭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자본주의 체제 변혁에 관한 논쟁이
좌파 진영에서 나오는 기본소득 반대 입장이라면, 게으른 베짱이 주장은
우파 진영을 위주로 주장되는 기본소득의 핵심적인 비판이다. 이는 기본
소득의 무조건성 원칙이 노동윤리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으로, 노
동이나 소득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호혜성의 원리에 반하여 정의롭지 않
고 결국 사회가 윤리적으로 타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의 반박은 두 가지로, 우선 실질적 자유
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무임승차를 이유로 자유로운 선택을 추구할 권
리를 제한하는 것에 비판적이며, 둘째로 기본소득은 호혜성의 원리에 반
하기보다는 오히려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우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노동 윤리에서의 노동이 반드시 생산적 임금노동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적 노동을 넘어 자원봉사, 무급노동
등을 모두 노동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호혜성의 원리를 확장할 수 있
고 남성의 가정 내 무임승차, 의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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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 않는 자가 소득을 얻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 Raventos(2007:
179～181)는, 이미 소수의 부자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 없이 근로의 의
무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본소득을 통해 이러한 자유
를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자고 주장한다.
기본소득과 노동과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핵심적 논쟁인데 이와 관련하여 핀란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소득 실
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핀란드에서는 25세에
서 58세 사이의 성인 실업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2천 명이 실업수당 대신
에 실업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월 560유로)의 기본소득(부분 기본소득,
Partial Basic Income)을 2년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
다. 이때의 기본소득은, 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기존의 실업수당과 달
리 실험기간 중 취업하게 되어도 2년간 계속하여 지급된다. 핀란드 정부
는 이번 실험을 통해 급여 수준 등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할 것인지 탐색
하고, 기본소득을 어떻게 기존의 소득 관련 급여들 및 기타 기본 수당들
과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핀란드 헌법 및 유럽 연합
의 법제라는 맥락하에서 서로 다른 기본소득 모델이 갖는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Kangas, 2017). 실업
자들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가진 실업수당 대신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
급하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게으른 베짱이들을 대
량 양산하게 되는지, 혹은 실업자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하게 되는지
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세 번째 비판은 기본소득이 젠더 불평등을 해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본소득이 가지는 개별성의 원
칙은 그 자체로 젠더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지금까
지 여성의 일할 권리를 주장해 온 여성주의자들은 기본소득의 도입이 오
히려 여성의 돌봄 의무와 무급노동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반평등적이라고
주장한다(Bergmann, 2008). 이에 대해 기본소득 찬성론자의 반박은, 기본
소득이 남녀 동일임금제도나 보편적 보육제도와 함께 젠더 평등을 구현
하는 여러 제도 중 하나로 실현이 된다면 여성 개개인의 사회권을 확대하
고 젠더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가구 내에서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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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독립성을 증가시켜 남성 생계부양자에 대한 재정적 의존을 줄이
며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 자율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가구 내
협상력을 강화하고 권력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Robeynes, 2008).
이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해소하고 가정 내 성별분업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젠더 평등을
실현할지, 혹은 젠더 차별을 더 공고히 할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기
본소득 자체에 내재된 원리가 아니라 역시 기본소득의 구상에 있다. 즉,
돌봄노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진다면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박이은실, 2014) 무조건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변혁, 게으른 베짱이, 젠더 불평등에 관한 기본소득 구
상 논쟁이 개념적이고 추상적 수준에서의 논쟁이었다면, 기본소득의 실
행과 관련된 논쟁은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논쟁으로 기존 제도와의 정합
성과 실현전략과 관련된 논쟁이다. 성남시와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관련
정책을 실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의 실행 관련 논쟁이 촉발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관계 설정 및 재
정적 실현가능성 논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소득의 실행과 관련한 첫 번째 논쟁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기존
의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비판에서 시작한다. 기본소득에 대
한 비판에는 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가 우선이라거나 기본소득보다 사회
보장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사
회보장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또는 사회보장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단위에서 옳지 않다.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와 사회보
장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논쟁은 기본소득과 현존 사회보장
제도의 관계 속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
할 것이라는 주장은 기본소득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소
득이 도입되면 다른 사회보장제도,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불가능해질 것
이라고 본다. 또한 이들은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
득을 도입할 필요 없이 기존의 사회보험 제도와 공공부조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양재진, 2017).
이에 대한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의 비판은, 기본소득이 도입되어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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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험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고 이를 보장받고자 하는 이
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이상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
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의료, 교육, 돌봄 등 공공재적 성격의 재
화와 서비스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Van Parijs, 1997) 기본소득은 기
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기능을 갖
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기존 제도의 개선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에 대한 낙관적인 입
장이라고 본다. 양재진(2017)은 산재보험을 예로 들어 고용주가 산재보험
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적용대상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산
재보험의 혜택을 우선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청구는 나중에 국가가
고용주로부터 추징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
았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법적 적용대상 근로자에는 근로자성이 인정
되지 않는 가짜 자영업, 특수고용노동자, 클라우드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
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서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비전형 불안정 노동자들을 포괄하기 위해 기존
의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소득과 같은 대
안적 소득보장제도 역시 필요하다.
기본소득의 실행과 관련된 두 번째 논쟁은 재정적 실현가능성이다(김
교성 외, 2018). 재정적 가능성은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강하고 흔한 반대
이유로 기본소득에는 재원이 매우 많이 소요되고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흔히 기본소득을 이
야기할 때는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받게 되는 세금은 간과
하는 경향이 있다. 강남훈(2017)의 기본소득 추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80%는 기본소득 수급액이 과세액보다 높게 나오며 기본소
득으로 받게 되는 금액을 인지하게 되면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부정적
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잠재력을 보아도 기본
소득을 위한 재원마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Bosch(2017)는 2017년 RDW conference에서 핀란드의 기본소득에 대
한 Kangas의 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한 기본 가정
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그 가운데 보편적 기본소득은, 급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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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독일의 경우 Werner/
Straubhaar가 1천 유로 정도의 급여수준을 가진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GDP의 31.4%에 해당하는 규모로 현재의 독일 사회복지 예산보다 천
억 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본소득안들은 보편적 기본
소득이 복지국가를 대체함으로써 스스로 재정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
라고 전망하고, 세금에 대해서도 분분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탄탄
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음을 지적하였다(Bosch, 2017).
이 외에 Bosch(2017)가 기본소득의 가정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비
판점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소득과 관련한
전제 중 하나인 디지털화로 인한 광범위한 일자리의 감소에 대하여
Bosch는 상당한 구조적 변화가 있겠지만 경제적 안정성은 많은 경우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또한 새로운 형태
의 불안정 노동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Bosch, 2017). 둘째, 노동시장 규제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기존 기본
소득 논의의 가정의 경우 참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Bosch는 이에 대해 최
저임금, 단체협약, 고용보호법제, 실업 보험에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효
과가 있음을 보고해 온 실증 자료들을 무시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Bosch, 2017).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단체협약 포괄성, 관대한 실업 보
험, 강력한 고용보호법제를 가진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국가들의 경우
혁신과 교육 투자의 긍정적 관계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매우 성공하였다
는 것이다. 셋째, 복지국가가 포괄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고, 가부장
적이며, 굴욕적인 자산조사를 실시한다는 비판과 관련하여서는 복지국가
의 다양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반박한다(Bosch, 2017). 예를 들어
독일의 노령 연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적 연금에 비해 행정 비용의 비율
이 압도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회보험의 경우 대개 매우 효율적
이라는 것이다(김교성 외, 2018).
따라서 Bosch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건강, 사고, 장애 등 모든 종류의
비용을 포괄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복지국가 전체를 대체해야 한다고 말
할 수 있는지, 교육적 요소나 청년층 등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모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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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들은 모두 폐지해야 하는 것인가 등, 여러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기본소득 논의에서 여전히 권력 관계
에 대한 논의가 부재함을 지적하며, 감세를 원하는 일부 기업 공동체들과
신자유주의적 정당들이 오히려 가능한 동맹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
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탈규제화, 복지국가 삭감, 불안정 노동을 지원하기
에는 낮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보편적 기본소득의 연합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Bosch, 2017 ; 김교성 외
2017b).
그러나 Bosch(2017)의 이러한 지적들 중 상당수는 위에서 살펴본 기본
소득 찬성론자들의 주장으로 반박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모든 비용을 포
괄할 수 없는 것은 Van Parijs(1997) 역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며 기본
소득이 도입된다고 해서 현존하는 모든 사회보장제도들이 폐지되는 것이
아닌 보완재의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기본소득으로 노동자들의 협상력
이 높아지면 사회적, 정치적 참여가 증가하게 되며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관계자 집단이 구성되어 더욱 강력한 정치연합을 가져올 수 있다.

제6절 소결：한국에서의 가능성?

서비스경제로의 전환, 고용 유연화의 확대로 인한 표준고용관계의 이
탈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는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로 이
어졌다(백승호, 2014; 이주희, 2011; Kalleberg, 2000; Bosch, 2004; Castel,
2003). 이에 더해 최근의 기술발전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통과
하며 점점 더 숙련 일자리는 감소되고 단기의 독립적인 계약 노동자, 비
정규직 노동은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통적 표
준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사회보험 중심의 기존 사회보장제도는 새로
생겨나는 많은 불안정 일자리들을 포괄하지 못하면서 부정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기술변화에 따라 노동시장 상황이 재편되면서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복지국가의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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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본소득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새로운 사
회보장제도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을 논해 보고자 하였다.
기본소득의 현대적 논의를 주도해 온 Van Parijs(1995: 1)는 ‘실질적 자
유론’에 입각하여 기본소득의 철학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왔는데, 여기서
실질적 자유란 개인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이를
실현할 수단과 기회를 포함하며, 자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장되어
야 하는 실질적 기회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Van
Parijs, 1995). 이러한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 속성을 김교성
외(2017a, 2017b)에서는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지급, 제공주체로 정리하고 있는데, 기존의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보다 기본소득의 각 요소의 성격을 일정 수준 포함하고
있는 변형된 형태의 ‘유사’ 기본소득제도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이념형분석을 활용하여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
성’의 세 가지 하위 속성으로 구성된 기본소득 이념형을 구성하여 분석결
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 적합한 이상적인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지향점
을 제시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적 이행경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
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새로운 사회보장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
쟁들을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 수준에서의 논쟁과 실행 수준에서의 논쟁
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장과 그에 대한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의 반론들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복지정책, 특히 사회보장제의 주요한 기능은 노
동자에게는 소득보장을, 자본가에게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통한 자본축적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탈산업사회, 지식기반사회, 인
지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는 더 이상 노동자가 노동 또는 근로라는 제도
적 개념 안에서의 시장소득으로만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고용, 임금 그리고 사회보험의 측면 모두에서 불안정한 노동자들
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자본축적 과정에서 자본가는 더 이상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노동과 자본의 불평등 역
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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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통적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제도는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
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기에 역부족이다. 한국은
전통적 사회보험 방식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미성숙한 한국의 복지국가의
조합은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복지국가 제도의 패
러다임에 대한 재구상은 필연적이며, 새로운 사회보장제로 제안될 수 있
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한국복지국가의 정책조합 속성을 면밀하게 검토
하며, 기본소득과 기존의 제도들과 적절한 정합적 관계설정을 통해 시민
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
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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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프레카리아트의 확산이 사회보험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하여 플랫폼이 노동을 매개하게 된 노동시장에서
는 소위 프레카리아트라고도 불리는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게 된다. 경제
의 글로벌화와 금융화 등이 프레카리아트의 확산을 추동하는 힘으로 꼽
히고 있지만, 물적 기반으로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예전 같으면 임금노동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하던 일을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맡기게 되는 경향이 확산되는
것은 자본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동자 털어내기’의 일환이
지만(데이비드 와일, 2015), 이것을 보다 손쉽게 만들어주는 것은 디지털
기술, 그중에서도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 기술이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이라는 뜻의 precarious와 프로레타리아트의
합성어이다. 불안정한 노동계급. 가이 스탠딩(2014)은 전 세계적으로 커
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기본소득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한 그의 책 프레
카리아트에 ‘The New Dangerous Class’라는 부제를 달았다. 프레카리
아트는 ‘위험한 새로운 계급’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다. 이들이 규모
가 커지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으니 새로운 것은 맞고, 불안정한 일자리
를 가지고 불안정하게 살고 있으니 위험한 것도 맞다. 그렇지만 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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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복수가 아닌 단수의) ‘하나의’ 계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본고 제2장).
프레카리아트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로 구성되
어 있다. 기간제 근로자가 일차적으로 떠오르지만, 그보다도 더욱 주목해
야 할 현상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일자리 유형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들은 이전에 임금노동자가 수
행하던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노동법적으로 임금노동자로 보호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은 자영자로 취급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구중간계급’인가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없다.164) 이들은 경계에 선 노동자이며, 노동계급의 지위에서 밀
려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프레카리아트는 일자리와 삶의 불안정성이라는 특징을 공유하는 사람
들이지만,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의 위치’라는 계급의 정의에 따라 나누
어 보면 하나의 집단이 아니다. 한편에는 고용이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여
전히 임금노동자인 사람들이 있다. 다른 한편에는 임금노동자의 지위에
서 밀려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내부구성을 다시 들여다보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프랜차이즈 점주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
이 다양하다. 임금근로자의 특성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는
가 하면, 자영자의 특성을 좀 더 많이 가진 집단도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프레카리아트 집단이 증가하는 현상은 사회보
험제도를 근간으로 발달해 온 복지국가에는 커다란 도전이다. 산업자본
주의 시대는 대규모 노동자집단이 존재하던 시대였고, 이들은 산업재해,
실업, 노령,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할 수 없어서
소득이 중단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사회적 위험’이라고
보면서 이에 대하여 연대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 사회보험
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으로서의 성격과 재분배적 기능을 결합하되 임의
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가입하고, 고용주에게 일정한
기여의 책임을 부과하며 국가가 그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방식으로 형성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확률이 비교적 낮을 뿐 아니라,
164) 구중간계급은 쁘띠부르주아라고도 하는 자영자계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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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확률이 누구에게나 비슷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프레카리아
트 집단이 대규모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러한 전제조건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여할 사람은 적어지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많다. 탈산
업사회, 서비스경제, 디지털자본주의 등 현대사회를 설명하는 키워드들은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함의를 던진다.
기존 사회보험제도는 다수의 불안정 노동자가 존재하는 현대사회의 소
득보장체계로는 부족함이 많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 그런데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레카리아트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는 사실을 인
식한다면,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은 두 가지 방향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하
나는 고용의 단기화에 대한 대응이며, 다른 하나는 임금노동자 지위로부
터 축출되는 노동자 집단을 위한 대응이다. 고용의 단기성의 문제에 대해
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노동자가 기존의 사회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루누리사업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고
나 프리랜서 같은 집단은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제도
적으로 설정된 사회보험의 보호범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들을 제
도 내로 포괄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제2절 세 가지 대응 방식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특고노동자(넓게는 독립노동자)에 대하여 노
동법적인 보호에 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체계를 통한 보호방식에 있어서도 한 가지로 통일된 방안이 제
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임금노동자의 소득단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설
계되어 있는 사회보험제도만으로는 프레카리아트의 확산에 대응할 수 없
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뭔가 새로운 대응 방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본소득 도입,
공공부조의 강화, 사회보험의 커버리지 확대가 그 세 가지이다.
첫째, 조금은 갑작스럽게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기본소득(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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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각해 보자. 일자리의 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있는 일자리도 조각조
각 파편화되고 임금일자리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 조응하는 소득보장
체계는 근로이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
이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한편에
서는 기본소득과 같이 근로이력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은 소득보장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이끌어낼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강
고하다. 기본소득의 이념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현실에서 제도로
실현되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선진국에
서 추진되고 있는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생각된다.
두 번째 방식은 공공부조의 강화이다. 생산가능연령대 인구에 대하여
공공부조 방식의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낯설
게 들릴 수 있으나, 이미 독일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고 필자는 판단한다. 문제는 공공부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사회보험제도
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이냐에 있다.
독일의 경우, 고용주와 임금노동자가 각각 월임금의 1.5%씩을 갹출하
는 실업보험제도(실업급여I)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실업
급여와 유사하다. 독일은 2000년대 중반 하르츠개혁을 통해 이전에 실업
급여 소진자를 대상으로 하던 공공부조와 그 외 일반적인 저소득층에 지
급하던 공공부조를 결합하여 실업급여II를 도입하였다.165) 실업급여II의
경우 저임금노동자에게도 지급되는 급여(in-work benefit)이기도 하다.
실업급여I은 대상 임금노동자가 줄어들기도 하거니와 자격요건 자체도
엄격히 관리하였기 때문에 적용대상과 수급자의 비중이 오히려 줄어든
데 비해서, 실업급여II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I을 수급하는 비율은 1999년에 40%였던 것이 2010년대 초에는
약25%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실업급여II의 수급자를 포함시키면
실업급여(I+II) 수급률은 약 90%까지 증가한다(JILPT, 2014).166) 독일은
165) 사회보험인 실업급여I은 소득대체의 원리가 적용되어 이전 급여의 60%(자녀 있
는 경우는 67%)가 적용된다. 부조 성격의 실업급여II는 자산조사를 거치고 가구
구성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데 독신자일 경우 385유로, 부부와 어린자녀 두 명이
있는 가족일 경우는 약 1,200유로 정도가 지급된다(2013년 기준).
166) 독일의 BA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OECD 통계에는 수급률이 100%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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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이 갖는 배제성의 문제를 관대한 실업부조를 통해 보완하고 있
는 것이다.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는다. 첫째, 이 방식은 전형적인 이중화(dualization)의 경로이다. 부조수급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업보험의 적용대상 자체도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리스크가 큰 집단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사회보험의 제도개편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둘째, 실업보험은 실업부조로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회보험에서도 임금노동자 이외의 사람들이 배제되는 문제는 여전
히 남는다. 독일에서는 상병수당과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모두 임
금근로자로 한정되는 상황이다.
프레카리아트화의 시대에 임금노동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가 갖는 결
함을 해소하는 세 번째 방법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프레카
리아트를 사회보험의 커버리지 내로 포섭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방식
이 사회보험제도 앞에 닥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제도의 바
깥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라면, 이 방법은 사회보험제도 자체를 개혁
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방향은 두 가지 방법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나는 특정한 직종의 노동자들을 임금노동자로 간주하여 사
회보험의 보호범위 내로 포섭하도록 결단하는 방법이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산재보험에 9개
종류의 특고 직종을 포함시키도록 특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빠르게 증가
하는 특고, 프리랜서의 규모와 다양성을 생각할 때 이 방법으로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가지는 스웨덴을 비롯한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추구해 온 길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다.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을 자영자를 포함하는 전체
노동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자가 모두 사회보장분담금
을 납부하고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보장받는 방식의 사회보험이 가능하다.
이것은 모든 거래기록과 소득발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플랫폼 이코노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급여II가 저임금노동자에게도 지급되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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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대에는 오히려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실업보험을 임금노동자를 넘어서서 취업자 전체에 적용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지내 왔다. 따라서 실업보험의 커버
리지를 논할 때에는 임금근로자를 분모로 두고 이 중에 얼마나 실업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묻는다. 북유럽국가들에서 실업보험을 연구할 때
에는 전체 취업자 대비 몇 퍼센트가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묻는
다. 실업보험이 모든 취업자의 소득상실에 대응하는 소득보장제도로 기
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다.
임금노동자 대비 실업보험 커버리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수준이
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100%를 기록하는 나라에서부터 50%
미만인 나라까지 다양하다(그림 6-1 참조).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적용
대상으로 정의되어 있는 범주를 기준으로 보면 가입률이 76% 수준으로
[그림 6-1] 실업보험 커버리지 비교：임금근로자와 경제활동인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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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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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미국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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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그리스

아일랜드

핀란드

0.400

임금근로자

주 :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그 외 다른 나라는 2010년 기준.
자료 : Social Policy Indicator Database(SPIN). 우리나라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
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가지고 필자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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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와 있다. 이는 적용제외자인 공무원, 교원 등과 가사서비스 종사자,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을 분모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실업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64%이다. 취업자 대비 실
업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47%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통계수치는 제도가
자영자를 포괄하고 있는가와 취업자 중 자영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에 들어와서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체 취업자로 넓히겠다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167) 구체적
인 내용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목표는 정확하게 이 방향
을 가리키고 있다. 영국도 최근에 자영자에 대해서도 노후연금에 소득비
례성을 부가하여 임금노동자와의 차별성을 없앴고, Universal Credit 제
도도 자영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제안의 배경에는 모두 본 연구와 같은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임금
근로자 보호에 쉽게 편입되지 못하는 독립노동자(independent workers)
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영국 의회 Work and Pensions
Committee).168)
이후의 절에서는 위에 언급한 세 가지 대응방안 중에서 사회보험의 적
용대상을 넓히는 방식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은 이
러한 방향의 개혁에 참고할 수 있는 제도들을 소개한다.

제3절 주요국의 사례

1. 스웨덴
스웨덴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나 프레카리아트 증가의 현상을
167) http://www.gouvernement.fr/en/the-plan-for-self-employed-workers
168) 영국 의회 보고서 Work and Pensions Committee. 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플랫
폼 노동자의 증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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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럽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최근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체계의 개편논의가 활발한 국가는 아니다. 이
웃나라 핀란드가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스웨덴은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도 대체로 반대기류가 형성
되어 있다(최연혁, 2017). 이 보고서에서 스웨덴의 사회보험체계를 다루
는 이유는 이 국가의 개혁방향을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벤치마킹하는 모델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회보험이 보편
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노동의 탈경계화에 대한 대응의 시급성이
비교적 적다. 이 절에서는 스웨덴의 사례를 기초로 사회보험을 보편주의
적으로 설계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스웨덴의 사회보험은 노후연금, 실업보험, 그리고 그 외 사회보험으로
나누어 운영되는 체계이다. 사회보험청이 운영하는 부분이 ‘그 외 사회보
험’이다(이하 사회보험). 지출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회보험 재정의 1/2
이 환자와 장애인을 위한 급여로 나가고, 1/3은 부모보험을 통해서 아동
과 가족을 위해 지출된다. 나머지 부분은 산재보험과 기초실업보험 등으
로 지출된다. 소득비례급여로 지급되는 실업보험은 겐트시스템으로 다른
사회보험과는 따로 구분하여 달리 취급된다. 본장에서도 실업보험과 그
외 스웨덴에서 사회보험이라고 통칭하는 것을 구분하여 소개한다.
스웨덴의 사회보험은 기여와 급여수급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사회보험과는 다르다. 먼저 기여의 측면을 살펴보자.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사회보험 기여액이 정해진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사회보험과 같다. 다만, 근로자 개인은 연금과 관련된 보험료 이외에 다
른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전액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점은 누가 납부하든 결국 소
득비례로 사회보험료를 낸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차이는 아니다. 사회보험료의 요율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나
게 높다는 점도 커다란 차이점이기는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아니다.169)
169) 고용주가 전체 임금비용의 31.4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험 기여분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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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회보험의 하위 영역들, 즉 질병보험, 부모
보험, 노동시장보험 등의 영역들 간에 재정적인 칸막이가 뚜렷한 것이 아
니라는 점이다.170) 특히, 어느 보험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사회보험 관련 비용으
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소득의 10.15% 요율로 납부한다. 아래 표와 같이
용도를 특정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기도 하지만,
이 경계는 운용과정에서 손쉽게 넘나들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스웨덴의 사회보험은 조세와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사회보험
료 징수를 맡고 있는 국세청의 보고서에서도 사회보험기여금을 60%는
조세의 성격, 40%는 보험 프리미엄의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스웨덴 국세청).171) 나아가, 이런 방식으로 운용하고도 사회보험 펀드
에 적자가 발생하면 일반 조세가 투입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 연도 사
회보험 요율을 인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컨대, 어떤 제도를 도입할지, 예
<표 6-1> 사회보험 기여율(2015)
(단위 : %)
고용주

자영자

31.42

28.97

pension

10.21

10.21

survivor

1.17

1.17

2.6

2.6

전체

parental insurance
work injury

0.3

0.3

10.15

10.15

sickness

4.35

4.44

labor market

2.64

0.1

general payroll tax

자료 : Swedish Tax Agency, Social Insurance in Figures 2016.

고 자영자는 소득의 28.97%를 낸다. 임금근로자는 따로 기여하지 않고 고용주
가 내는 것으로 갈음하지만, 노후연금 부분만 추가로 더 낸다.
170) 사회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해서는 스웨덴 국세청의 영문보고서와 법률전문가인
Pia Blank Thornroos와의 인터뷰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171) 스웨덴의 조세 영어 요약 부분.
https://www.skatteverket.se/download/18.361dc8c15312eff6fd1f7cd/1467206001
885/taxes-in-sweden-skv104-utgava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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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얼마로 할지를 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야 하지만, 이를 실
현하기 위하여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걷어야 하는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회보험료와 조세 간의 경계가 엄격하지 않다.
다음은 급여(benefit) 측면에서 스웨덴 사회보험의 특징을 살펴보자. 일
정한 기여(contribution)에 근거하여 소득에 비례하는 급여를 지급한다는
원칙에 있어서는 스웨덴의 사회보험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다르지 않
다. 다만, 기여가 없거나,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비례급
여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적은 금액이나마 정액의 급여가 지급된다
는 점은 커다란 차이점이다. 예컨대 부모휴가급여의 경우, 기여를 한 사
람에게는 소득대체급여(income-related benefit)를 주고,172)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액급여를 지급한다. 기여를 한 사람에는 임금노동자와 자
영자가 모두 포함된다. 결국, 스웨덴 사회보험은 두 가지 의미에서 보편
주의를 실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영자를 포함하여 모든 기여자(취업자)
에게 소득비례급여의 수급권이 보장된다는 점. 둘째는 기여를 못한 경우
라도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얼마간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후자는
사회보험 기여를 조세와 뚜렷하게 구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일반사회보험과는 다른 원리로 운영된다.
소위 겐트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임금노동자뿐 아
니라 자영자도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방식이지만, 실업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세(사회보험료의 일부)
를 통한 사회보험기금의 지원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173) 1990년대 말
에는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중이 75% 수준이었으나, 최근
에는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면서 실업급여 수
급자 비율이 45%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겐트 방식의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보완책이 있다. 하나는 역시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수당이 정액 또는 65%
172) SGI(sickness benefit qualifying income) 기준에 따라 소득대체급여 제공.
173)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80～70%이며 상한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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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실업급여 소진자)로 지급된다. 실업보험급여와 활동수당 수
급자를 합치면 실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은 60%까지 증가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은 아니다. 나머지 하나는 기초보험으로서 금액은 하루 37유로
의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 보편급여이다. 실업급
여를 수급할 수 없는 모든 실업자에게 지급된다.
현재 수준에서 스웨덴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것
은 기본적으로 임의가입제도를 운영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가입자에게 유
리한 조건들이 축소된 데 기인하는 것이다. 원리적으로만 보자면, 가입자
격에 자영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디지털경제 시대에 부합
하는 포괄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자산
조사 없는 기초보험을 보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보편성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스웨덴은 노후연금, 부모보험 등 일반 사회보험이나 실업보험에서 기
여의무자와 수급자격자에 자영업자가 포함되며 급여의 소득대체율에 있
어서도 임금근로자와 자영자 간에 차이가 없다. 나아가 소득비례급여 수
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적은 액수의 정액급여라도 지급한다. 이
런 제도설계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나 독립노동자가 증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가 사회보험에서 보편주의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스웨덴 사회
보험의 다음과 같은 특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첫째, 사회보험 기여금은
국세청에서 징수한다. 이는 가입의사나 고용형태를 일절 묻지 않고 모든
소득 있는 곳에 사회보험료를 부과하고 갹출할 수 있는 일차적인 조건이
다. 둘째, 스웨덴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자영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모든 근로소득은 일차적으로 임금소득으로 전제된다고
한다. 개인사업자, 즉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해당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겠다고 신청을 하면 이러한 사실을 인
정해 줄 것인지 국세청이 판단한다.174) 셋째, 국세청이 보험료를 징수하
174) 세율과 사회보험료율 면에서는 자영자가 임금근로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임금근
로자를 자영업자로 돌리려는 시도가 필요 없을 듯하지만, 자영업자로 신고가 받
아들여질 경우 소득액을 신고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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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보험청이 급여를 지급하는 체계이며 소득 수준이 매년 일정하지
않은 자영자를 수급대상에 포함시키는 체계이므로, 급여액수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스웨덴 사회보험청이 사회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가장 최근의 기여액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과거 기여액이나 수
급액에 기초하여 신청한 금액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때 사회보험급여에
는 일정한 요율의 조세가 부과되는데, 이 경로를 통하여 개별 수급자가
얼마를 수급하는지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사후적으
로 정산과정이 진행되며 과다하게 수급한 경우가 발견되면 회수하는 방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내세운 사회보험개혁은 크게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데, 이 두 가지 개혁안은 모두 임금근로자를 넘어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
보험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175) 첫째, 전통적으
로 프랑스에서는 자영자는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인 일반체계(régime
général) 밖에서 따로 독립적인 기금과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자율체
제, régime autonome) 이를 일반사회보험체계 내로 통합시킨다는 것이
다. 건강보험, 연금, 그리고 징수조직이 각각 일반보험체계와 통합된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이고 2018년 1월부터 2년에 걸
쳐 추진된다.176)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자영업자 사회보험에 대한 두 번
째 개혁방향인데, 자영업자를 실업보험체계에서 전면적으로 포괄한다는
안이다.177) 이것은 마크롱의 대선공약에서 ‘보편적 실업보험제도’로 언급
자영업자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향은 있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 자영자(프
리랜서)로 인정받아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과 거래하고 싶어 하는 경향도 있다
고 한다.
175) 마크롱 정부의 대선공약에 나타난 사회보장제도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노대
명(2017) 참조.
176) 프랑스 자영자 사회보험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
https://www.rsi.fr/a-propos-du-rsi/qui-sommes-nous/nos-objectifs/transfor
mation-du-rsi.html
177) 프랑스 노동부 홈페이지 전면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 ‘The plan for self-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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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마크롱 정부의 실업보험 개혁안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예고하고 있
다.178) ①자영자를 실업보험 대상에 포함시킨다. ②자발적 이직자(quitter)
에게도 실업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단 5년에 1회로 제한. ③ 새로 포함되는
자영자뿐 아니라 그동안 임금의 2.4%를 실업보험료로 납부하던 임금근로
자의 실업보험료를 폐지한다. ④ 대신 일종의 사회보장조세인 일반사회기
여금(General Social Contribution)을 인상하여 소요 예산을 충당한다. ⑤
강력한 활성화조치를 결합한다.
현재 프랑스의 자영업자들은 연금, 질병수당, 출산 및 가족 수당 등에
서 모두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실업보험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
다. 임금노동자는 고용복귀지원수당이라고 불리는 실업보험(Allocation
d’eide au retaura l’emploi : ARE)에 가입되어 있는데, 소득대체율은 57～
75%이며 이를 위해 근로자는 임금의 2.4%, 고용주는 4.0%의 사회보험료
를 납부한다. 전체 실업자의 약 45%는 이 제도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
(JILPT, 2014).179) 이 이외에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실업부조제도가 있다.
연대수당이라고 불리며, 몇 가지 급여 종류가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은 실업급여 소진자 중에서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 장기실업자
를 지원하는 연대특별수당(Allocation de Solidarite Specifique : ASS)이
다. 이 제도로 실업자의 약 11%가 커버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조에 해당
하는 적극적 연대수당이 있는데(Allocation de Solidarite Active : RSA)
실업자의 16%는 이 수당을 받고 있다. 실업보험에 비해 나머지 두 수당
은 급여액이 현저히 낮으며 정액급여이다. 이 세 가지 실업자 지원 수당
을 합치면, 전체 실업자의 약 72%가 소득보장제도의 수혜범위에 들어온
다. 그러나 자영자는 공공부조 이외에 다른 급여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문
loyed workers’
http://www.gouvernement.fr/en/the-plan-for-self-employed-workers
178) 아직 제도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며, 공식적인 문서는 존
재하지 않았다. 이 글은 마크롱 대선 공약과 연구자들과의 인터뷰에 근거하여 작
성했다. Bruno Palier(Science Po.), Antoine Math, Pierre Concialdi, Jean-Marie
Pernot(이상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 IRES).
179) 이것은 2013년 기준. 인터뷰에 응한 학자들은 최근에 이 비율은 40% 정도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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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180)
한편, 프랑스는 1991년부터 만성적인 사회보험 적자 문제에 대응하여
일반사회기여금(Contribution Social Generale : CSG)이라는 조세를 도입
하였다. 일반사회기여금이 전체 사회보장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
년 현재 23%에 달할 정도로 커져 있는 상태이다(노대명, 2017). 일반사회
기여금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공적이전소득이나 재산소득에도 부과된다.
자영업자의 소득에도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의료보장, 노후보장, 가족정
책에 소요되는 지출에 투입되었다. 현재 7.5%인 이 세율을 인상하여 실업
급여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181)
보편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되, 그 재원을 조세로 하겠다는 계획은
프랑스의 실업보험제도를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보험제도 방향으로 변화
시켜나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노대명, 2017). 프랑스의 사회보험에는 이
미 조세 성격의 재원이 상당부분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를 확대하면서
보편주의적 성격을 강화해나간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고용불안정
이 크고 프랑스제도에서 independents라고 불리는 자영업자 집단의 규모
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기여액과 수혜액이 긴밀하게 연동되는 방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사회보험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개혁의지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관련 연구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나타난 내용들은
180) 단, 최근 마크롱 정부 출범 이후 프랑스에서는 실업률이 크게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181) <표> 일반 체제 내 사회보장 기여금과 조세의 종류 및 세율(프랑스)
사용자

근로자

전체

12.89%

0.75%

13.64%

상한 이하

8.55%

6.90%

15.45%

상한 이상

1.9%

0.4%

2.30%

건강보험
기
여
금

노령연금
가족수당

산재보험(평균)
조
세

3.45/5.25%

5.4%

2.43%

2.43%

일반사회기여금(CSG)

7.5%

7.5%

사회부채상환기여금(CRDS)

0.5%

0.5%

자료 : http://www.efl.fr/chiffres-taux/social/salaire/taux_cot.html(오상봉․이
승렬, 2017: 91 재인용) (2017년 1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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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보편적 사회보험제도로 나아가
려는 시도는 실현되기 어렵거나 예상치 못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가능
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먼저 마크롱은 사회지출 전반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고, 특히 실업보험 지출에서 100만
유로를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노대명, 2017; 기타 여러 인터뷰 증
언). 이러한 공약과 실업보험의 보편주의적 확대는 함께 가기 매우 어려
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5년에 1회씩은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당장 시행 첫해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지출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예상을 토대로, 학자들은 실
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대폭 낮추거나, 강한 활성화조치를 통해 실질적
인 수급자 수를 줄이는 방식, 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취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도성향의 마크롱 정부가 실업보험의 보편주의적 확대, 그리
고 임금노동자와 자영자의 실업보험체계 통합을 통해 보편주의적 사회보
험체계로의 길을 열어 갈 것인지 궁금증을 갖고 전체 유럽이 지켜보고 있
다. 구체적인 설계는 2018년 초에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제4절 소 결

디지털 기술발달에 힘입어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은 사회보험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프레카리아트화란 단순
히 고용의 불안정화가 아니라 자본의 대리자인 고용주가 숨어버려서 눈
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본질이다. 숨어 있는 고용주를 찾아내어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고용보호의 기본이겠으나, 사회적 보호의 관
점에서는 다른 접근이 가능하다. 고용주 없이도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
는 것이 사회적 보호이고, 어차피 사회보험의 원리란 개별 노동자와 자본
가가 아니라 계급으로서의 노동과 자본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노동자는 사회적 보호체
계 내에서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받아야 한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선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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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공공부조를 넓고 깊게 강화하는 방식과
사회보험을 자영자를 포함하여 모든 경제활동인구에게 적용하는 방식이
있다. 필자는 후자인 사회보험의 보편화가 바람직한 개혁방향이라고 주
장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는 것이 정해진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개별 일자
리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은 주변을 둘러보면 일자리의
우버화, 즉 배달일자리의 파편화가 눈에 들어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드
론과 자율주행자동차가 인간의 배달 일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들리기도 한다. 여기서 문제는 다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겠지만, 일자
리의 수요와 공급은 기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인간이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될지, 아니면 ‘바닥을 향한 질주(race to the
bottom)’를 하게 될지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제도,’ 그리고 이를 통한 노
동자들의 협상력 수준에 달려 있다. 사회보험의 대개혁은 단순히 사회안
전망 강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자본이 로봇과 디지털 네트워크로 무장
한다면, 노동자는 소득보장제도 강화를 통해서 협상력을 키워야만 인간
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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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요약과 결론

제1절 플랫폼 경제의 의미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하는 모습을 크게 변
화시켰다. 하나는 로봇기술이 공장으로 들어온 것이며(robotization), 다른
하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을 창출한 과정이다. 전자는 주로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계가 인간
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우려를 낳는 데 비해, 후
자는 전형적인 전일제 정규직 고용관계를 벗어나는 다양한 고용유형이
탄생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저하될 우려를 낳는다. 본 연구는 주로 후자에
집중하여 논의하였다.
크라우드 워커 또는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른 긱 노동자들이 처
한 위치를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 언급은 크라우드 워크를 매개하는 플랫
폼인 CrowdFlower의 CEO인 Lukas Biewald의 말이다.
“인터넷이 있기 전만 해도, 10분간은 당신을 위해 앉아서 일하다가 그다음
10분간은 다시 해고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란 정말로 힘들었을 것이다. 그
러나 인터넷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당신은 이제, 눈곱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도 필요 없을 때에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게 됐다.”

Gerald Friedman(2014)은 ‘긱 이코노미의 부상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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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혁명적’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기술변화에 기
대어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방식을 바꾸고 계약의 형식을 바꾸었을 뿐인
데, 이것이 가져올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는 것이다. 긱 노동자는 하는
일이나 기술수준이 전통적인 고용계약 방식의 노동자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더 열심히 일한다. 불확실성이 크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Friedman, 2014).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보
장비를 부담해야 하는 임금노동자의 수를 줄이면서도 높은 수준의 서비
스 결과물을 산출하게 되었으니 이제 긱 노동자의 증가는 강력한 대세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본 보고서 제3장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도래는 곧 근대적 자본주의의
종언을 알리는 소리 없는 혁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자본, 경영, 토
지(건물),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들 간의 관계는 ‘정보서비스-독립자영업자’
관계로 전환되었다. 지역별 창고시스템을 해체한 아마존류의 온라인 유
통망, 우버나 에어비엔비 같이 시민사회의 자산과 노동을 동원하는 플랫
폼, AMT처럼 개인의 시간을 분절화하고 재구성하는 크라우드 고용. 이
들 플랫폼을 이용한 세 가지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은 모두 기계설비와 건
물에 대한 대규모 자본투자뿐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거대 노동력의 관리
자체를 필요 없게 만들거나 최소규모로 축소시킨다. 근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에 의해 고용됨으로써 상품이 되는 경제시스템이라면,
플랫폼경제에서 노동자 개개인이 스스로의 노동을 직접 수요자에게 제공
하면서 근대 자본가가 해 오던 투자와 경영관리 과정을 스스로 떠맡게 되
었다.
플랫폼경제를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노동의 자영업화(selfemploymentization)가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곧 ‘노동의 주체화’ 과정인
것은 아니다. 새롭게 등장한 자영자들은 자본가들이 부담하던 거래비용
을 떠안고 수요부족의 리스크를 짊어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극도로 낮은
진입장벽을 지닌 시장에서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에서
자본은 거대한 자유경쟁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과 지대를 가져가면
서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거의 없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도화한 노동에 대한 보호책임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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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40년간 전 세계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은 심화되었고,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여기에는 노
동시장 변화를 상징하는 두 가지 흐름이 모두 녹아 있다. 하나는 고용의
단기화 경향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의 범주에서 추방당
하는 노동자의 증가 경향이다. 플랫폼 노동의 증가는 주로 후자의 흐름과
깊이 연관된다. 프레카리아트를 하나의 범주로 바라보지 않고,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을 분석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책대안을 고민하는 연구자로서
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제2절 플랫폼 노동 확산 현상

본 보고서에서는 플랫폼 노동을 독립노동자182) 및 프레카리아트라는
범주와의 관련성 속에 적절히 위치지움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프레카리아트는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노동자 집단이라는 의
미로 사용된다.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들이 사
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므로 사회정책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기 때문
이며 동시에 이들의 규모와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단일한 성격을 갖는 집단이 아니다. 프레카리아트를
구성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고용유지기간이 짧은 임금노동자이며, 다른
일부는 더 이상 임금노동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들이다. 이들
은 독립노동자(independent worker)이다.
독립노동자는 계급적으로는 자영업자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그러
나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수의 독립노동자들이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과거라면 임금노동자였을 이들이 독립노동자의 형식으로 분류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고민스러운 유형의 고용형태를 특수형태근
로종사자(특고)라고 부르기도 한다. 플랫폼 노동은 독립노동자의 형식을
182) 개인사업자,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어 왔다. 최근에는
긱(gig) 노동자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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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고 있다. 독립노동자는 플랫폼 노동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나, 플랫폼 노
동의 확산에 힘입어 더욱 증가하고 있다.

×

독립
노동자

특고

전통적 특고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택배, 퀵서비스,
띵동, Uber

크라우드 워크형

플랫폼

플랫폼 노동자

이용
자영

Amazon Mechanical Turk

판매

eBay

자산임대

Airbnb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은 미국과 EU-15개국에서 독립노동
자에 관한 대규모 서베이를 실시하였는데, 우리가 흔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독립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표 참조). 이들 나라에서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25～30%가 독립노동자로
밝혀졌다. 취업자 중에서가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이 비율이 독립
노동자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주 소득원이 따로
있고, 보충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독립노동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였다. 미국의 경우, 주된 일자리로 독립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13%이다.
아직은 플랫폼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노동시장의 구도를 변화시키는
수준으로 높지는 않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가 속해 있는 독립노동자 범
주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을 훨씬 상회
한다.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에서 독립노동자는 생산가능인구의 10～15%
이며, 보충소득을 독립노동 형태로 얻는 노동자까지 합치면 이 비율은
30%에 근접한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겠으나, 우리나라에서도
특고의 규모를 230만 명 이상으로 보는 시각이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다.
향후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독립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며, 독립노동자 중에
서 플랫폼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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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의 특징

플랫폼들은 흔히 업무 위임자와 플랫폼 노동자 사이에 중재자로서 기
능하면서 오직 인프라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마존 메케니컬 터
그(AMT)가 그러하며, Freelance.com 등 다른 플랫폼도 크게 다르지 않
다(Däubler and Klebe, 2016). 나아가 플랫폼은 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람들을 어소시에이트(associates), 파트너(partners), 제공자(providers)라
는 용어를 활용해 이들을 프리랜서나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로 규정하여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Huws
and Joyce, 2016). 이들은 때로 우산형 회사(umbrella company)나 에이전
시를 중간에 두고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자 간 거리를 두려 노력하기도 한다
(Huws and Joyce, 2016).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크게 낯설지는 않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논란도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다만, 이때 고용주가 플랫폼의 모습
을 띠고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업무지시나 평가, 징계 등이 이
루어지는 경우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고용관계를 주장할 근거가 더욱 약해
진다는 어려움이 있다. 사실상 플랫폼은 노동자의 노동행위를 강제한다.
그러나 이때의 강제는 ‘알고리즘의 무언(無言)의 강제(silent compulsion
of algorithms)’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가기는 더욱 힘들어진다(Krause,
2016; 김기선, 2016 재인용).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인 세 가지 이동
서비스업종(배달, 퀵서비스, 대리기사)을 관찰하여 그 특징을 다음과 같
이 정리하였다(제3장). 우리나라의 이동서비스 플랫폼 경제에는 미국과
달리 중간 거간업체가 한층 더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세 업종 모두 기존
에 이미 존재하던 이동노동 서비스에 플랫폼이 소개되면서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거간업체는 업종별로 다른 수준의 노동관리와 대소비자
관리, 주문업체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서비스 건당 플랫폼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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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는 비율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은 플랫폼업체의 착취에
부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이 노조나 유사협의체를 만들어 자신들
의 이해를 방어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제4절 플랫폼 경제 시대의 대응양식

디지털 플랫폼은 시장과 노동과정(work arrangements), 그리고 궁극적
으로 가치창출 방식을 재조직할 것이고 일의 성격과 경제구조도 바꿀 것
이지만, 이것이 가져올 변화의 모습은 미리 예단할 수 없으며, 결국 사회
적, 정치적, 비즈니스적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Kenney and Zysman, 2016).
지금 플랫폼 기업이 누리는 권력은 격변기에 일시적으로 적절한 규제가
가해지지 못해서 발생한 공간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플랫폼은 중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할 뿐이라
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고용
보호의 관점과 사회보장 관점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고
용보호 측면에서 검토해 보자.
첫 번째 방법은 플랫폼이 고용주이며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자들은 ‘종속관계’에 있는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종속관계
가 인정되면 이들은 임금노동자로 간주되어 기존의 모든 노동법과 사회
보장의 보호를 받게 된다. 눈에 띄는 소송사건들이 이미 꽤 있었다. 미국
에서 페덱스(FedEx)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
으며(Däubler and Klebe, 2016), 중도에 합의가 되어 판례로 정립되지는
못하였으나 우버(Uber)와 리프트(Lyft)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플랫폼 회
사의 근로자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이다혜, 2017). 프랑스에서는 사
회보험료 징수국이 우버, 그리고 우버와 유사한 플랫폼에 대하여 운전기
사를 임금근로자로 간주하라는 소송이 있었는데, 이때 근거는 ① 우버는
운송요금을 정하고 수정할 권한을 갖는다, ② 우버는 기사에게 보수를 지
급한다, ③ 우버는 기사가 서비스 제공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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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기사에게 일정 한도 이상의 근무를 요구하며 기사가 서비스를 거
부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⑤ 고객 평가 점수에 따라 플랫폼 접속
권을 제한한다 등이었다(Dirringer, 2016).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
오지 않았으나, 우버와 유사한 프랑스 플랫폼에 대한 소송은 징수국이 승
소하였다.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은 사례별로 다르다. 우리나
라에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고, 운용구조가 거의 같은 플랫폼에 속한 배
달노동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이 두 건 있었는데, 상반된 판단이 내려
졌다(이다혜, 2017). 건건이 법적으로 다투어 볼 필요성은 있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관계도 상당히 많아서 다른 보완적인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으로서 기존의 법률에 기준을 두고 보면 독립적이
지만 경제적으로는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일정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준종속근로자’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
다. 하청네트워크의 한쪽 끝에는 초국적 기업이 존재하고, 다른 쪽 끝에
는 개인사업주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개인사업주들에게 종속근로자보
다는 얕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프랑스에서는 ‘엘-코므
리법’에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도입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Dirringer, 2016).
- 플랫폼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경우에 보험료는 플랫폼
이 부담한다.
- 해당 플랫폼에서 일정 한도 이상의 매출액을 실현하는 근로자에게
플랫폼의 비용 부담으로 직업훈련을 보장해야 한다.
-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업적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동에 대해서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
며, 플랫폼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등 그 행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일
절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
-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대
표를 통하여 집단적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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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제3의 지대를 만드는 시도는 여전히
경계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고
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가 주는 함의는 역설적으로 이 기
업이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주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줄 뿐이라는 것
이다.
고용보호의 관점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일일이 따져주는
것이 의미 있고도 필요한 과정이다. 여기서 노동자를 두 개의 범주로 나
눌 것인가 세 개의 범주로 나눌 것인가는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보호
제도의 관점에서는 이 논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1. 노동법 관점에서 플랫폼노동자 보호방안
본 보고서의 제4장에서는 노동법의 관점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방
안을 분석하였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므로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가 나타나면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해당 당사자가 근로자
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누리는 권리는 그 사람
의 사용자가 지게 되는 책임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근로자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노동
보호법제의 영역(개별법)과 노조법의 영역(집단법)에서 각각 논의되어 왔
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전자의 영역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찾기’의 원
리를 다루었다.
출발점은 명시적인 근로계약서의 존재여부나 계약의 명칭, 근로자를
부르는 호칭 같은 것들이 근로자-사용자 찾기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이 아
니라는 점이다. 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와 그 관계를 보호의 대
상으로 한다고 명시하는데, 이는 현실에서 다양한 양태와 해석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판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한다. 어떤 계약이 근로계약인가 아닌가, 그 계약의 주체가 근로자인가
아닌가, 그 계약을 둘러싼 관계가 노동관계인가 아닌가는 계약의 실질로
부터 규명되어야 하는데, 특히 ‘종속성’이 있어야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
다(보고서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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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다지 명확한 과정이 아니다. 특히 플랫
폼 노동의 경우는 사용자의 대면 지휘명령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
문에 이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된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달은 사용자가 같은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고도 노동과정을
장악하고 근로자를 지휘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자율적
임금근로자가 나타났고, 다른 한편에서는 종속적 자영업자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겉으로 나타나는 양태만 보자면, 누군가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
는 것처럼 보이는 자는 존재하는데, 그 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사용자는
존재하지 않는 고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근로자를 누가 지휘명령하느냐의 관계로부터 사
용자를 정의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지배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책임을 져
야 한다는 원리를 세우는 것이다. 사업을 지배하는 자는 그 지배의 방식
이 직접적이냐, 유보적이냐, 간접적이냐를 불문하고 일정하게 담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종속적 자영업자가 대거 등장하는 혼돈스러운 상황에 대응하는 노동법
적 노력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근로자와 유사한
자들을 노동보호법의 보호범위 내로 끌어오려는 시도이다. 근로자의 지
표를 인적 종속성이 아닌 경제적 종속성으로 판단하여 경제적 종속근로
자를 노동보호법제로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근로자와 자영자 사이에 있
는 중간영역을 인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셋
째, 노동법의 경계를 허물고 노동법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반적인 보
호법제로 만들어나가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시도는 일견 상호 대립․경쟁관계에 놓이는 해
결방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에게 무엇을 보호해 주려는 것이냐
를 구분하면서 접근한다면 경우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의 시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예컨대,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즉 고용
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첫 번째 시도가 아니고는 성취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두 번째 방법, 즉 중간영역을 인정하여 따로 법을 만드는 방법이 보다 현
실적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고용보호와 분리된 일부 권리를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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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반론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산재․고용보험의 적용을 통해
사회적 보호를 넓혀가려는 목적에는 세 번째 방법이 보다 적합할 것을 보
인다.
노동법이 현실 고용관계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하지만, 이런 변화에 보완적으로 독립자영업자를 둘러싼 불공
정계약을 규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상 의무들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 자영업자(bogus self-employment)’의 발생
을 막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자영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이다. 호주의 독립자영업자법은 자영업자의 계약 체결과 이행에서 불공
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구제할 수 있게 함
으로써 자영자를 보호하는 사례이다.

2. 사회보장 측면에서 플랫폼노동자 보호방안
플랫폼 노동자와 그 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 사회보험제도로 보
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임금근로자의 고용이 단기화되는 현상 때문에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소득보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루
누리사업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가입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가
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용형태가 자영자와 유사한 모습을
띠는 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라면,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소득보장
체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는 국
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기여하는 방식
이 임금근로자와는 전혀 다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극히 일부는 산
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
험료 기여방식도 다른 임금근로자에 비해서 크게 불리한 구조이다. 실업
급여와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제도적으로
특고와 자영자를 포괄하고 있지 않다.
본 보고서 제6장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논
의의 배경과 관련된 논쟁들을 소개하였다. 디지털 기반의 긱 경제에서는
노동이 주문형 노동력(workforce on demand), 액체 노동(liquid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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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등으로 활용된다. 많은 연구들이 비정형
근로형태의 노동자, 프리랜서, 독립계약자 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Katz and Kruger, 2016; Manyika et al., 2016; Sundararajan, 2017;
Intuit, 2015 등). 기본소득은 임금노동 이외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한다는 가치를 추구할 뿐 아니
라, 구직자들의 협상력을 높여서 일터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갖는
다. 한편,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핀단드가
시행 중인 실험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지만, 무직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실업급여에 비해 더 많이 근로인센티브를 줄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다. 이 부분은 기본소득과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논쟁인 재정적 실현
가능성과 동전의 양면을 형성한다. 기본소득을 얼마로 책정하고 대상을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사회보장제도 확대강화와 견
주어 어느 쪽에 더 먼저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에 따라 이 두 가지 논쟁은
달리 전개될 것이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복지학자뿐 아니라 일부 글로벌기업 CEO까
지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기술발달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는 소득과 부의 불평
등을 극도로 심화시킬 것이므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
든 노동자는 사회적 보호체계 내에서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받아야 한다.
본 보고서 제7장에서는 당면한 현실세계의 문제와 지금보다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본소득론자들과 공유
하면서도 조금 다른 대안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사회보험 중심의 소득보
장체계를 유지하되 재원마련에서 조세의 기여를 부가하면서 급여수급 대
상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방향이다. 이런 방법은 이미 북유럽 국
가들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가 사회보험 개혁
의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고용주가 누구인지 분명한 노동자는 사회보험료를 노동자와 고용주가
반분해서 내고, 그렇지 않은 취업자는 스스로 전액을 부담하거나(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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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다른 원리로 보험료를 책정하거나(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
는(고용보험, 산재보험)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근로소
득이 있는 사람은 사회보험료를 내고 이를 근거로 소득이 단절되었을 때
(실업, 출산, 노령 등), 기존 소득에 비례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
을 갖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용주는 피용자의 임금뿐 아니라 다
른 몇 가지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보험세(가칭) 방식으로 기여하
는 방안을 고안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면, 사회보험료에는 로봇을 많이 이용한 기업에 추가적인 기여
를 요청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도 같은 논리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벌
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여를 요구할 수 있다.
사회보험개혁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커버리지를 대폭 확대
한다면, 디지털 기술발달로 크게 위축된 노동계급의 자본에 대한 협상력
이 향상될 것이며 ‘바닥을 향한 질주(race to the bottom)’를 제어할 수 있
을 것이다.

제5절 소 결

디지털 플랫폼 기술이 임금노동자를 독립노동자의 지위로 밀어내는 강
력한 힘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관찰되는 인간의 행위양식이 구조로 굳어
지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가 적절한 대응을 한다는 것
이 전제된다. 플랫폼 이코노미는 돈이 되는 새로운 공간을 열었는데, 아
직 기존의 규제체계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군
가 다른 이의 노동력이든 자산이든 이용하면서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 대
해서는 규제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는 것이 정해진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개별 일자
리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은 주변을 둘러보면 일자리의
우버화, 즉 배달일자리의 파편화가 눈에 들어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드
론과 자율주행자동차가 인간의 배달 일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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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기도 한다. 여기서 문제는 다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겠지만, 일자
리의 수요와 공급은 기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인간이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될지, 아니면 ‘바닥을 향한 질주(race to the
bottom)’를 하게 될지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제도,’ 그리고 이를 통한 노
동자들의 협상력 수준에 달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대표성을 확보한
사회적 대화는 중요하다. 4차산업혁명과 사회보장체계를 동시에 대화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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