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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기술발전과 사회정책의 과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기술은 우리 생활을 변화시킨다. 기술발전이 산업과 생산양식에 돌이키기 어려운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는 경우, 이는 산업혁명이라 불린다. 증기기관이 인간과 동물의 노고를 대신하
는 1차 산업혁명,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수공업에서 대량생산 양식으로의 전환,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에 이어서 이제 인공지능과 정보가 결합하는 초지능, 초연결 사
회라는 새로운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혁명’이란 이전의 관습이나 제
도, 방식 따위가 단번에 깨지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급격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몇 차례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전의 생산방식은 변화하고 그 속에서 생산인구의 지위도 달라졌으며,
이를 지탱할 수 있는 사회제도도 나타나게 되었다.
초기 자본주의 시대 노동자들은 영주나 마을의 보호에서 벗어나, 도시 공장의 열악한 환경에
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산업재해, 질병, 노년의 은퇴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없었다. 이러
한 상황은 결국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혁명,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이제 문명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동노동이 금지되고, 일하는 시간
이 제한되고, 여성 노동자에 대한 모성보호제도가 도입되는 등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법제화하
고, 사업주의 절대적인 권력에 맞설 수 있도록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
장해주고 있으며, 산재, 질병, 노령은퇴,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 등 사회보험제도를 제정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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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공장에서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사회적 장치이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정보가 결합하면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과거처럼 한 장소에 모여서 일하는 방식이 아니고, 사업주-노동자의 관계가 아니
라 네트워크-노동자의 관계인 경우가 많다. 노동자는 일해서 먹고산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지
만, 근로시간, 일하는 방식 등을 이론적으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
다. 종사상 지위 또한 기존의 임금노동자에서 프리랜서, 크라우드 소싱 취업자, 온라인 상점
취업자, 창업자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종사상 지위를
갖거나, 둘 이상의 네트워크와 거래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그간
의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새로 나타나는 일자리와 종사자들은 기존에 사업주-노동자
의 틀 속에서 확립된 사회적 보호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일하는 방식에 자율성이 증가했다 할지라도 한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의 양이 감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공한 소수를 제외하면 사회적 보호 없이 더 많은 시
간을 일해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 속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기
제는 아직까지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이 발전한 전 세계를 아우
르는 사회정책적 고민이기는 하지만, 특히 동북아에서 이러한 고민의 깊이가 더 깊다. 시민권
에 기반을 둔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마련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사회보장의 고민이 상대적으
로 적지만, 기업복지의 역할이 상당하고 임금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통하여 사회보험에 접근하
는 경향이 있는 동북아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장과 노동법적 보호 둘 다를 고민해
야 하는 처지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국경을 넘어서 일하는 클라우드 노동자들을 위한 국제
적 표준의 확립 또한 절실하다.
이번 호에 제시된 중국과 일본의 플랫폼 노동에 대한 글은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의 상태와
사회정책적 고민을 담은 것이다.1) 각 글에서는 플랫폼 및 디지털 경제의 발전이 성장의 원동

1) 이번 호 기획특집 원고 ①, ②, ③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플랫폼 노동에 대하여 논의한 제16차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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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되고 있고, 종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들이 사업주에게 노동법
적 보호와 사회보장의 책임을 지우는 기존 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글
에서 논의하고 있는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지위
와 관련하여 플랫폼의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지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네트워크(플랫
폼)을 사업주로 간주할 수 있는가? 파견 사업주나 도급 사업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직업
소개소로 보고 사회보험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등의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노동법
의 적용범위를 임금근로자에서 취업자로 확대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
장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이다.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기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정부와 노동조합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플랫폼의 발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규율을 강화해야 하고, 노동
조합이 플랫폼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 모든 방법은 현재의 제
도를 그대로 두고, 이 틀에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잘 넣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만일 플랫폼 경제의 발달이 소위 ‘혁명’에 해당한다면 우리의 논의는 조금 달라져야 할지도
모른다. 사회정책과 관련해서 정부나 국제기구가 최상위 개념 설계자의 역할을 하고,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지켜지기 위하여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한 제도와 새로 도입되어야 할
제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 소득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념의 사회보장세 및 기본
소득 도입, 노동헌법 제정 등 최근 나타나는 일련의 논의 들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모
색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북아노동포럼(2018년 11월 2일, 중국 청도)에서 발표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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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① 중국과 일본의 새로운 고용형태와 노동자 보호

Special Feature

중국의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연구
멍쉬둬(孟續鐸)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취업창업연구실 부연구원)

중국 경제성장 동력이 혁신과 창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1)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의 성장을 이끌면서 다양한 신산업, 신업태, 신모델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혁신과 창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다양한 창업조직과 영세기업의 탄
생으로 대규모 유연고용과 새로운 취업형태가 발전하면서 막대한 성장 잠재력과 활력을 보
여주고 있다.

■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에 대한 개념과 형식 및 특징
2014년 4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촉발되었
으며, 이는 전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는 선언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에 불어온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으로 중국은 전대미문의 기회와 도전을 맞이했다.

* 이 글은 2018년 11월 2일 한국노동연구원,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및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
구원의 공동주최로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제16차 동북아 노동포럼에서 발표된 저자의 발표문이다.
1) 역자 주 : 인터넷과 전통 업종과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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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탄생 배경
중국 경제는 2012년부터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2) 단계에 들어서면서 중국 경
제성장은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구조 개선에
따라 요소 및 투자 지향형 경제성장에서 혁신 지향형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국내외적으로 성장의 흐름이 바뀌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혁신주도형 성장’ 전략을 제시하자
이를 계기로 경제구조 전환 및 개선과 질적 및 효율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었고
‘신경제모델’과 ‘신성장이론’이 대두되었다.
중국은 인터넷 시장에 진입한 지 20여 년 만에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경제
사회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고 활용되면서 인
터넷과 다양한 업종 간의 융합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나아가 신기
술, 신산업, 신업태, 뉴 패러다임의 활발한 성장과 함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었다.

4차 산업혁명,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3) 크라우드 사업(四衆),4) 인터넷+와
공유경제에 기반을 둔 중국 취업시장과 업무환경에도 새로운 경제모델의 영향으로 끊임없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취업 경로가 다양해지고 시간제와 임시직이나 계절적, 탄력적 업무 등
업무방식 또한 날로 유연해지고 있다. 또한 ‘플랫폼 취업’, ‘온라인 취업’, ‘창업형 취업’ 등 유
연하고 다양한 취업형태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신창타이’는 고용능력이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유연한 고용형태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양상이 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에 대한 의미와 개념
중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개념은 주로 ‘유연한 고용’과 ‘신취업형태’로 표현된다.
유연취업(flexible employment)5)은 중국에서 ‘비정규 취업(informal employment)’ 대신 정
2) 역자 주 : 중국 정부의 신경제기조로, 과거 고속성장 패러다임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바뀐 상태.
3) 역자 주 : ‘모두가 창업하고 혁신하자’의 약칭.
4) 역자 주 : 衆創(크라우드 창업), 衆包(크라우드 소싱), 衆扶(크라우드 지원), 衆籌(크라우드 펀딩)의 약칭.
5) Flexible Employment 외에도, 국제적으로 ‘유연취업’과 비슷한 개념의 어휘가 많다(예: informal
employment, irregular employment, irregular work, part-time wor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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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및 사회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어 사용되는 개념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유연
취업과 비정규 취업은 혼용되어 사용되며 가리키는 대상도 일치한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연취업을 노동시간, 임금, 업무장소, 보험, 복지, 노동관계 중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측면
에서 기존의 산업화 및 현대 공장 제도를 기반으로 형성된 주류 취업형태와는 구별되는 다양
한 취업형태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유연’한 업무가 점점 다양해지고, 인터넷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
라 새로운 업태와 모델의 조직적인 인력 활용이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취업, 플랫폼 취업, 시
간제 취업이 보편화되면서 정식부서 소속 여부로 비정규직을 분류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
상 신취업형태를 포괄할 수 없게 되었다. 2015년 ILO는 ‘세계 고용 및 사회전망 보고서’에서
“비정형 취업(nonstandard employment)”의 개념을 발표했는데, 표준적 취업관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무배치 방식을 비정형 취업으로 본다. 표준적 취업에 속하는 업무배치는 무기한
이며 전일제이자 일종의 종속적인 양자 간 취업관계를 갖는다. 비정형 취업에는 임시직, 다자
계약, 모호한 취업관계, 시간제 등의 형태가 포함된다. 여기서 우리는 비정형 취업이 유연한 업
무배치 방식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유연고용의 발전 흐름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정부가 신취업형태 개념을 사용함에 따라 점차 사회와 학계에서도 이 개
념을 수용하고 있다. 2015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차 5개년 규획 제정에 관한 중국 공산
당 중앙위원회 건의(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에서는
“유연취업과 신취업형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주체적 취업을 촉진한다”고 분명
히 밝혔는데, 이때 중국에서 처음으로 신취업형태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아직까지 중국에서
신취업형태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지만, 이 글에서는 신취업형태를 안정적인 정
규직 및 표준노동관계와 구별되는 유연하고 플랫폼화된 취업형태로서 인터넷 등 현대 정보
기술에 기반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안정적인 정규직이란 전일제로서 장기간 안정적일 것
으로 예상되는 취업형태를 가리키며, 표준노동관계란 현행 노동법이 인정하는 노동관계에 부
합하면서 노동자가 고용주에 종속성을 갖는 양자 간 취업관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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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분류
신취업형태는 종종 유연고용과 뒤섞여 있는데다가 유연고용의 형태가 다양하여 신취업형
태를 정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렵다. 특히 흔히 나타나는 일부 신취업형태는 정규고용과 유연
고용의 경계에 놓여 있다. 이 글에서는 신취업형태의 개념에 근거하여 두 가지 분류 기준을
제안한다. 첫째 기준은 공식적이거나 표준적인 노동계약의 여부 또는 조직에 대한 노동자의
종속관계이고, 둘째 기준은 노동자가 취업한 조직의 형태인데, 이 두 기준을 결합하여 신취업
형태를 분류하고자 한다.

<표 1> 취업형태의 분류
단일종속관계

계약 없음, 비종속

다수 계약, 다중 종속

표준노동관계

노동관계가 아닌 인력활용관계

다중 노동관계 또는 인력활용관계

표준형 조직

정규직

임시직
(유연인력활용, 노무인력활용)

시간제 취업
겸직·겸업

플랫폼형 조직

정규직
(자체 직원)

플랫폼형 취업(디디滴滴, 짜이항在行)
창업형 취업(타오바오 淘寶, 촹커創客)

다수 플랫폼 취업

자영형 취업(자영업자)
자기고용형 취업(프리랜서 디자이너)
가정형 취업(가사도우미)

‘슬래시’ 취업

가정이나 개인

<표 1>과 같이 각각 세 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분된 두 가지 분류기준을 결합하여 신취업형
태를 총 아홉 가지로 분류하면 모든 취업형태를 포괄할 수 있다. 첫째는 정규직으로, 일반 기
업체와 플랫폼형 기업의 표준노동관계에 따른 고용이 모두 정규직에 속한다. 둘째는 임시직
으로, 표준형 조직에도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양측 사이에 종속관계가 없는 유연고용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인력활용관계는 종종 합법적인 노동관계 혹은 고용관계로 정의되지만, 표
준노동관계에는 속하지 않는다. 셋째는 플랫폼형 취업과 창업형 취업으로, 주로 플랫폼 조직
에 기반을 둔 취업이다. 그러나 이 취업형태에서 노동자는 플랫폼과 노동관계를 맺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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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의 직원도 아니다. 예를 들어, 디디(滴滴)6)의 운전자, 짜이항(在行)7)의 컨설턴트,
타오바오(淘寶)8) 점주 등이 이에 속한다 있다. 넷째는 가족이나 개인 차원의 자영형, 자기고
용형, 가족형 취업으로, 노동자가 조직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경영과 노동행위를 통해 고
용을 실현한다. 다섯째는 시간제 취업으로, 하나 또는 다수의 일반 사업체와 시간제 노동계약
을 체결하여 유연취업을 달성한다. 여섯째는 다양한 형태의 탄력적인 겸직·겸업(兼职兼業)으
로,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제 근로, 한 사람이 여러 플랫폼을 겸하는 취업(디디 운전자로 일하
는 동시에 타오바오 온라인상점 운영) 및 ‘슬래시 청년9)’과 같이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직업
을 갖는 형태가 포함된다. 이상의 총 아홉 가지 취업형태 가운데 정규직은 두 형태에 불과하
다. 정규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연고용에 속하며, 플랫폼 취업과 창업형 취업 등은 전
형적인 신취업형태에 속한다.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특징
취업형식의 다양화
신취업형태는 직무내용, 직위, 업무형태와 고용방식에 따라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업
무 난이도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유연고용이 주로 업무 난이
도가 낮거나 단순노동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의 신취업형태는 업무 난이도와
상관 없이 모든 영역을 망라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프리랜서
와 다양한 창업혁신 플랫폼을 통한 크라우드소싱 취업, 온라인상점 취업·창업 등이 이에 속
한다.

6) 역자 주 :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차량 공유서비스.
7) 역자 주 : 중국 최초의 O2O 지식 거래 플랫폼.
8) 역자 주 :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마켓.
9) 슬래시 청년(斜杠青年)의 어원은 뉴욕타임즈 칼럼리스트 마르시 앨보허(Marci Alboher)의 저서 “One
Person, Multiple Career”에서 나온 영어단어 slash로, 단일직종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직업과 신분
을 가진 다원화된 삶을 선택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기자 겸 배우 겸 사진작가와 같
이 여러 직업을 가진 이들을 ‘슬래시 청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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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의 겸직·겸업
정규직 노동자의 겸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
가 자유시간을 활용하여 겸직하고 있다. 회사원이 퇴근 후 디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한
예인데, 이는 개인의 업무와 직업의 경계를 점점 더 모호하게 만든다.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
하는 사람이 타오바오 온라인 점포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면, 그의 직업은 교사이며 타오바오
온라인점포 경영은 유연고용의 한 형태인 겸업에 해당한다.

전일근무가 가능한 임시직
인터넷 플랫폼의 등장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도 하루 8시간 근무가 가능해지
면서, 개인의 업무와 고용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경의 웨이궁왕(微工網)은 노
동력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O2O 플랫폼으로, 웨이궁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규직과 유
사한 ‘전일제 취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메이퇀(美團)10) 플랫폼을 통해 아침식사
배달서비스를 하고, 오후에는 바이두와이마이(百度外賣)11) 플랫폼을 통해 음식과 차를 배달
하고, 저녁에는 슈퍼마켓 판촉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루 8시간에서 길게는 10시
간까지도 일하게 되는데,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시대의 신취업형태로, 개인은 특정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도 전일근무가 가능하다.

조직방식의 플랫폼화
공유경제가 발전하고 점점 더 많은 플랫폼 조직이 나타나면서 노동자가 플랫폼을 통해 유
연취업을 달성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플랫폼 조직은 고정자산 투자를 적게 운영하
는 경자산(輕資産)의 특징을 갖지만, 첨단 플랫폼 정보 시스템을 통한 관리로 수요와 공급의
즉시성을 실현하여 거래비용을 없앤다.

10) 역자 주 : 중국의 외식 배달앱.
11) 역자 주 : 중국 바이두 산하 테이크아웃 서비스.

14_

2019년 3월호 <<

플랫폼 인력활용의 규모화
플랫폼 조직의 유연인력활용 규모는 종종 전통적 기업의 고용규모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 예를 들어 디디(滴滴)는 북경에 본사 하나만을 두고 있지만 전국에 2,000만 명이 넘는
운전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폭스콘 사는 그 방대한 자산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120
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인력활용 관리에서의 고용주 부재 추세
공유경제의 본질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쓸모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조
직의 부상으로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법적인 노동관계나 고용관계가 사라지게 되었고 플
랫폼에 대한 노동자의 종속성이 약해졌다. 인력관리 측면에서 고용주와 조직이 불필요해지면
서 고용주와 노동자는 동업자나 협력자 또는 이익공동체 관계에 더 가까워졌다. 이와 같이 새
로운 생계유지 방식이 등장함으로써 노동자는 고용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노동력과 지
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공급의 자율성
새로운 경제모델에서 유연업무 노동자는 높은 자율성과 자주권을 갖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노동자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유연업무 노동자는
‘플랫폼+개인’ 모델을 통해 마치 스스로가 USB메모리인 것처럼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며 실시간 취업을 실현하고 있다.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동시에 여러 직업을 갖는 슬래시
청년이 점점 증가하면서, 노동과 일은 일종의 삶의 체험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발전 현황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한 중국 인터넷 환경에 힘입어 수많은 플랫폼 기반 기업이
등장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 온라인 차량 공유서비스를 제공하
는 디디추싱(滴滴出行), 지식과 기술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인 주바제(猪八戒) 등 인터넷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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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취업과 창업형태가 나타났다.
새로운 형태의 취업과 창업 가운데, 특히 공유경제를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플랫폼 경
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취업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중
국 도시지역의 주요한 신규취업 경로가 되었다. 중국 공유경제 시장거래액은 2015년 1억

8,100만 위안에서 2016년 3억 4,520만 위안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2015년의 2.7배인 4
억 9,205만 위안까지 증가했다.
공유경제활동 참여자 수도 2015년 5억 명에서 2016년 6억 명, 2017년 7억 명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평균 1억 명씩 증가하고 있다.
중국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직원 수는 2015년 약 500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약

5.5%를 차지했고, 2016년에는 전년대비 85만 명이 증가한 약 585만 명이었으며, 2017년에
는 약 131만 명이 증가하여 716만 명을 기록하여 2017년 도시 신규취업자 수의 9.7%를 차
지했다. 이는 도시 신규취업자 100명 중 약 10명이 공유경제 기업의 신규채용인력이라는 것
을 보여준다.
중국 공유경제 참여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2015년 약 5,000만 명에서 2016년에는 6,000
만 명으로 증가하고 2017년에 7,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해마다 평균 1,000만 명씩 증가하
고 있다.12)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을 통한 직접고용 증가 외에도 공유경제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취업시장의 매칭 능력을 더욱 끌어올렸으며, 플랫폼 경제는 많은 수의 유연고용 일자
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공유경제가 사회조직과 분업을 재구조화함에 따라 점점 더 많
은 분야에서 ‘회사+직원’ 구조가 ‘플랫폼+개인’ 구조로 대체되고 있다. 2016~2018년《 중국
공유경제 발전보고서(中国分享经济发展报告)》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은 직원 한 명을 고용함
으로써 아홉 개의 업무 기회(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에 100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일례
로,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전체 직원 수는 불과 3만여 명이고 이 가운데 톈마오(天貓, Tmall),

12) 이상의 데이터 출처 : 국가정보센터(国家信息中心) 정보화연구부(信息化研究部) 및 중국인터넷협회
(中国互联网协会) 공유경제업무위원(分享经济工作委员) 발표, 2016~2018년《 중국 공유경제 발전 보
고서(中国分享经济发展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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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 공유경제 발전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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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淘寶), 쥐화솬(聚劃算)13) 등 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에서 겨우 8,000명을 고용
했지만, 2017년 알리바바 소매유통 채널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 규모는 3,681만 명이나 된
다.14) 디디추싱 플랫폼은 2016년 6월~2017년 6월의 1년 동안 2,107만 8천 개의 일자리(전
용 차량, 공유 차량, 카풀 차량 소유자 및 대리운전자 포함)를 창출했다.15) 주바제를 이용하여

1,300만 명의 개인과 전문 조직이 플랫폼을 통해 창업했고, 100만 명이 넘는 수가 온라인 취
업에 성공했으며 15만 개가 넘는 회사가 설립되었다.16)
향후 몇 년간은 공유경제와 플랫폼 기반 취업이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며 그 구
조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공유경제는 효과적인 취업과 포용적 성장을 힘있게 이끌 것
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생산능력 과잉업종 종사자의 재취업과 빈곤지역 취업문제에서의 역할
13) 역자 주 : 소셜커머스 업체.
14) 중국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中国人民大学劳动人事学院) 프로젝트 팀:《 알리바바 CtoC 전자상거래
플랫폼 취업 흡수 및 주도 능력 연구(阿里巴巴零售电商平台就业吸纳与带动能力研究)》

15) 디디정책연구원(滴滴政策研究院):《 신경제, 신취업 - 2017년 디디추싱 플랫폼 취업 연구보고서(新经
济、新就业: 2017年滴滴出行平台就业研究报告)》
16) 주바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zbj.com/abou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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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드러질 것이다. 2035년 즈음이면 중국 디지털 경제의 전체 취업자 수가 4억 1,500만 명
으로 증가하여17) 디지털 경제가 인적자원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취업분야로 성장할 것이며,
향후 20년 동안의 취업형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발전의 문제점과 도전과제
새로운 노동인력 활용형태와 취업형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풍부해지는 과정에 있으며 이
에 따라 중국이 직면하게 될 문제점과 도전과제를 발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책서비스 체제 및 기제 건전화
최상위 설계[頂層設計, Top Level Design)18)와 법적 보장 미흡
현재 중국은 국가적으로 신취업형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으로 성장을 지원하면서《 취업
촉진법(就業促進法)》과《 노동합동법(劳动合同法)》에 유연고용과 관련된 조항을 계속 추가하
고 있는데, 이는 유연고용이 이미 중국 정책시스템과 법 조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신호이다.
그러나 유연고용과 신취업형태는 복잡한 형식과 모호한 경계로 인해 명확한 법적 정의와 정
책목표 설정이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차원의 최상위 설계가 부재한 채 당면문제 해결
과 점진적인 정책개선에 그치고 있으며 신취업형태에 대한 법적 보장도 미흡하다. 게다가 새
로운 업태 인력의 노동관계와 민사관계가 상대적으로 모호하여 노동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7) 보스턴 컨설팅《 디지털 경제하의 취업과 인재 연구보고서(상) - 2035년 4억 디지털 경제 일자리의 미
래(数字经济下的就业与人才研究报告(上篇)——迈向2035：4亿数字经济就业的未来)》.
18) 건축 전문용어로서 현재 중국의 새로운 정치용어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요소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서 최상위 층위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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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통계 및 데이터
첫째, 현재 유연고용과 신취업형태에 대한 정의가 비교적 느슨한 편으로 다양한 취업형태
에 대한 구속력 있는 통일된 기준이 부재하다. 또한 통계와 지표체계도 미비하며 지역별로 신
취업형태에 대한 통일된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신취업형태는 다양하고 분포 상
황이 복잡하며 인력 유동성도 큰데다 업종이 탄력적이고 다양하여 통계의 측정이 어렵다. 현
재 신취업형태의 특징을 가진 집단이 정부의 취업등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셋
째, 현재 취업통계 업무는 다소 수동적인 상황이며 신취업형태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스스로
등록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통계업무 인력이 신취업형태의 구체적인 형태를 확정하기도 어
려운 편인데, 단순히 풀뿌리 조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일부
취업자들이 종종 미등록 취업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법과 등록제도
가 결여되어 있다.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미흡
첫째, 유연고용 정책지원채널이 협소하여 유연고용 맞춤형 정책이 부족하다. 현재 유연고
용 지원정책은 사회보장보조금이 유일하며 직업지도와 기능훈련 등 취업지도 정책이 부족하
다. 둘째, 신취업형태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미비하여 자신에게 맞는 업무를 찾으려는 신
취업형태 구직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취업서비
스의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시장지향적 메커니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신취업형태 종사자에 대한 훈련정책이 부족하다. 기존의 훈련지원정책 대상은 대개 실
업자이기 때문에 이미 유연고용 일자리를 얻은 노동자들은 훈련지원 정책을 누리기 어려워
기존의 훈련지원 정책은 그들의 일자리 안정화와 정규직 전환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넷
째, 창업형 취업정책 지원이 부족하다. 유연고용과 신취업형태에서의 창업은 자금마련(대출),
세수우대정책, 사업장 임대 등에 있어 담보조건 제약이 많고 절차가 복잡한 탓에 불리한 정책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다섯째, 전통적인 취업정책 모델은 유연화된 신취업형태에 적절하지
않다. 플랫폼형 취업, 자기고용형 취업, 겸직·겸업 등의 신취업형태는 더 이상 불가피한 취업
형태이자 전통적인 취업보장모델에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유연고용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도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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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에 대한 사회보장정책과 정책처리 서비스 개선 필요
낙후된 공공서비스
첫째, 취업서비스가 신취업형태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유연고용
노동자가 직접 공공취업 서비스 창구로 찾아와 등록하고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조직화 수준이 낮고 유동적이며 자기고용형태인 신취업형태의 특징에 발맞추지 못한다. 둘
째, 유연고용 인력이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역에 따라 증빙자료 제공이나 일정
수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상 유연취업과 신취업형태 인력이 정
부서비스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다. 셋째, 현행 취업관리 서비스 방식
은 ‘인터넷+취업’ 모델에 적합하지 않다. 정보시스템이 변화하는 취업기술, 취업모델, 취업형
태 및 취업수단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고 인터넷과 빅데이터 운용 능력이 부족하여 취업
서비스 방식에 혁신이 결여되어 있다. 신취업형태와 관련한 사회보장서비스 역시 기술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유연업무 인력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신취업형태 인력에 대한 사회보험 보장 미흡
사회보장서비스는 부분적으로 전통적인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어서 유연취업과 신취업형
태의 특징에 맞지 않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사회보장서비스 방식에 있어 유연고용
인력은 개인 자격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밖에 없으며 보험 가입이나 직장 이동 시에 그
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보험가입의 동기를 저하시킨다. 둘째, 유연고용 인력은 지
역 간 이동성이 큰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기존 사회보험의 직장이전 처리방식은 번거로운 처
리 과정으로 인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면, 신취업형태 인력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도시노동자보
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도농주민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으므로 제도상으로는 신취업형태 인
력이 보장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보험 보장시스템 자체
가 미흡하여 노동자들의 보험가입률이 높지 않다. 유연고용과 신취업형태 구직자들은 취업과
정에서 더 많은 위험요소를 경험하며 그에 대한 대항능력도 부족하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도
농주민보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을 ‘취업연계형’ 노동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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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합리적이지만, 현재 많은 수의 유연고용과 신취업형태 인
력 특성에 걸맞은 사회보장보험이 부재한 실정이다.

유연고용 사회보장정책 이원화로 인한 제도적 장애물
첫째, 일부 지역의 경우 현지 호적을 가진 유연고용 인력만이 사회보장보험에 가입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외지 호적 인력의 유연고용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일부 도시에서는
타 지역의 농촌 호적을 가진 인력의 유연고용 사회보장보험 가입 조건에 제한을 두고 현지
도시 호적을 가진 유연고용 인력만을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어, 유연고용 농민공(農
民工)19)은 도시사회보험 시스템에서 소외받고 있다. 셋째, 많은 지역에서 유연고용 사회보험

보조금 신청 대상자를 현지 호적의 취업곤란자와 미취업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어, 현지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유연고용 인력은 사회보장 보조금 지원 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신취업형태 인력의 보험가입 동기 저하의 원인
중국의 보험료 납부시스템은 일자리 불안정성과 소득변동이 큰 신취업형태의 특징에 발맞
추지 못하여 ‘유연성’이 부족하다. 특히 높은 보험료율은 유연고용 인력의 보험가입에 장애물
로 작용한다. 첫째, 국가가 정한 유연고용 인력의 보험료율은 직장 부담금이 없어 도시노동자
보다 개인 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유연고용과 신취업형태 인력의 보험가입 스트레스가 가중
된다. 둘째, 각 지역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해마다 상승함에 따라 보험납부 총액도 증가하여
일부 유연고용 인력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보험 납부 기준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셋째, 소득수준이 낮은 일부 유연고용과 신취업형태 인력은 최저 보험료율
을 선택하고 있으며 유연고용 인력의 보험료 납부 유예나 중단 현상이 심각하다. 또한 여러
개의 시간제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는 사회보장제도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유연취업
노동자로서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고 여러 직장이 각자 자신의 몫을 납부하여 합산
할 수도 없어, 사회보장권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19) 역자 주 : 원래 농촌 호적을 가진 농민이 도시에 와서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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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연고용과 신취업형태 인력은 사회제도를 통한 사회적 위험 해소의 울타리 밖에
놓여 있어,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을 국가 사회보장시스템 설계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요
하다.

전통적 노동관계에 도전하는 신취업형태의 인력활용관계
신취업형태에 대한 기존 노동관계 조정시스템의 미흡한 대처
첫째, 겸직업무에 대한 현행 노동법 규정이 미비하다. 노동시장은 이미 겸직·겸업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겸직업무에 대한 법규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 노동합동법》은 노동자가 하
나 이상의 고용업체와 이중 또는 다중 전일제 노동관계를 맺도록 규정하거나 권장하지 않
으며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고용업체와 노동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시에
《 노동합동법》은 노동자가 둘 이상의 고용업체와 이중 또는 다중 전일제 노동관계를 맺는 것
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도 않는다.20)
둘째, 표준적 노동기준이 창업형 취업에 대하여 압력을 가한다. ‘대중창업·만중창신’ 주도 아
래 수많은 스타트업과 영세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는데 이들은 ‘영세하다’는 특징과 함
께 대부분 창업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고 표준적인 노동시스템을 갖추기
는 어렵다. 게다가 현행 노동법은 모든 기업을 일괄적으로 표준노동관계에 편입시켜 관리하고
있어, 이 또한 창업형 취업과 영세기업 취업 등 유연고용 성장에 불리하다.

법률제도 부재 딜레마에 직면한 비정형 노동관계 거버넌스
첫째, 신기술, 신산업, 신업태, 신모델로 탄생한 신취업형태는 전통 노동관계와 충돌하는 부
분이 있는데, 근로시간, 업무형식, 임금지불, 관리규칙 등에서 전통기업과 종종 차이가 있다.
표준화된 노동관계는 현재 나타나는 취업형태를 완전하게 정의할 수 없으며 새로운 경제상
20)《 노동합동법》제39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노동자가 여러 고용업체와 동시에 노동관계를 맺는 것
이 본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고용업체의 요구에 따라 고치지 않는 경우,
고용업체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단지 이전의 고용업체에게 노동계약을 언제든 해
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을 뿐, 노동자가 다른 고용업체와 맺은 노동관계의 합법성을 부정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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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속에서 유연고용의 노동관계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나 현행 법과 규제는 이에 대해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없다.
둘째, 비정형 노동관계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유연인력활용 역시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유연인력활용을 노동관계 혹은 노무관계로 볼지, 다중 노동관계 혹은
노동관계와 노무관계의 결합으로 볼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셋째, 현재 비정형 노동관계에서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 보호가 미흡하다. 근로시간, 업무
장소, 근로조건 등이 관련 노동법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정형 노동관계 거버넌스는 법
률제도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으며, 노동자 권익보장에 한계를 보인다.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추세에 맞지 않는 현행 노동감독과 쟁의조정 및 중재
첫째, 일부 유연인력활용에 대한 노동감독과 법 집행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일부 유연인
력 활용업체는 법적인 노동관계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감독부서가 법 집행을 할 수 없
다. 또한 유연고용인력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고용방식과 유동적인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플랫폼형 유연고용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에도 어려움이 크다.
둘째, 유연인력활용에 대한 분쟁은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로 처리할 수 없다. 현행 노동법
규에 따르면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부서는 법률이 정한 시간제 인력활용 사건만을 수리할
수 있는데, 명확한 인력활용업체가 없는 분쟁은 중재처리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중재를
수리하지 않는다. ‘인터넷+취업’의 보급과 확장이 진행되면서 플랫폼 조직과 노동자 사이의
쟁의도 점차 늘어나겠지만, 이러한 쟁의의 성격 규정과 처리는 여전히 실무 차원의 난제로 남
아 있다.
셋째, 노동감독과 조정 및 중재는 증거 입증과 처리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많은
플랫폼형 취업이 인터넷 통신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데 이는 입증 문제로 이어진다. 인터넷
관리는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공된 증거 또한 상세한 내용이
부족하여 안건 처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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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발전의 정책 경험과 미래
중국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취업과 창업의 발전에 대해 줄곧 ‘혁신 장려, 신중 포용’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를 ‘방수양어(放水養魚)’21)라고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중국은 유연취업과 신취
업형태 및 혁신적 창업을 꾸준히 장려하고 지원했다. 이를 위해 취업 촉진, 사회보장보험 관
리, 노동관계 규제 등 많은 정책 방안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취업과 창업의 발전을 힘
있게 이끌어 왔다.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
다양한 유연취업방식과 새로운 창업형 취업의 발전 지원
일찍이 중국 정부는 2001년에 발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요강(國
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个五年計劃綱要)》에서 취업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연고용 발전을 제

시했다. 또한 2007년에 공포된《 취업촉진법》은 유연고용을 법률로 명시했는데, 시간제 취업
등 유연고용에 부합하는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도입하여 유연고용
노동자를 지원해야 함을 밝혔다. 그 후 2016년 초에 발표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
개년 규획요강(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个五年規劃綱要)》에서는 유연고용과 신취업형태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더욱 분명하게 밝혔다. 2017년 4월 국무원은《 현재 및 향후
취업과 창업 업무 추진에 관한 의견(關于做好当前和今后一段時期就業創業工作的意見)》(國發
〔 2017〕28号)을 발표하여 ‘신취업형태 발전 지원’을 주력 분야로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방향
으로 ‘신흥산업 발전 지원’과 ‘신취업형태의 특징에 적합한 고용과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포
함시켰다. 또한 중국 정부는 창업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방적인 창업서비스 플
랫폼을 구축하여 창업형 취업의 새로운 발전을 실현하고 있다. 동시에 대중창업 만중창신의
지원 플랫폼 발전을 지속적으로 격려하여 집단지성창업, 간편창업과 유연고용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다. 연구개발 아이디어 크라우드소싱, 제조운영 크라우드소싱, 지식콘텐츠 크라우드

21) 역자 주 : 물을 풀어 고기를 키운다는 말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재를 쓴다는 뜻.

24_

2019년 3월호 <<

소싱, 생활서비스 크라우드소싱 등 다양한 인터넷 기반 유연업무가 탄생했으며, 이들은 온라
인상점, 웨이뎬(微店),22) 웨이상(微商)23) 등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함께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취업이 나타나고 있다.

유연고용 인력의 사회보장시스템 편입
현재 신취업형태 인력에 대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조를 보면, 여전히 유연고용 인력을 도시
노동자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신취업형태 인력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중
국 정부는 일찍이 유연고용 인력의 도시노동자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을 도입했으며 연금과 의료보험 이전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취업곤란
자, 미취업 대학생 등 유연취업 인력에 사회보험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사회
보험 대상에 편입시키고 있다.

다양한 법률형태로 일부 비정형 취업관계 관리
신취업형태는 비교적 다양하다. 특정 업무를 기한에 맞추어 수행하는 경우와 시간제 인력활
용과 같이 현행 노동법의 조정 범주에 속하는 경우도 있고, 고용관계, 노무관계, 도급관계와 같
이 민법과 합동법(合同法)24)이 조정하는 유연인력활용 관계도 있다. 2008년에 시행된《 노동
합동법》은 유연한 취업관계 형태를 노동법 조정 범위에 편입시켰다. 임무완성형 노동계약을
노동관계의 일종으로 간주함으로써 표준노동관계의 함의를 넓힌 것이 그 예시이며 ‘시간제 인
력활용’에 대해서도 법률 차원에서 전일제 인력활용과 구분되는 특별 규정을 두었다.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발전의 미래
첫째, 중국은 새로운 형태의 취업과 창업 발전 추세에 대해 실용, 포용, 신중의 입장을 보이
며 당면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는 문제가 분명하
22) 역자 주 : 중국 최대 SNS 플랫폼인 위챗 기반 소규모 상점.
23) 역자 주 : 위챗 친구관계를 활용한 C2C.
24) 역자 주 :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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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파악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상위 설계를 개선 및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책대안
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아직 발전 과정에 있는 신형태와 신모델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싹이 죽지 않도록 당분간은 성장을 허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형태의 취업·
창업을 최상위 설계에서 ‘취업 우선’ 전략의 필수요소로 삼아야 하며,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
업 발전에 대한 정책지원 시스템은 ‘체계적인 정책조정’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새로운 형
태의 취업·창업 발전은 노동시장의 각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취업, 사회보험, 노동관계 등
전 시스템적인 정책 조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략적이고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을 촉진하는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강화해야 한다. 각
종 직업소개 서비스, 훈련 보조금과 사회보장 보조금 대상자 범위에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
업 인력을 포함해야 하고, 각종 취업형태에 대한 정책지원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새로운 형태
의 취업·창업 발전 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빈곤인구의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곤인
구 플랫폼형 취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일자리 특별 기금에서 보조
금이나 특별 자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을 적극 연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재정우대정책과
취업지원정책을 도입하고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제, 단계적 계약, 개인 도급, 서비스 아웃소싱 등 다양한 경로로 유연인력을 활
용하는 기업에 인력활용가이드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유연인력활용이 뛰어난 기업에는
플랫폼 기업 취업지원 정책을 참고하여 일정 수준의 보조금이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새로
운 형태의 취업·창업 인력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정책을 구축 및 개선하고 직업훈련 보조금의
지급 수준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업능력 평생훈련 시스템 개혁 요구에 발맞추어 다
양한 훈련 자원을 통합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훈
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인력에 대한 사회보험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고 사회보장 정
책과 서비스의 정확성을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노동자의 업무 특징과 실
제 소득수준에 따라,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부담 가능하고 납부가 편리하며 적절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러 층위의
납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전, 산정, 휴대가 모두 가능한 사회보장권익 기록 시스템을 구축해
야 하며 창조적이고 유연한 납부방식으로 ‘인터넷+사회보장’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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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인력에 대한 산재보장방식과 실업보험제도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유
연고용 사회보장 보조금 정책을 개선하고 호적으로 조건을 제한하는 보조금 정책을 점진적
으로 폐지할 뿐만 아니라 거주기간, 신용등급 등 더욱 유연한 보조금 신청수령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인력이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
축해야 한다. ‘인터넷+공공서비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 및 개선하고, 온라인 서비스 플
랫폼과 휴대폰 단말기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인력이 휴대폰을 통해 직업
정보 검색, 취업서비스 조사, 사회보장 보험금 납부, 보조금 신청, 직업 지도, 직업훈련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 콘텐츠를 즈푸바오(支付寶, 알리페이), 위챗
등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새로운 형태의 취업·창업 인력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공서비
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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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② 중국과 일본의 새로운 고용형태와 노동자 보호

한국노동연구원

Special Feature

중국 노동관계에 대한
플랫폼 경제의 영향
왕웬전(王文珍)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치연구실 주임, 연구원)
리웬징(李文靜)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부연구원)
투웨이(涂伟)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보조연구원)

인터넷 기술의 전면적인 보급과 급속한 성장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플랫폼 경
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공유경제, 크라우드창업, 크라우드소싱 등 새로운 업태가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모델과 비교하면, 신(新)경제를 대표하는 플랫폼 경제는 기존의
생산방식과 소비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경제는 기업경영 혁신, 정부규제
혁신 및 사회 거버넌스 혁신 분야에서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는데, 특히 인력자원과 사회보
장 분야에서 고용, 노동관계, 사회보장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플랫
폼 경제 발전의 영향 중 중국의 노동관계와 그 조정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플랫폼 경제의 정의와 특징 및 발전
플랫폼 경제의 정의
현재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는 플랫폼의 유형이 증가하는 한편 플랫폼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정형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 따라서
* 이 글은 2018년 11월 2일 한국노동연구원,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및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
기구의 공동주최로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제16차 동북아 노동포럼에서 발표된 저자의 발표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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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나 현장에서 합의된 권위 있는 정의가 형성되지 못했
다. 기존문헌은 플랫폼 경제에 대해 현재 관찰되는 일부 명시적 특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례로, 상해시 상무위원회(商務委員會)가 발표한《 상해의 플랫폼 경제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關于上海加快推動平台經濟發展的指導意見)》은 플랫폼 경제란 다양
한 수요를 핵심으로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현대정보기술에 기반을 두며, 산업사슬
과 가치사슬을 종합적으로 융합하여 시장의 자원배치를 제고한 새로운 경제형태라고 정의했
다. 또한 강소성 인민정부가 마련한《 인터넷 플랫폼 경제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關于
加快互聯網平台經濟發展的指導意見)》은 플랫폼 경제를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형태로 정의했다.
비록 현재 플랫폼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일반론적이고 모호하지만 두 가지는 확
실하다. 첫째, 플랫폼 경제는 일종의 새로운 경제형태이며 정보기술 발달로 촉진된 생산과 경
영모델 혁신의 결과물이다. 둘째, 플랫폼 경제에서는 인터넷 등 현대 정보기술이 생산요소의
조합, 조직 시스템 구축 및 생산과 경영 프로세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형 기업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플랫폼형 기업은 인터넷 플랫폼을 구
축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특정하여 지칭한다. 반면 플랫폼 경제는 플랫폼형 기업뿐 아니라 경
영활동을 위해 인터넷 플랫폼에 의존하는 어플리케이션 지향적인 많은 기업과 개인을 포함
한다. 실제로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인터넷 플랫폼을 경영하는 동시에 플랫폼을 활용한 생산
및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러한 기업을 인터넷 생태형 기업이라고 부르
며 알리바바(阿里巴巴)와 텐센트(騰訊)가 이에 속한다.

플랫폼 경제의 특징
플랫폼 경제는 ‘인터넷 플랫폼 경제’의 약칭으로, 인터넷 플랫폼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
은 플랫폼 경제의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개방성을 지닌다. 인터넷 플랫폼은 태생적으로 네
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1)이 있어, 플랫폼 규모가 클수록 사용자 수가 많아지고

1) 역자 주 :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상품의 사용가치가 더욱 높아질 때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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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용자 간의 이득이 커진다. 점차 플랫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플
랫폼 참여 문턱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제3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이 여러 인터넷
플랫폼의 공통점이자 발전 추세이다. 둘째, 플랫폼끼리의 공존이 가능하다. 인터넷 매체의 영
향으로 다양한 기능과 층위의 플랫폼들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서로의 공통점을 이용
한 상호협력을 통해 공영을 실현한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모바일결제
플랫폼, 물류 및 택배 플랫폼 등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플랫폼끼리의 융합이 있다. 셋째, 산
업 간 통합성을 갖는다. 인터넷 플랫폼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과거의 산업사슬 협력을 가
치사슬 협력으로 바꾸고 있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자원을 모아 통합시키는 동시에 정
보, 디자인, 제조, 금융, 물류 등 서로 다른 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합한다. 넷째, 시장
유연성을 갖는다. 플랫폼 경제하의 첨단 인터넷 기술과 방대한 데이터는 경제주체의 시장 접
근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한다. 생산기업은 시장수요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여 생산
및 경영 활동을 목표에 맞추어 계획할 수 있으며 심지어 시장수요에 따라 고객별 맞춤형 상
품을 생산하거나 역동적인 가격조정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다. 교통 체계에서 러시아워 가격
이 그 예이다.

플랫폼 경제 발전
플랫폼 경제는 인터넷 기술의 진보와 보급에 따라 출현하여 발전하고 있다. 경제에 대한 인
터넷 기술의 영향은 대략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광고 정보 단계로, 포털 사
이트를 통해 제품을 광고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표현방식이다. 두 번째 단계는 온라인 판매
단계이다. 소위 O2O 모델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일부 상인들은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
축해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한다. 세 번째 단계는 플랫폼 경제 단계로, 기업은
개방적인 플랫폼을 구축해 스스로 운영하는 동시에 생산 및 경영활동을 위해 인력을 채용한
다. 이 가운데 앞의 두 단계에서는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이 더 많은 역할을 한다면, 세 번째
단계는 인터넷의 힘이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시키는 기능을 보여준다.

워크 외부성 또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매경시사용어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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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플랫폼 경제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인터넷
등 현대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각종 유휴자원(유휴 생산재료, 자금, 노동력, 기능 등)을 통합하
고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경제현상을 가리킨다.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시
작한 공유경제는 생산서비스와 제조업 분야로 급속한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
제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적으로 새단장하고 있는데, 다음의 네 가지 모델로 나눌 수 있다. 첫
째, 공급과 수요주체가 모두 개인인 플랫폼 거래(C2C, P2P), 둘째, 공급주체는 개인이고 수
요주체는 기업인 플랫폼 거래(C2B), 셋째, 공급주체와 수요주체가 모두 기업인 플랫폼 거래
(B2B), 마지막으로는 공급주체는 기업이고 수요주체는 개인인 플랫폼 거래(B2C)가 이에 속
한다.
비록 아직까지 공유경제에 대해 다양한 국가와 집단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전
반적으로는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 비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글
로벌 시장에서 공유경제의 시장거래규모가 8,100억 달러2)에 달했고, EU 역내의 공유경제 수
입액은 280억 유로를 기록했다.3)

중국 플랫폼 경제의 발전
인터넷 혁명은 중국 경제사회의 전환과 성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 플랫폼 경제
는 정부의 강한 지지와 많은 기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눈부시게 발전한 결과 전 세
계 플랫폼 경제의 선두에 서 있다.《 2016년 중국 공유경제 발전보고서(中國分享經濟發展報
告2016)》4)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조 위안까지 성장했

으며 공유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구는 약 5,000만 명에 달했다. 또한 공유경제 활동에 참
여하는 인구수가 5억 명을 넘어서는 동시에 금융, 생활서비스, 교통, 생산력, 지식과 기술, 주
택단기임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2)《 공유경제(分享经济)》马化腾 등 지음, XXII페이지. 中信出版社, 2016년 6월 제1판.
3)《 EU 공유경제의 봄? – EU 공유경제 가이드 발표(欧盟分享经济的春天？——欧盟发布分享经济指南)》
腾迅研究院网站 2016년 6월 13일.
4) 국가정보센터 정보화연구부 중국인터넷협회 공유경제공작위원회(国家信息中心信息化研究部和中国互
联网协会分享经济工作委员会), 2016년 2월 발표,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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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경제성장 양상이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5) 단계로 접어들면서 플랫폼
경제 발전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몇 년간, 특히 2015년 이후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플랫폼 경제 성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일련의 정책 문건과 촉진 조치를 내놓았고, 이에 대한 뒷받침으로 중국은 7억 1천만 명
의 누리꾼과 6억 5,600만 명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6)라는 기본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 특히 공유경제가 중국에서 빠른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플랫폼 경제 성장이 선도적이라 함은, 중국과 서구 선진국이 모두 플랫폼 경제가 동반
하는 각종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참고할 만한 다른 나라의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을 뜻한
다. 바꾸어 말하면, 플랫폼 경제로 촉발된 기존 규칙의 조정은 전 세계적으로 시작단계에 있
으며 중국이 활약할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 플랫폼 경제 발전이 노동관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용업체7)의 영세화
플랫폼 경제 발전의 기본 틀과 추세는 플랫폼+소기업 또는 개인화이다. 즉 인터넷 플랫폼
형 기업의 규모는 점점 커지는 반면, 플랫폼 경영 주체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알리바바의
다타오바오(大淘寶)8)의 경우, 2015년 플랫폼 경영주체의 수가 이미 1,100만을 넘어섰지만,
타오바오(淘寶) 매장 하나당 평균 고용인원은 불과 1.6명이며 티몰(天猫) 매장 하나당 평균

5) 역자 주 : 중국 정부의 신경제기조로, 과거 고속성장 패러다임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바뀐 상태.
6) 데이터 출처 : 중국 인터넷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에서 발표한 제38차《 중국 인터넷 발전현황
통계 보고서(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로, 데이터 기준 일자는 2016년 6월.
7) 편집자 주 : 중국에서는 ‘고용단위(用人单位)’라고 쓰는데, 중국 노동계약법 제2조 1항은 기업, 개체경
제조직(자영업체) 및 민간비기업단위 등의 경제조직을 고용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용어를 모두 ‘고용업체’로 번역하였다.
8) 역자 주 : 2008년 8월, 알리바바는 스스로를 전자상거래 개방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하면서 ‘다타오바오
생태시스템 구축’이라는 전략적 방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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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도 6.9명에 불과하다.9)
영세기업은 작은 기업 규모, 적은 직원 수, 잦은 직원 이직, 짧은 기업 존속기간 및 낮은 인력
관리 수준으로 인해 오랫동안 노동보장에 대한 위반행위의 발생 빈도가 잦았으며 조화로운 노
동관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플랫폼 경제 성장과 영세기업의 급증에 따라, 영세기업의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촉진하는 방안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업체의 비정규화
플랫폼 경제의 성장은 개인, 가족, 동업자 등 비법인 주체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전
례 없는 조건과 기회를 제공했으며 전통적인 산업과 상업 행정 시스템에도 새로운 도전 과제
를 던져주었다.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이 온라인 상품 거래에 종사하고자 할 경
우 사업자 등록 없이도 자신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직접 신분 정보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이로 인해 관리감독 체제 밖의 비정규 경제주체가 대거 출현하게 되면서 노동합동(勞動合
同)10) 제도 시행과 특히 근로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감독 및 조사 활동의 어려움이 점차 부각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통한 새로운 경제동력 육성 가속화에 관한 국
무원 의견(國務院關于大力發展电子商務加快培育經濟新動力的意見)》(國發[2015]24号)은 “사
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전자상거래 기업)에도 노동합동법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노동자
와 민사 합의서를 체결하여 양측의 권리와 책임 및 의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
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새로운 현상에 기존 법규를 적용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실제
로 누가 감독하고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 더 고민하고 조율할 부분이 남아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사업장에 대한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자 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
등록제도 개혁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사업장을 온라인상에 둔 사업자 등
록의 경우, 해당 사업장 인력의 노동권익 감독과 보호에 제약이 발생한다.
9) 데이터 출처 : 아리연구원(阿里研究院) 대표의 인사부(人社部) 노동관계사(劳动关系司)와 노동과학연
구소(劳动科学研究所)에서 개최한 신경제좌담회(新经济座谈会)에서의 발언.

10) 역자 주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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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고용 증가
플랫폼 경제 성장은 겸직노동, 시간제 고용 등 유연고용 활용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2015
년 국가통계국의 북경, 광주, 선전, 항주, 우한, 청두 6개 도시의 우버 플랫폼을 통한 취업 현
황에 대한 샘플 조사에 따르면, 우버 플랫폼의 시간제 운전자 비율은 80.7%에 달하는 반면,
전일제 운전자는 19.3%에 불과하다.11)(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일부 공유경제 종사자
는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빌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단일 플랫폼의 통계자료를 보면
일부 종사자들의 업무현황은 겸직 혹은 시간제이지만, 노동자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플랫폼
을 겸하는 것은 전문직 및 전일제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온라인 차량 공유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장려정책 조정에 따라 일부 시간제 운전자가 점차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최근에는 전일
제 운전자 비율이 다소 상승했다) 중국 인민대학교 프로젝트 팀에서 실시한 9개 도시의 우버
운전자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는 매주 평균 299.6㎞를 운전하며 매주 평균 근로 시간
은 19.9시간에 불과하다.12)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아르바이트, 시간제 업무 및 다양한 임시인력 활용의 등장은 “긱 이
코노미(gig economy)”라는 용어를 확산시켰는데, 긱 이코노미 발전은 10대 인적자본 추세
의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13) 노동관계 관점에서 긱 이코노미는 사실상 노동관계 파편화와 탈
노동관계화를 의미한다. 긱 이코노미는 유휴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취업을 확대하고 나아가
경제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동시에, 일부 취업자의 노동권과 직업안정성을
박탈했다. 따라서 긱 이코노미가 인적자본 추세의 주류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
인 관찰과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유연취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연고
용 형식이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유연취업자의 노동권익보장 문제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현행 노동보장 입법을 살펴보면, 시간제 인력활용에 관한 규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당 규제는 시간제 인력활용이 전통적인 기업의 보조적인 인력활용이라는 가정하에 구축된
11) 우버차이나 대표의 인사부(人社部) 노동관계사(勞動關係司)와 노동과학연구소(勞動科學硏究所)가 개
최한 신경제좌담회 발언.

12) 
《 플랫폼 경제와 새로운 취업형태 – 우버차이나 취업촉진 연구보고서(平台经济与新就业形态——中国
优步就业促进研究报告)(2016)》，中国人民大学劳动人事学院课题组.
13) 德勤：
《 2016년 글로벌 인력자본 추세(2016年全球人力资本趋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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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와 같이 현 규제로서는 급증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간제 업무에 발맞추지 못하는 문
제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양한 임시인력 활용에 대한 현재 입법 수준은
공백이 매우 크며 학계에서도 관련 논쟁이 끊이지 않아 논의의 발전이 시급하다.

노동관계 안정성 저하
현재 플랫폼 경제의 발전은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거품 현상을 보이고 있다. 플
랫폼 기업 특유의 승자독식, 격렬한 시장경쟁, 지속이 어려운 자금 투입과 날로 개선되는 법
률 규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 플랫폼 경제는 모래를 걸러내
는 큰 파도가 밀어닥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수많은 플랫폼 기업이 꽃이 피고 지듯 어
느 순간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고 있다.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예로 들면, 2016년 6월 기준
으로 전국의 인터넷 금융 플랫폼 4,127개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1,778개 플랫폼이 영업에
문제가 있거나 영업을 중단했다.14) 둘째, 플랫폼 간의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차
량 공유서비스 분야에서 겨우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디디(滴滴),15) 우버 차이나, 콰이디(快的)
의 3대 선두기업이 통합을 완료했다. 플랫폼형 기업이 빠르게 성장해 순위 다툼을 벌이는 현
상황은 필연적으로 노동관계의 빠른 구축, 변경, 만료 또는 해체를 수반하므로 이와 관련한
노동쟁의나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기 쉽다.

노동관계 환경에 대한 플랫폼 경제의 기타 영향
첫째, 플랫폼 경제하에서 전반적인 노동관계 유연화 추세는 전통기업의 노동관계에 대해
비교효과를 형성한다. 택시업계를 예로 들면, 최근 공표된《 온라인 택시예약의 임시 관리 방
안 (網絡豫約出租汽車經營服務管理暫行瓣法)》은 온라인 차량 예약 플랫폼과 운전자가 합의서
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민사관계를 구축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기존 택시업계의 단일 노동관
14) 
《 인터넷 금융 플랫폼 영업중단 누계 40% 넘어, 해외가 인정하는 중국 인터넷 금융기업(互联网金融平
台累计停业超40%，国外认可中国互金企业)》证券时报网, 2016년 7월 18일.
15) 역자 주 :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차량 공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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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둘째, 새로운 업무실적 평가개념은 일부 노동법규의 적
용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전통경제의 기업은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근거한 인센티브제를 운
영하며 직무평가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를 미리 통보했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의 기업은 효율
보다 혁신의 관점에서 노동자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혁신은 객관적이고 구체
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통 노동법규 중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와 같은
규칙 적용을 어렵게 만들며, 이로 인해 많은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되었다. 셋째, 여러 지역에
걸친 서비스 보급은 노동쟁의 해결 시스템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다. 플랫폼 경제하에서
는 노동 제공 지역, 서비스 접수 지역, 노동자의 사회보험 납부 지역 및 노동 보수 지급 지역
이 서로 다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이 이행되는 장소와 노
동쟁의사건의 관할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 플랫폼 경제 발전이 노동관계의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
플랫폼 경제 활동 주체의 다원화
전통적인 경제모델에서 노동관계 주체는 고용업체와 노동자로 제한되었고 이후에 나타난
파견노동자는 노동관계 주체에 파견업체를 추가하여 이해당사자 대상을 확장시켰다. 이에 대
해 제정법은 이해당사자 간 관계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의 활동주체는 더욱 다원화되고 주체 사이의 관계도 더욱 복잡하다. 플랫폼 경영자가 기
업일 경우, 활동주체는 플랫폼 기업, 플랫폼 기업의 직원, 플랫폼 관리 기업, 플랫폼 관리 기업
의 직원, 서비스 대상자 총 다섯 개의 주체로 나타난다. 기업이 플랫폼 경영자일 경우 이와 같
이 많은 주체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서로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뚜렷하다. 반면 플랫폼 경영자
가 개인인 경우 활동주체는 플랫폼 기업, 플랫폼 기업의 직원, 플랫폼 노동자 및 서비스 대상
자 총 네 개 주체로 나타난다. 여기서 서비스 대상자와 플랫폼 기업, 플랫폼 노동자 사이의 관
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소비자 권익보장 문제와 맞닿아 있다. 또한 플랫폼 기업과 플랫
폼 노동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역시 노동자 권익보장 문제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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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관계 인정에 관한 쟁의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북경시 조양구 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해당 법원은 총

140건의 인터넷 관련 노동쟁의사건을 수리했으며, 이 가운데 118건의 초점은 주로 노동관계
가 성립하느냐에 집중되었다.16)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자 간의 관계 정립
노동관계 인정 기준은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자성 인정 기준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랫동안
노동법 이론과 실무 차원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주제이다. 학계 이론은 대체로 종속이론과
통제이론으로 나뉘는데, 대륙법 체계에서는 종속이론이 주류를 이루고 영미법 체계는 통제이
론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17) 학계 논의에 반해, 사법 실무 측면에서 대륙법과 영미법 체계
는 모두 노동자에 대한 고용업체의 지휘명령권을 노동관계 판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
는 수렴된 경향성을 보인다.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자의 관계와 관련된 논쟁 역시 플랫폼 기업의 지휘 및 통제권에
집중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기업이 만든 규칙을 따르고 플랫폼 기업의 감독과 사
후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관계는 고용업체의 지휘명령권이 갖는 기본 특징에 부합한
다. 이러한 노동관계에 반대하는 의견에 따르면, 플랫폼은 일종의 중개이므로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것은 정보서비스이지 플랫폼 노동자를 직접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 노동자
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수용 여부와 노동제공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업무시간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들을 전형적인 독립적 계약직 또는 도급업자로 보는 것
이다.

2005년 중국 구(舊) 노동사회보장부(勞動和社會保障部)는《 노동관계 확립 유관사항 관련

통지(關于确立勞動關系有關事項的通知)》(이하 ‘2005년 12호 문서’로 약칭)를 발표해, 처음으

16) 
《 “인터넷+” 노동관계 쟁의 빈번히 일으켜(“互联网+”劳动关系频引发争议)》朝阳法院召开专家研讨会,
《 法制晚报》, 2016년 8월 29일.
17) 민법을 모태로 하는 대륙법 체계의 노동법에서 종속이론은 노동관계와 고용관계의 구분에 착안한다.
반면 영미법 체계는 노동관계를 우선하고 통제이론은 노동관계와 독립 도급자의 감별에 입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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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법 측면에서 노동관계 인정의 세 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고용업체와
노동자가 법률과 법규에서 정한 주체의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둘째, 고용업체가 합법적으
로 정한 노동규칙이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노동자가 고용업체의 관리를 받으면서 고용업체가
지급하는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셋째,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고용업체가 운영하는 사업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2005년 12호 문서는 종속이론과 통제이론의 합리적인 요소를 채
택하여 사법 절차에서 노동관계를 확인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노동관계 인정에 관한
쟁의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그러나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2005
년 12호 문서의 적용 가능성이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협동조합 구성
원과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관계 확인을 요구한 새로운 유형의 쟁의사건을 연구한 결과, 특이
한 점이 발견되었다. 단순한 노동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사건의 판결에서 중재인은 해당 사건
이 통상적인 노동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을 지지하지만, 사건이 산업재해 인정과 배상에 관련
된 경우, 판결은 대체적으로 노동관계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피해의 결
과가 노동관계를 인정하는 문제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쟁의사건
의 성격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것에는 사법부와 중재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능
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외에도, 노동관계를 인정하는 기준 자체가 탄력적이라는 점
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플랫폼 경제 발전과 기업의 플랫폼화
플랫폼 경제 성장 초기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플랫폼 투자자가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플랫폼을 이용할 외부의 플랫폼 경영자를 모집했다. 이때의 플랫폼과 플랫폼 경영자의 관
계에서는 플랫폼이 능동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타오바오(淘寶),18) 티몰(天猫),19) 주바제(猪八
戒)20)와 같이 이미 잘 알려진 플랫폼이 그 사례이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향

을 보면 일부 기업 중에서도 특히 제조기업이 기업 내부의 생산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수단으
18) 역자 주 :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마켓.
19) 역자 주 :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20) 역자 주 : 중국의 대표적인 지식기능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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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플랫폼 구축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곧 기업의 플랫폼화이다. 많은 수의 노동자가 집중된
제조기업의 플랫폼화가 노동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제조기업의 플랫폼화 방식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기업이 개방형 플
랫폼을 구축하여 기업 내외부 인력의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신흥사업 확장과 전통사
업 발전을 이끄는 것으로, 메이디 그룹(美的集團, Midea Group)의 ‘Midea 플랫폼(美創平台)’
이 대표적이다. 이 유형의 플랫폼은 주로 신규 서비스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기존 업무나 직
원 및 기존의 노동관계 상황이 서로 엮이는 경우는 적다. 따라서 이는 ‘부분적 플랫폼화’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업이 플랫폼에 기반을 둔 전반적인 전환을 시도하여 ‘기업의 플랫폼화, 사
용자 맞춤화, 직원의 창업자화(企業平台化, 用户个性化, 員工創客化, 이하 ‘三化’로 약칭)21)’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은 기업의 포지셔닝, 조직방식, 경영모델, 직원관계에 대한 전
반적인 조정을 수반하므로, 이는 ‘전면적 플랫폼화’라고 볼 수 있다. 전면적 플랫폼화는 하이
얼(海尔) 그룹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이얼 모델’이라고도 한다.
두 가지 유형 중 노동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전면적 플랫폼화가 훨씬 크다. 전면적 플랫폼화
는 향후 직원관계 관리의 혁신뿐만 아니라 기존 노동관계의 상당한 조정을 의미하기 때문이
다. 과거에는 일자리에 맞추어 직원을 뽑았다면 기업의 플랫폼화로 인해 수요에 따라 일자리
가 변동하고 이에 따라 일자리의 의미가 약화되면서 ‘현장’ 직원 개념이 ‘온라인’ 인력으로 바
뀌었다. 직원의 창업자화 이후 ‘기업의 임금지급’이 ‘사용자의 임금지급’으로 바뀌면서 임금에
탄력성이 생겼다.22) ‘三化’ 과정으로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
적인 정리해고나 그와 유사한 문제에 대해 미리 주목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하이얼
그룹은 지난 1~2년에 걸친 구조 혁신 과정에서 2만 명이 넘는 직원을 ‘분류(分流)’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스스로 창업하여 영세사업자로 전환했고, 이를 원하지 않는 일부는 ‘스스로
떠났다.’23) 비록 하이얼의 ‘분류’는 비교적 평온하게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사례가 확산될 경
우 노동관계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1) 
《 하이얼의 재탄생 가능한가(海尔能否重生)》p.18. 彭剑锋 & 云鹏 지음, 浙江大学出版社.
22) 
《 하이얼의 재탄생 가능한가(海尔能否重生)》p.329. 彭剑锋 & 云鹏 지음, 浙江大学出版社.
23) 
《 하이얼의 재탄생 가능한가(海尔能否重生)》p.331. 彭剑锋 & 云鹏 지음, 浙江大学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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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 조율 기제에 대한 플랫폼 경제 발전의 영향
일부 노동기준 적용에 도전하는 플랫폼 경제의 발전
전통적인 경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이 집중되는 연속 노동시간대가 존재하는 것과 달리,
사용자 수요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경제에서는 업무 종사자의 노동 제공이 하루 24시
간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게다가 고용업체가 업무시간을 결정하던 전통적인 경제와는 달리,
플랫폼 경제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는 업무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 경제
의 특징은 현행 업무시간 기준 적용에 과제를 던진다. 예를 들어 대기시간이 업무시간에 포함
되는지, 초장기 근무는 시간 외 근무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플랫폼 경제는 시공간의 벽을 넘어서 광범위에 분포된 다양한 자원을 통합하는 동시에 같
은 시간 다른 지역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중국에서는 지역 간 노동기
준 차이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동일한 플랫폼 또는 비슷한 플랫폼에서 동일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과 임금지불 기준에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단체교섭과 민주적 참여제도에 대한 플랫폼 경제 발전의 도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제도의 기능이 발휘되는 전제는 노동자의 조직화이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 발전은 노동의 분산을 더욱 부추겼고 나아가 노동관계 안정성과 노동자의 조직화 수준
을 저하시켰다. 각지에 분산된 노동자가 플랫폼과 대등하게 협상할 만큼 단단하고 역량 있는
조직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에서는 전통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제도
가 제 역할을 발휘하기 어렵다. 또한 상대적으로 분산된 플랫폼 노동자에 비해 플랫폼은 절대
적으로 강력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플랫폼 규칙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발언권을 갖는다. 플랫
폼 노동자는 플랫폼 규칙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선택밖에 할 수 없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주
체적으로 낼 권한이 없는데, 특히 플랫폼이 독점화로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진
다. 온라인 차량 공유서비스를 예로 들면, 디디와 우버 차이나의 합병 소식이 발표된 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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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에 디디는 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낮추었고24) 운전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
에 없었다.
사전 단체교섭과 민주적 참여 절차의 결여는 노동쟁의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플
랫폼 노동자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규모가 전통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대규모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현대 통신기술의 활용으로 사건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해지며 문제 수
준도 심각할 것이다. 일례로 2014년 미국 뉴욕에서 수천 명의 우버 운전자가 모여 낮은 보수
와 말단 운전자의 불공평한 근로조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북경에서도 2016년 4
월에 디디와 우버 운전자가 연합하여 플랫폼의 일방적인 보조금 인하에 대한 ‘만인 대파업’을
일으켰다.25)

노동관계에 대한 정부 규제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하는 플랫폼 경제 발전
플랫폼 프론트엔드 기업의 영세화로 노동보장 감독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플랫폼 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생산단위의 축소와 영세기업과 개인 종사자 수의 급증이다. 영세기업
이 갖는 분권화와 은폐라는 특징은 노동감독과 노동보장을 더욱 어렵게 하며 영세기업은 현
장에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이 어렵다.
플랫폼 노동자를 플랫폼 규칙 제정 과정에 어떻게 민주적으로 참여시킬 것인가는 플랫폼
기업 감독에 대한 정부의 지혜를 시험하는 문제이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는 자신의 요구 사항
을 표출하려는 욕구는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채널이 없다. 만약 이들의 자발적
인 조직을 통해 플랫폼의 일시적인 양보를 얻어낸다 하더라도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규칙
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정적
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사전에 나서서 플랫폼 규칙 제정 과
정에 플랫폼 노동자가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조치를 취해야 한다.

24) 베이징 칭녠바오(北京青年报) 2016년 8월 8일 인용.
25) 런민왕(人民网) 2016년 4월 24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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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과 제언
노동관계 인정 기준과 플랫폼 경제 사이의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조치의 필요성
전통적인 노동관계 인정 기준이 플랫폼 경제하의 새로운 인력활용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노동법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과제이다. 플랫폼 경제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가장 발전한 미국의 경우, 노동관계 인정에 대한 사건이 늘 발생하지만 연방 입법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으며 사법부에서 개별적으로 사건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수년간의 연구와 공공협의를 거쳐 2016년 2월에 이르러 법령은 아니지만
지침 수준에 해당하는《 EU 공유경제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통적인 노
동관계 인정의 세 가지 기준26)을 유지하는 한편, 노동관계 인정 문제는 개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안에 따라 판단하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 선진국들이 노동관계 인정에
대한 입법 문제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노동관계 인
정 기준은 중대한 사안으로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노동자권익보장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플랫폼 경제 발전은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인력활용
방식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입법을 위한 여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 셋
째, 노동관계 인정 기준 개정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로, 이와 관련한 부차적인 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개정을 무리하게 감행한다면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이 글은 ‘총알이 잠시 날아가게 두어라(讓子彈飛一會兒)’27)라는 말처럼 중국 내 학자들의 제
안과 구미의 경험을 참고하여 정부 부처가 우선 ‘고민’한 후에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
하면, 정부는 우선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기업의 인력활용 혁신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혁신적 인력활용의 특징과 추세 및 문제점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이와 관련한 쟁의는
26) 세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는가(플랫폼이 업무 활동, 보
상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지), 둘째, 업무의 성격이 어떠한가(실질적으로 유효하고 정기적인 업무인
지), 셋째, 업무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는가에 따라 노동관계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노동관계의 인
정 여부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7) 역자 주 : 중국 강문(姜文) 감독의 영화 제목으로, 그의 해석에 따르면 ‘총알을 쏘았으면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목표물에 명중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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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자유재량’에 따라 판단하도록 맡겨야 한다. 시간이 흘러 플랫폼 경제가 상대적으로 정
형화되면 그때 정부 차원에서 노동관계 인정 문제를 입법 수준에서 다루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장의 미래
플랫폼 경제의 노동관계 인정 기준에 대한 입법과 정책 수립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관련 연
구의 진전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 관점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장하려면
우선 플랫폼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성격을 구분하고 그 성격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형태는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서로 다
른 플랫폼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플랫폼상에서도 노동자와 플랫폼 간의 관계가 달리 나타
난다. 일부는 전통적인 노동관계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전통적인 노동
관계와 상당히 다른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 전통적인 노동관계 인정 기준을 견지하는 동시
에 국내외의 실제 사법처리 경험을 참고하여28) 플랫폼을 핑계로 노동관계 규제와 노동법 적용
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제도의 혁신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일부 플랫
폼 노동자가 전통적인 의미의 고용인(노동자)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들의 노
동권 역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장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는 현행 노동법 체계 내에
서 탄력성을 발휘하는 방안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비정형 노동관계의 일종으로서 노동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일부 노동법 조항 적용에서 면제하거나 별도의 특별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이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원칙적으로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 적용대상에서
28)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Borello 사건에서 만든 “Borello test” 규칙은 다음과 같이 노동
관계를 인정하는 11개의 결정요인을 제시했다. ① 노무제공자가 본인의 직업이나 사업 영역에서 벗
어난 업무에 연루되었는가, ② 해당 업무가 본인이나 고용주로 추정되는 이의 일상 업무의 일부인가,
③ 사업주가 업무 도구와 장소를 제공하는가, ④ 업무 내용이 노무제공자에게 업무 관련 설비나 재료
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가, ⑤ 노무가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가, ⑥ 전문가의 감독 없이 본인의 관리
하에 업무가 진행되는가, ⑦ 노무제공자의 소득수준이 그의 관리능력에 의존하는가, ⑧ 노무제공 시
간의 길이, ⑨ 업무관계의 지속기간, ⑩ 보수의 산정기준이 근로시간인가 직무인가, ⑪ 당사자들 스스
로가 고용주-직원 관계를 인정하는가에 대한 여부(이는 노동관계를 판단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뿐 결정력 있는 사항은 아님).

>>

_43

제외하지만 일부 노동기준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갖고 적용하여 이들의 노동권익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다.《 온라인 공유 차량에 대한 잠정 조치(網約車暫行瓣法)》내용을 분석해보면, 중국
은 위의 두 가지 방안 중 후자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중국 노동법은 민
법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민사입법은 고용 규제와 적절한 규제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민사입법 체계를 재구축하는 것보다는 노동법의 틀 내에서 개선하는
편이 낫다.
근대 노동법은 그 기원을 산업혁명 시기에 두고 있어, 대규모의 표준화된 노동관계가 노동
법 형성의 기반이 되었다. 노동관계와 고용관계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일찍이 노동법이 형
성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1980년대 세계화의 가속화
에 동반한 급속한 기술발달과 극심한 시장경쟁으로 기업의 조직구조와 사업모델이 끊임없
이 변화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계약인력 활용이 지속적
으로 등장했으며29) ‘계약노동자’의 정의와 노동자 권익보장 문제가 다시금 논쟁거리로 떠올
랐다. ILO는 1990년대에 ‘계약노동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30) 일부 국가에서도 이
론 연구와 입법 차원에서의 규제 시도를 시작했는데, 독일에서는 ‘유사근로자’31), 이탈리아에
서는 ‘자율적 노동자’32), 일본에서는 ‘계약직 근로자’33)에 대한 논의가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인터넷에 기반을 둔 ‘계약노동자’로 볼 수 있다. 중국은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한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9) 여기서 계약인력 활용(合同用工)이란 민사 도급계약을 체결해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노동계약을
통한 인력활용과 구별된다.

30) ILO 사무국(International Labour Office)《 고용관계의 범위(雇佣关系的范围)》p.5.
31)《 독일연방 노동법원 전형판례 연구(德國聯邦勞動法院典型判例硏究)》p.18, 王倩&朱軍 지음, 法律出
版社, 2015년 10월 第1版.
32) 중국 유연고용 중 자율적 노동의 법적 보호(我國靈活就業中自治性勞動的法律保護), 粟瑜&王全興,《 東
南學術》2016년 第3期 게재.
33)《 계약노동 연구(契約勞動的硏究)》, 田思路&賈秀芬 지음, 法律出版社, 2007년 12월 第1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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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기준법》의 제정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노동기준법(勞動基准法)과 노동관계가 지나치게 긴밀하게 연계된 탓
에 그 적용범위가 협소하고 경직적인 것이 특징이다. 일단 노동관계로 인정되면 노동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노동관계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각종 노동기준의 적용 근거
가 사라진다. 이처럼 노동관계 안팎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부 노동권익보장에 대한 다
툼은 노동관계 인정에 대한 분쟁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플랫폼 경제 발전에 따라 애매모호
한 노동관계가 점차 늘어나 노동관계를 식별하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관계
귀속 여부에 얽매이기보다는 노동기준의 적용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낫기 때문에《 노동기준
법》의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노동기준법》제정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법에 명시된 노동기
준의 적용을 노동관계 여부가 아닌 노동 그 자체로 확대함으로써 적용범위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에게 핵심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 사이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34)

노동관계 조율을 위한 인터넷 플랫폼의 역할
인터넷 플랫폼상에서 영세기업의 노동관계와 법적인 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
에 처한 문제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델로부터 시사점을 얻고 플랫폼의 관리감독 역
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우선 플랫폼은 플랫폼 경제의 주요 수익자이다. 따라서 플랫폼은 플
랫폼 경영 기업이 노동보장 법규를 준수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플랫폼은 플랫폼 경영 기업에 비해 절대적으로 강력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플랫
폼은 플랫폼 경영 기업의 거래량이나 현금 흐름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
며 로그인, 거래 일시중지, 등록 취소 등의 방식을 통해 플랫폼 경영 기업을 견제할 수도 있
다. 플랫폼의 감독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다면 플랫폼 영세기업의 노동 관리와 법규 준수 상

34)《 노동기준입법의 당면 임무 및 대책 연구(勞動基准立法面臨的任務及對策硏究)》, 勞動科學硏究所 프
로젝트 팀, 2011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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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신용시스템 발전을 위한 플랫폼 경제 활용
중국의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의 난점 가운데 하나는 당사자 간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
이다. 플랫폼 경제 발전은 건전한 사회신용시스템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플랫
폼 경제는 인터넷을 매개로 수요 측과 공급 측을 연결하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비해 공간적으
로 격리되어 있으므로 양측은 서로의 신용을 더욱 중시한다.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거래의 순
조로운 진행과 지속적인 안전보장을 위해 내부적인 신용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플랫
폼 기업은 사회신용시스템 구축에 중요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 분위기 조성과 신뢰 의식 함양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플랫폼의 신용정
보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플랫폼 경제 발전 수요에 발맞춘 공회(노조)의 업무방식 혁신
플랫폼 경제하의 노동관계 조율은 플랫폼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반면, 노동자의 내부 조직화
수준은 점점 더 낮아진다는 역설에 직면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기업 수준의 단체교섭제도를 적
용하기가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역할
을 강화하여 행정개입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플랫폼을 견제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플랫폼 운
전자의 소득 배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플랫폼은 내부 시스템을 대중에 공개하도록 요구하
여 사회적인 감독을 받게 하는 것이다. 둘째, 전국 또는 지방 총공회(總工會)가 나서서 플랫폼
노동자 중 협상 대표를 선발해 플랫폼 기업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플랫폼 단체협약을 체결하
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전국 또는 지방 총공회가 나서서 업무규칙 제정과 중대사안의 결정 과
정에 플랫폼 노동자가 민주적인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실행 가능성을 비교한
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안이 더 현실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국과 지방 총공회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회의 업무방식을 혁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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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③ 중국과 일본의 새로운 고용형태와 노동자 보호

Special Feature

일본 공유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취업형태에 대한
법적 규제와 노동자 보호
종치(仲琦)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연구원)

■서론
최근 들어 인터넷 보급과 데이터 처리 능력, 친환경 의식 고조 등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분산된 잉여 자원과 노동력 등을 통합하고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
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방식이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
란 무엇이며 ‘임대’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
지 않은 듯하다. 일본의 경우,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사회에 침투되기 이전부터 이와 비슷한
형태의 업종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보급되었기 때문에 법적 대응책도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공유경제’와 전통적인 취업형태를 구분하는 것과 공유경제하에
서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문제를 별도로 상정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본의 경우 공유경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이전
에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가 공유경제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현행 법규제로 해당 문제를 판단
할 수 있는지, 만약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우선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일본의 공유경제와 관련된(또는 공유경제의 속성을 갖는) 여러
* 이 글은 2018년 11월 2일 한국노동연구원,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및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
기구의 공동주최로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제16차 동북아 노동포럼에서 발표된 저자의 발표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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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형태와 관련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법적 관점에서 분류하여 재구조화해 보고자 한다. 또
한 현행법은 공유경제에 따르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소개한 뒤 중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취업형태를 기준으로 일본의 현행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문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현재 입법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는 대응 방안 등을 소개한다.

■ 일본의 공유경제와 관련된 취업형태
중국과는 달리 공유경제라는 발상과 그것을 구체화한 취업형태는 오래전부터 일본의 여러
산업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를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45년 이전의 제조 공장에 적용되는 ‘공장법’과 오야카타(親方)1) 도급제
현행 노동법에서의 고용관계와 도급관계는 노동력 활용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전자는
지휘명령하의 노무제공 관계, 후자는 노무 ‘성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는 관계로 명확하게 구
별된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전 공장 노동 현장에는 ‘오야카타(親方) 도급제’라 불리는 형
태가 있었으며, 여기에는 고용과 도급이 혼재되어 있었다. 공장주로부터 노무 도급을 받아 수
하의 직공에게 배분하는 오야카타는 물론이고 그 수하의 직공 또한 공장주가 활용하는 직공인
데, 이는 고용관계가 아닌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분법적 논리는
실질적인 타당성을 지니지 못했다. 따라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최초이자 본격적인 노동 입법
인 공장법2)은 공장 노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조업의 성격이 직공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경우
에는 고용관계가 사업주와 직공 간에 직접적으로 존재하는지 혹은 업자를 중간에 두고 있는지
3)와는

상관없이 모두 사업주가 사용하는 직공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연소자 취업 제한, 연

1) 편집자 주 : 오야카타(親方)란 일본의 산업화 초기에 대기업에서 나타난 장인제도로, 오야카타는 자신
의 수하에 특정 직종의 작업 집단을 고용하여 이들의 작업을 지휘감독하고 생활을 돌봐주었다. 또한
기업으로부터 노무 도급을 받고 도급금액과 실제 지출금액의 차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삼았다.
2) 1911년에 공포, 1916년에 시행되었다.
3) 이 경우 노동자는 사업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자와 고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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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와 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부조 의무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노동자가 공장에서 조업하고 있는 이상,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
자인지 도급업자가 고용하는 노동자인지와 관계없이 공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노동기준법에 입각한 보호가 제조공장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과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용계약(노동계약)4)하에 있는 ‘노동자’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노동법 적
용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다.

건설업의 중층적 하청구조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한 곳의 건설현장에서 복수의 하청업체가 중층적으로 업무를 분담
하고 협동하는 건설업에는 1931년에 제정된 노동자 재해 부조법이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입은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 책임이 중층적 하청구조의
정점에 있는 원청업체에 부과되었다. 이 규정은 전후에도 유지되었으며 현재는 노동기준법
제87조에 의해 건설업계에 적용되고 있다.

노동안전위생법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은 이전부터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같은 직장에서 혼재되어
작업하는 경우 산재방지를 위한 안전확보는 원청업체나 발주자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964년의 노동재해방지단체법은 중층적 하청구조를 갖는 사업(건설업과 조선업)에 대해서
총괄 관리자 선임이나 협의체 설치, 작업 간 연락 조정, 안전 순찰 등을 원청업체의 의무로 규
정하는 동시에 발주자에게도 노동재해 방지의무를 부과했다. 1972년 노동안전위생법은 이
를 계승하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 합계 50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건설업과 조선업
의 현장에서 하도급자의 혼재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원청업체는 해
당 사업 내 안전위생관리의 최고책임자로서 안전위생 총책임자와 이를 보좌하여 안전위생

4) 편집자 주 : 일본의 노동계약은 한국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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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담당하는 안전위생 관리자를 전임으로 두어야 하며, 하청업체는 최고책임자와 협력하
여 재해방지를 담당할 전임 안전위생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건설업 현장에
서 20인 이상의 노동자가 종사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원청업체는 해당 건설공사를 관
리하는 지점과 영업소마다 자격을 갖춘 안전위생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자가 공사현장의
안전위생 담당자에 대한 지도 및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 등을 맡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규제는

2005년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에 따라 제조업현장 전체로 확대되었다. 제조업에서 원청업체
는 원하청 노동자의 혼재 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 간의 연락
조정, 신호 통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갖는 것과 동시에, 분할 발주의 경우에는 발
주자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담당할 1인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사내하청
기업이 업무의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을 주는 (아웃소싱) 방식은 예전부터 많이 이
용되어 왔다. 이러한 계약에서 도급 당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도급업자가 고
용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발주기업과 도급업체 간에 업무처리 도급계약이 체결
된 후, 이 계약에 입각하여 도급업체가 고용한 노동자가 발주기업의 사업장에서 도급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처리도급’은 민법상 적법한 계약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업무처리도급이 당초에 정해진 대로 실시되는 한, 노동계약이나 노동기준법 및 기
타 노동보호법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은 도급업체뿐이며, 발주업체는 원칙적으로 사
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공급계약에 따라 노동자를 타인의 지휘명령하
에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노무 공급사업이 직업소개법에 의해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자 공급사업은 새로이 제정된 직업안정법에 의해 전
면적으로 금지되었다.5) 따라서 업무처리도급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계약형식
이 도급일지라도 노동자를 제공하고 이를 다른 이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5) 직업안정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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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금지된 노동자 공급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① 사업주로서 재정과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노동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법률상 사용자 책임을 진다.
④ 단순한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1985년 노동자 파견사업이 합법화되었을 때에는 노동자 파견은 노동자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상과 같이 업무처리도급이 상기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시되는 한 발주업
체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발주자가 하나의 회사이며 도급업자 아래에서
일하는 직원의 임금도 모두 특정 발주자가 지급하는 도급금액으로 충당되는 경우, 도급업체
와 그 직원은 실질적으로 발주업체와의 협상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특히 도급
업무가 발주업체의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사내하청인 경우, 발주업체가 하청대금을 낮추거나
더 낮은 대금으로 일을 맡는 업자가 나타나면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하청업체의 노동자(노동조합)는 발주업체에 대해 하청대금의 조정 혹은 발주의 지속을 요
구하는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발주업체가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노동조합법 제7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노동위원회나 재판에서
곧잘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도급업자가 독립된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지 않으며 발주자가 명의상의 도
급업자가 고용한 노동자의 근무나 작업에 대해 자사 직원과 동일하게 지휘감독하고, 도급대
금 명목으로 지불되는 보수금액이 노동시간 및 생산량(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6)
발주자는 노동조합법 제7조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
본 대법원의 판례이다. 고용주 외의 사업주라도 고용주로부터 파견된 노동자를 자신의 업무

6) 유켄공업사건(油研工業事件) ― 대법원 제1 소법정 1976.5.6 민집 30권 4호 40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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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사시키고 해당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 부분적이나마 고용주라고 볼 수 있을 정
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감독권과 결정권을 가진 경우, 해당 사업주는 노동조합법 제7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7)

근로자 파견
근로자 파견이란, 자신이 고용하는 노동자를 해당 고용관계하에 제3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제3자를 위한 노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노동자를 또 다른 제3자가 고용하
도록 약속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8)

1985년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되기까지 근로자 공급사업의 한 형태로서 근로자 파견사업은
직업안정법 제44조에 의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1차 석유파동 후인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기업의 인건비 삭감 요구와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여성 노동
자에 적합한 고용형태라는 이유로 전산기기 조작이나 건물 청소 및 경비 등의 업종에서 근로
자 파견사업이 급성장했다.
근로자 파견의 경우 우선 근로자 공급사업의 금지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부터가 문제
이며, 실제로 노동력을 사용하는 기업이 노동계약상 사용자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근로자 공급사업 금지정책을 재검토하여 일정 업무에 한
해서 근로자 파견사업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를 적절하게 규제한다는 방침하에 1985년 근로자
파견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파견취업을 희망하여 파견업체에 등록한 노동자를 파견기간
동안에만 고용하여 다른 기업에 파견하는 ‘등록형’ 파견(temporary agency type)에 대해, 파
견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하므로 노동성 장관(현재는 후생노동성 장관)의 ‘허가’가 필요해졌
으며 사업주에 대해 결격사유(근로자파견법 제6조)가 규정되는 등 파견업체에 대한 엄격한 규
제가 시행되어 왔다. 한편 무기계약 노동자나 1년 이상 고용하는 노동자만을 파견하는 ‘상용
형’ 파견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만이 부여되었다.

7) 아사히방송사건(朝日放送事件) ― 대법원 제3 소법정 1995.7.2.28 노동판례 668호 11항.
8) 근로자파견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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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위로 근로자 파견은 노동자를 다른 이에게 공급한다는 성격을 갖지만 직업안정법
상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 공급’에서는 정의상 명문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근로자 파견’에 해
당되지 않는 형태를 가지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사람
을 제3자의 지휘명령하에서 또 다른 제3자를 위한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금지된 ‘근로
자 공급사업’으로 간주되었다.
원래 근로자파견법은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를 한정하여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진행된 규제완화에 따라 1999년에 개정된 근로자파견법은 원칙
적으로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를 자유화하고 금지되는 업무만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 노출된 제조업
에서는 제조업 파견 금지의 해제를 요구한 결과, 2003년에 파견 금지가 해제되었다. 규제완
화에 따라 파견고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했으나 2008년 가을에 발생한 리먼사태에 따른 세계
적인 불황으로 인해 파견노동자가 가장 먼저 고용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파견노동자 사
용기업은 우선 파견회사와의 파견계약을 해지하고 파견노동자를 사업장에서 제외시켰다. 파
견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파견노동자가 파견회사에서 해고되어 일
자리를 잃었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파견계약 해지’ 사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과도한
규제완화와 일용직 파견의 폐해 등이 문제로 떠올라 규제강화를 위한 논의로 이어지게 되었
다. 그 결과 2012년에는 다음의 내용을 주로 하는 파견법 개정이 시행되었다.
- 하루 혹은 2개월 이내의 파견(이른바 ‘일용직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그룹사에서의 파견은 8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파견노동자 사용기업이 파견회사의 노동조건으로 직접고용을 신청
한 것으로 간주한다.9)

2015년 9월 30일에는 아래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파견법 개정이 시행되었다.

9)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외의 다른 개정 내용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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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형과 상용형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 파견사업을 허가제로 운용하는 것으로 통일한다.
- 동일 사업장으로의 파견 가능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한다.
- 파견회사 사업주는 파견기간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노동자에 대해 파견이 종료된 후
에도 파견노동자 내지는 직접고용 노동자로서 고용이 지속되는 조치(고용안정조치)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 파견회사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파견노동자에 대해 교육훈련 및 경력형성을 위한 컨설
팅 등 파견노동자의 경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
- 파견회사 사업주와 파견노동자 사용기업은 파견노동자가 사용기업에서 동종 업무에 종
사하는 노동자와 차별적이지 않은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사용기업에 대해 파견노조법상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여러 판례와 중앙노동위
원회의 명령들이 나오고 있다.10)

개인 도급
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노동자 보호법인 노동기준법하에서는, 명목상으로 도급계약하에
‘노무 성과’ 제공만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만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예를 들어, 건설
업의 1인 오야카타 기술자, 자신이 소유하는 트럭으로 특정 기업의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용
역차량 운전자)이 노동기준법으로 보호되는 ‘노동자’에 해당되는지가 여러 차례 논의의 대상
이 되었다.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노동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특
정 기업의 업무에 전속적으로 종사하는 용역차량 운전자 사례11)와 1인 오야카타 목수 사례12)
에 대해서 일본 대법원은 노동기준법상의 ‘노동자성’을 부정했다.
10) 쿠보타사건(クボタ 事件 ) ― 도쿄지법 2011 . 3 . 17 노동판례 1034 호 87 항(항소심 도쿄고법판례
2011 .12.21 동 취지), 국가·중로위[한큐교통사] 사건( 国·中労委 (阪急交通社 )事件) ― 도쿄지법
2013.12.5, 노동판례 1091호 14항 등.
11) 요코하마 남노기서장사건(横浜南労基署長事件) ―대법원 제1 소법정 1996.11.28 노동판례 714호
14항.
12) 후지사와 노기서장사건(横浜南労基署長事件)―대법원 제1 소법정 2007.6.28 노동판례 940호 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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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기업 경쟁력에 핵심이 되는 업무에서 개인 도급업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
다.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 혹은 법원에서 ‘노동자’ 여부를 다투었던 개인 업무 도급노동자의
사례로서, 일반 가정의 부엌, 화장실, 욕실에서 상하수도 관련 수리작업을 하는 기술자,13) 자
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신속한 서류배송 업무를 하는 노동자,14) 음향기기 출장 수리를 하
는 기술자15)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의 기술자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신분을 인정
받았다.
개인 도급계약은 발주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인해 오랫동안 이용되
었으나 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개인 도급업자 이용이 왕성해진 것은 필
자가 아는 한 아주 최근에 들어서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노동자를 사용하려는 업무가 핵심적인 것일수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 높은 수준의
능력과 회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예전에는 도급업자의 업무수행을 원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지휘감독하는 것이 어려운 데다가 업무수준을 보장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핵심적
인 업무를 도급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근래에 들어 정보통신기술발전,
상세한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 고객 리뷰의 평가 요소화로 인해 원거리에 있는 노동자를 실시
간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핵심적인 업무에서 도급업자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프랜차이즈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이 새로운 사업형태 중 하나로서 꾸준한 성장세
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편의점의 성장세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직영점에 비해 가맹점에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불리한 문제가 도마 위
에 오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직영점이든 라이선스를 받아 운영되는 가맹점이든, 점주 권한으
로 고용하는 직원은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임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프랜차이징’이라는 조직형태에서 나타나는 노동조건 악화 문제를
13) 국가·중로위(INAX 멘터너스)사건·대법원 제3 소법정 2011.4.12 노동판례 1026호 27항.
14) 소쿠하이사건·도쿄지법 2010.4.28 노동판례 1010호 25항.
15) 국가·중로위(빅타)사건·대법원 제3 소법정 2012.2.21 민집 66권 3호 95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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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파트타임 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가맹점에 고용되는 노동자가 법
적 노동자로서 인정되면 최저임금법을 포함한 노동조건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
에, ‘프랜차이징’이라는 특정 배경에서의 노동조건 악화 문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한편 ‘가맹점’에 해당되는 편의점 점주의 노동조건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16) 편의점주는 실
제로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주가 회사와 업무 위탁계약을 체
결했다는 이유로 회사 측에서는 점주를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그 결과 편의점주가 열악한 노
동조건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최근 들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점주가 각 지
역의 소규모 일반 노동조합(커뮤니티 노조)에 가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위원회는 2014년 3월 20일, 편의점 가맹점주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노동기준법이나 노동계
약법상의 노동자성을 갖지 않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명령을 내렸다.17) 이때 앞서 언급한 개
인 도급업자의 노동자성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활용되는데, 다
음의 여섯 가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가맹점주는 회사와는 다른 별개의 사업주체이지만
독립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진다.

① 사업 조직에의 편입
② 계약 내용의 일방적 및 정형적 결정(단체교섭 법제에 따라 보호해야 할 교섭력의 격차)
③ 보수의 노무대가성
④ 업무 의뢰에 대해 거절할 수 없는 관계
⑤ 넓은 의미의 지휘감독하의 노무제공 및 일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
⑥ 뚜렷한 사업자성

프랜차이징은 도급에 비해 비교적 새로운 사업 형태로 볼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체
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에서 일하는 노동자 사이에 업무 수준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16) 노동법률순보(労働法律旬報) 1821호 (2014년) 특집「 프랜차이즈 편의점 점주의 노동자성(フランチ
ャイズコンビニ店長の『 労働者』性)」등 참조.

17) 오카야마현 노동위원회 2010년 (불) 제2호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 명령서((不)第2号不当労働行
為救済申立事件命令書), http://www.pref.okayama.jp/uploaded/attachment/1824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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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업무 훈련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만약의 상황에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에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며 그러한 계약서의 작성은 비로소 최근에 들어 가능해졌다.

하청계열구조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하청제도는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세계 경기가 변동할 때마다 완충제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일본 제조업의 경우 미국에
비해 부품의 자체 생산 비율이 낮아(ratio of in-house production) 국제적인 경기변동에 취
약한 특징을 갖는다.18)
자동차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일부 제조업에서는 내부적으로 제조하지 않는 부품과 부자재
생산 및 가공을 위해 다단계 혹은 다층구조에 걸친 하청관계를 이용한 노동의 분업(division
of labor)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생산 및 가공은 1차, 2차, 3차, 나아가 4차에 걸
쳐 하청기업이 분담하고, 이 하청계열의 정점에 있는 대기업은 주로 최종 조립공정에만 집중
하는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하청계열구조에서 공정 간 분업의 정점에 있는 대기업은 많은 경우 과점을 유지한
채 오로지 자신을 위해 부품을 만드는 복수의 중소 하청기업(전속하청)과 장기간 거래하며
‘일대다’ 피라미드 구조를 구축해왔다. 동일한 부품을 제조하는 복수의 하청기업과의 거래관
계에서 모기업은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력한 하청기업과의 관계는 강화하는 한
편(계열화), 대응하기 어려운 하청기업과의 계약은 해지하는 등 하청구조의 재구성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하청계열구조에서 모기업은 고정자본과 노동력 절약, 외부 노동시장 가격보다 낮
은 비용의 부품 조달, 자체생산과 외부생산 비율의 유연한 조정 등의 이득을 얻는다. 반면 하
청기업은 다른 하청기업과의 치열한 경쟁과 모기업에서 가하는 내재화의 압박 속에서도 모
기업과의 거래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모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인내가 요

18) Solow, M. and John C. Scott(1989), Made in America , Cambridge, Mass., MIT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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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 결과적으로 중층적 하청 분업 생산구조는 하청계열의 하위에 위치할수록 임금수준이
낮아지고 계층별 임금격차가 커지는 구조를 낳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대기업과 하청기업 간 임금격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매
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임금협상(춘투) 덕분이다. 임금협상 자체는
기업별로 사용자와 노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조합 측은 산업별 연합체나 내셔널센터에
의한 산업 내 및 산업 전체의 임금인상 목표, 산업 내 및 산업 간 협상 일정 등에 따른다. 경영
진 측은 산업 내 및 산업 간 협상 일정에 따라 기업별 협상이 산업 횡단적으로 조정되고 연계
되어 왔다. 또한 각 산업 내에서 주요 대기업의 임금인상은 산업 내 서열을 통해 다른 기업의
임금인상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춘투를 통해 형성된 임금인상 수
준은 노동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중소기업에도 파급효과를 갖는다.
고도경제성장 단계에서 춘투는 매우 효과적인 임금인상 메커니즘으로 작용했으나, 거품경
제 붕괴 후 임금인상에 대한 대기업의 파급력이 약화되었고 고용유지가 노동계의 우선 과제
가 되었다.
최근 제조업의 해외진출에 따라 기존에는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부품과 부자
재 생산 및 가공이 해외 생산기지로 이전되어 일본 산업의 공급망 구조가 국경을 넘어 형성
되고 있다. 해외 경쟁업체와의 극심한 경쟁 속에서 많은 하청기업이 수주량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의 모기업과 동시에 거래하게 되었으며, 전적으로 한 회사만을 위한 전문 부품을 제조하
는 대신 최종적인 상품 제조업자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지원에 특화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역할을 전환한 하청기업은 복수의 거래처를 갖는 ‘전문가공기업’이 되어 상업적인 거
래관계에서 대기업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했다. 한편 전문가공기업과 거래기업 간의 관계 역
시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관계에서 수평적인 네트워크형 관계로 변화하여, 하
청기업과 대기업의 종속관계가 약화되고 평등한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되었다.19)
부가가치가 낮은 부품제조 및 조립작업을 임금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오프

19)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현대기업연구회 편,『 일본의 기업관계―그 이론과 실천(日本の企業間関係―
その理論と実態)』(중앙경제사(中央経済社)·1994년) 175항 이하; 이마이 켄이치(今井賢一)·코미야
류타로(小宮隆太郎),『 일본의 기업(日本の企業)』(도쿄대학출판회(東京大学出版会)·1989년) 163항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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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어링’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급망에 편입된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문
제가 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에서의 노동문제에 대해 일본의 노동법이 적
용되는 일은 없다. 한 사례로, 일본기업의 외국 현지법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사분쟁에 대해
해당 법인의 노조가 일본 산별노조에 가입한 후, 그 산별노조가 해당 일본기업에 분쟁 해결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해당 산별노조는 해당 일본기업을 상대로 단체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은 실질
적으로 일본의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의 노사관계에 관한 사안으로 노동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으며,20)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21)

법적 관점에서 분류와 재구조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공유경제’ 개념이 중국과 한국만큼 사회에 침투되
지는 않았지만, 기업 울타리를 넘어서는 발주와 노무의 과정이 아닌 노무 ‘성과’만을 외부업
자에게 요구하는 취업형태는 다수 존재한다. 이를 노동법적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논리
가 내포되어 있다. 일단 노동관계가 성립되면 사회보험 가입 의무, 최저임금 준수 의무, 노동
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와 산재발생 시의 책임이 사용자 측에 부과된다. 사회보험에 가입해
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이상 노동자 측은 실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 노동자로서는 실질적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동계약’ 이외의 계약형태를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연스럽
게 발생한다. 이러한 취업형태 중 인터넷 플랫폼에 의한 노무수급의 매칭을 활용하는 것에는
‘공유경제하의 새로운 취업형태’라는 이름이 붙여진다.
인터넷 플랫폼에 의한 노무수급 매칭을 활용하는지와 관계없이 노무제공(또는 노무제공의
성과) 대가로 금전을 받는 동시에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이 사용자 책임을 면하는 수단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20) 필리핀·토요타(フィリピン·トヨタ事件) ―중노위 2006.12.6命令集136集1258항.
21) 도쿄고법 판례 2007.12.26 労経速 2063호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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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관계
일본의 경우 노동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용되어
노동’을 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는 것에 합의해야 한다. 노무제공 형태와 보
수지급 방법이 명확한 이상, 그것이 ‘도급계약’에 해당되는지는 법원 등이 여러 요소를 고려
하여 인정한다. 또한 일본 노동법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형태를 선택할 여지가 상정
되어 있지 않다. 노동계약의 성립은 노동계약서 작성이 불필요하며, ‘도급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노무제공 실태를 감안하여 해당 관계가 노동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규제는 노동관계 인정을 판단하기 위해 ‘노무제공’ 자체가 아니라 ‘노무제공 성
과 제출’만을 요구함으로써 스스로를 노동관계에서의 사용자가 아닌 도급관계에서의 발주자
로 간주하여 사용자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원격통신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처리기술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노무제공 과정을 지휘감독하지 않으면 노무 품질
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과 관련되는 업무분야에서는 도급계약
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양한 신기술이 도입되어 원거리에서도
항상 노동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 매뉴얼 작성 기술이 향상되었고 서비
스를 받은 사람이 직접 작성한 후기를 실적평가의 요소 중 하나로 포함하게 되면서, 사용자가
직접 작업현장에 가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품질이 유지되는 노무제공이 보장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분야의 핵심적인 경쟁력과 관련된 업종에서도 도급계약이 노동계약을 대체하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자 관계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업종에서는 플랫폼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플랫포
머(platformer)’가 노동관계 당사자로 참가함으로써 노동관계 인정, 노동시간 평가, 사용자 책
임 소재 등과 관련하여 큰 변화가 나타나고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들 중 우선으로 꼽히는 것은 플랫폼이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용자 책임의 소재 문제이다.
예를 들어 배달의 경우, 중국에서는 플랫폼이 음식점과 배달원 사이에 개입하게 되면 배달
원은 플랫폼이 현지에 배치한 배달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음식점과는 직접적인 계

60_

2019년 3월호 <<

약관계를 맺지 않는다. 대리운전의 경우에도 대리운전자가 직접 플랫포머에 고용되는 일은
적으며 양자 사이에 ‘정보제공계약’만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양자 관계(배달원과 음식점, 대리운전자와 그를 파견하는 기업)의 경우, 노무제공자와 노무
지시자 사이에 노동관계 또는 도급관계가 존재한다. 부상이나 질병 및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
관계 존재를 판단해야 할 경우, 법원은 오로지 노무제공 형태를 감안하여 당사자들의 관계가
‘노동관계’에 해당하는지 혹은 ‘도급관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중국에서는 앞서 언급했듯
이 플랫폼이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노무제공자와 ‘정보제공계약’만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플랫포머, 노무제공자, 노무(또는 그 성과)수령자의 3자 관계에서 노동법상 사용
자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할 경우, 본인은 정보제공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플랫포머와 노무
제공자와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노무수령자 중 어느 쪽에 ‘사용자’책임을 부과해야 하는
가를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파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책임을 플랫포머와 노무수령자 중 어느 쪽에 부
과할지를 법률로 명확히 하면 전술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공유경제의 경우, 플
랫포머는 대부분 노무수령자(인터넷 배차 서비스의 경우에는 승객, 택배나 배달서비스의 경
우에는 주문자)보다 경제력이 훨씬 강하며 3자 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규칙을 만드는 자이기
도 하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원칙적으로는 플랫포머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
하다. 그러나 플랫포머는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노무제공자와 거리를 두는 한편, 일정 수준
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에 비추어 보면 많은 플
랫포머는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플랫포머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곧
공유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취업형태에 대한 노동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며 노무제공자의 노동
자성도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노무제공자에게 최저임금, 노동시간, 사회보험 등에 관한 규제
가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취업형태의 특징인 유연성을 잃게 되는 한편, 플랫포머가 부담하는
인건비도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취업형태로서의 장점이 사라지므로 이러한 취업형태
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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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성문법과 판례법에 입각한 대응
사용자 책임의 추구
플랫포머의 개입으로 인해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며 누가 안전위생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
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사용자 개념과 그 개념의 확장과 관련이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노동계약법과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소개하고, 발주기업의 사내하청, 근로자 파견,
모자회사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법인격을 넘어 사용자 책임을 확장하기 위한 법리를 소개
하고자 한다.

노동계약법상 사용자 개념
개별적 노동관계법상 가장 기본적인 ‘사용자’ 개념은 노동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사용
자를 말하며, 노동계약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자’로 정
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입사한 회사 또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가 노동계약 체결의
상대방인 것이 보통이지만 복수의 기업이 노동계약관계의 사용자 측에 관여하는 노동관계가
일부 존재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고용주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노동계약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기술하자면, 업무처리도급에서 노동자는 발주기업 사업장
에서 도급업무에 종사하지만 도급업체의 지휘명령에 따르므로 노동계약상 사용자는 도급업
체뿐이다. 근로자 파견의 경우 파견노동자는 사용기업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지
만, 근로자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노동계약상 사용자는 파견회사뿐이며 사용기업은 사용자
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그룹기업의 경우 그룹 전체 차원에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채용하여
그룹 내에서 공통적으로 인재를 활용하는 그룹 채용이 이루어진다. 이때 법인격을 갖지 않는
그룹은 법적인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룹 내의 중심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이 단독 또
는 공동 사용자가 된다. 한편 모자회사 관계에 있는 두 기업 중 자회사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자회사가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지불, 지휘명령, 인사관리 등의 노동관계를 담
당하는 한 자회사만이 노동계약상 사용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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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노동조합법 제7조는 집단적 노동관계하에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
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집단적 노동관계를 회복하고 질서의
정상화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위원회인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나, 부당노
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노동조합법상 중요한 문제가 된다. 노무제공을 수령하
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는 노동계약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노동계약상 고용주 외 다른 사업주가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과 관련하여 부분
적이더라도 고용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통제권과 결정권을 갖는다
면, 해당 범위에 있어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22)

법인격 이상의 사용자 책임 확장
① 발주기업의 사내하청
업무도급계약이나 모자회사 관계와 같은 3자 노동관계에서는 발주자나 모회사가 도급업체
나 자회사의 사업운영과 노동관계를 지배하고 도급업체나 자회사가 발주자나 모회사의 사업
부문 중 하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도급업체나 자회사의 직원은 법인격 부
인의 법리를 주장하며 발주자나 모회사에 대해 노동계약 관계 존재와 지위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의 근거로 이용되는 것은 ‘법인격 부인의 법리’라는 판례 법리인데,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르면 회사의 법인격이 유명무실화되거나 남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다.23)
업무처리 도급계약 관계에서 도급업체가 유일한 거래처인 발주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도급업체는 발주기업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무만 시행하며 그 업무는 전적으로 발주
기업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계약조건은 발주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데,
발주기업은 계약비용을 낮추기 위해 도급업체에 소속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도록 압력을 가
하기도 한다. 또한 발주기업이 도급업체 노동자를 자신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하며 이들의

22) 아사히방송사건(朝日放送事件)―대법원 제3 소법정 1995.2.28 민집 49권 2호 559항.
23) 대법원 제1 소법정 1969·2·27 민집 23권 2호 5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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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와 작업에 대해 자신의 직원들과 동일하게 지휘감독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발
주기업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 도급업체를 교체하면 기존 도급업체의 직원은 업무도급계약의
종료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실직한 도급업체 직원은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주장함으
로써 발주기업과의 노동계약 관계를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발주기업이 동시에
도급업체의 모회사가 아닌 한,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사용자 책임을 확장하기 위한 또 다른 유효한 이론은 묵시적 노동계약의 성립이다. 판례 법
리에 따르면,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기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기업은 그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왔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묵시적
노동계약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묵시적 노동계약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기업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 외에 기업이 사용자로서 노동자의 노무
제공을 지휘감독하고 노무의 대가로 임금을 지불했음을 노동자가 증명해야 한다.
업무처리도급에 한하여 말하자면, 도급업체와 발주기업 사이의 계약종료로 인해 도급업체
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이들은 발주기업과의 묵시적 노동계약 관계의 존재를 주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업체가 실제로 독립적인 사업체가 아니라 발주기업의 한 부문으로서
노동자를 고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묵시적 노동계약 관계가 인정된다.

② 근로자 파견
근로자 파견의 경우 노동보호법상 사용자 책임의 일부가 파견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파견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계약 관계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어디까
지나 파견회사이다. 따라서 근로자파견법에서 파견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
자에 대해서도 노동기준법 및 기타 법률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노동시
간, 휴식, 휴일 등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는 사용사업자에게만 부과된다. 노동기준법 제3조에
서 정한 노동자의 균등대우 및 동법 제4조에서 정한 남녀동일임금원칙에 대한 의무는 파견사
업자와 사용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다.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도 묵시적 노동계약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특히 사용기업과 파견기
업 간의 근로자 파견계약이 종료되어 파견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직한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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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용기업의 비정함을 비판하며 사용기업과 노동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파견기업이 실제로 독립적인 사업체가 아니라 사용기업의 한 부문으로 노동자
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③ 모자회사
법인격 부인의 법리 적용문제를 모자회사 관계에서 살펴보면, 모회사가 자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사업운영의 의사결정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자회사 직원의 고용
관계와 노동조건은 전적으로 모회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해산시켜 자회사
직원의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자회사 직원은 모회사에 대해 노동계약 관계의 존재를 주장하
며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모자회사 관계에서 법인격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주식 소유나 임원파견 등을 통해 사업운영상 의사결정을 지배할 뿐
아니라, 자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미개최 및 사업활동, 재산관리, 회계처리 등의 미흡을
보이는 등 자회사 스스로 독립법인이 아닌 모회사의 사업부문 중 하나로 인정될 때이다. 자회
사 직원에 대한 모회사의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회사가 주식 소유와 임원파견
을 통해 자회사의 운영을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회사 노조 배제와 같은 위법 사실이 있
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모회사가 법인격에 따른 책임 분리 및 한정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
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묵시적 노동계약의 성립 관점에서 보면, 모자회사 관계에서 자회사가 스스로 사업운영이나
인사관리에 독립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모회사 사업조직의 일부로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회사의 직원은 그들이 실제로 모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그들의 임금 역시
모회사를 위한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모회사가 지불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때 자회
사의 직원은 자회사에 대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자회사 직원이 묵시적 노동계약의 성립을 통한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주장한
다. 노동조합법 관점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사업운용을 지배하고 노동자 처우를 결정하는 경
우, 이는 모회사가 노동조합법 제7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임을 시인하게 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모회사가 주식 소유나 임원파견 등을 통해 자회사를 지배하에 두고 그 직원의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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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대해서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지배력을 갖는 경우, 모회사는 단체교섭에서 자회사 직원의
노동조건에 대해 자회사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노동자성 인정
노동자의 정의
노동기준법 제9조에 따르면,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무소(이하 ‘사
업’이라 함)에서 사용되는 자로서 임금지불을 받는 자’를 말한다. 노동계약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기준법상 노동자란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어 노동하고 임금지불을 받는 자’를 말
한다.
노동기준법의 노동자 정의에는 ‘사업에 사용된다’는 제한이 있으나, 노동계약법의 노동자
정의는 기본적으로 노동기준법의 정의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노동계약
법의 노동계약 개념은 노동기준법의 노동계약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기본적으로
는 민법에서의 고용과 동일한 유형의 계약관계를 의미하며 단지 그것을 노동관계의 실질적
인 불평등성과 조직적 성격을 감안하여 별개의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24)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노동계약법은 개별적 노동관계를 민법의 특별법으로 개념
화하고 그 권리의무관계의 기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기준법은 사업에 사용되는
노동계약 관계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에 대해 관련 벌칙 및
행정감독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상 노동계약의 개념을 통해 고용계약에 관한 노동
계약법(및 노동계약 관계의 판례)을 보완하는 일반적인 계약법리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자성 판단기준
노동기준법 제9조의 정의에 따르면 노동자는 사업에 사용되고 임금지불을 받는 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용’의 의미와 ‘임금’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해석상 노동
자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4) 스게노가즈오(菅野和夫),『 노동법(제11판 보정판(労働法(第11版補正版)』(有斐閣·2017년 )14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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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적으로 노동자성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1985년 12월 19일 노동기준법연
구회가 “노동기준법의 ‘노동자’의 판단기준에 대하여”에서 보고한 내용이다. 이 기준에 따르
면 노동자성 판단에 있어서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계약형식과는 상관없이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노동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사용종
속성’의 유무,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동하며 노무 대가성이 있는 보수를 받는 자에
해당하는가라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정확한 판단을 시도했다.
우선 지휘감독하의 노동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업무의뢰
와 업무종사에 대한 지시 등에 거절의 자유가 있는지의 여부(거절의 자유가 없다면 지휘감독
관계를 추인), 둘째, 업무수행상 지휘감독의 유무(업무내용과 수행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
휘명령을 받고 있다면 지휘감독 관계로 인정받기 쉬움), 셋째,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에 대한
구속성의 유무(해당 구속이 업무성격상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인지 또는 사용자의 지휘명
령에 의해 생기는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 마지막으로 대체성의 유무(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노무를 제공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말하는데, 보조자를 사용해도 무방한 경우에는 지휘감독
관계를 부정하는 요소가 됨) 등이 있다.
다음으로 보수의 노무 대가성에 대해서는 보수가 시급 기준으로 계산되는 등 노동의 결과
(성과)에 의한 차이가 적으며 결근한 경우에는 보수가 공제되고 잔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당
이 지급되는 등, 보수가 일정시간 제공하는 노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용종속성’이
강화된다.
위의 두 가지 관점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자성의 유무(정확히는 정도)
에 관한 사항(기계 및 기구에 대한 부담 관계, 보수금액, 손해에 대한 책임, 상호사용 여부 등)
과 전속성 정도 등으로 판단기준을 보강할 수 있다.

경제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은 사용종속성(인적 종속성)과 대치되는 것으로, 노동자의 노동수단 결핍과
계약내용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종속 등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에 주목한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경제적 종속성이 노동기준법상 노동자성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개별적 노동관
계법의 보호대상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용종속성이 약하더라도 경제적 종속성을 가진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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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논의와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제적 종속성을 가진 사람
을 노동법상 ‘준노동자’로 간주하여 보호하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경제적 종속성 개념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어 관점에 따라 달리 논의되고 있는 상
황이지만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요소로서 고려되고 있다.25)

■ 전통적인 법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
중국 공유경제와 관련된 노무종사의 실태를 살펴보면 앞서 기술한 일본의 관련 노동법 이
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아래 세 가지 현상이 대표적이다.

특정 취업상태하의 당사자에게 계약형태를 선택할 권리 부여
일본의 경우 노동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계약당사자 중 한쪽은 상대방에게 ‘사용되어 노
동’을 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는 것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노무제공 형태와
보수지급 방법이 명확하다면 그것이 ‘노동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원 등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한편 일본 노동법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노동계약 형태를 선
택할 여지가 상정되어 있지 않다. 노동계약 없이 ‘도급계약’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에는 노무
제공 실태를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관계가 노동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2016년 7월 14일 교통운수부가 ‘인터넷 예약 택시 경영서비스 임시 관리
방안’을 발표하여 인터넷 배차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마련했다. 그중 제18조는 다음과 같은 내
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배차 서비스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의 합법적 취업
자격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및 서비스 빈도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운전자와
다양한 형태의 취업계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후략)”

25)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 아라키터카시(荒木尚志)『 노동법(제3판)』(有斐閣·2016년) 574
항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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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인터넷 배차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운전자와 플랫폼 운영자의 뜻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어떤 계약을 택하더라
도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법원도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인터넷 배차 서비스의 운전자로
취업하는 이상 계약형태에 대한 선택은 취업실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제3자가 취업실태에 입각하여 노동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없으며 당사자의 선택
이 그대로 존중된다. 즉 당사자가 결정한 이상 법원 등이 노동계약의 존재 여부를 심사할 여지
는 없다. 따라서 인터넷 배차 서비스 운전자로서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형태로 수행하지만 법적
인 ‘노동자’로 인정되는 운전자가 있는 반면, ‘도급업자’로 인정되는 운전자도 있을 수 있다.26)
이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실제 현장에서 많은 운전자가 도급계약을 선택한다고 한다.
플랫포머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도급계약을 체결
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으
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노동계약을 맺은 노동자는 여러 가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률이 노동자 부담률보다 높다. 지역과 노동자
의 보수 등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자 부담률이 전체 보험료율의 40％를 넘는 도시가 많다.27)

보험 종류

합계 비율

사용자 부담률

노동자 부담률

연금보험

28％

20％

8％

의료보험

12％

10％

2％＋3위안

실업보험

1.2％

1％

0.2％

산재보험

0.3％

0.3％

0

육아보험

0.8％

0.8％

0

주택적립금

24％

12％

12％

합계부담률

66.3％

44.1％

22.2％

26) 당사자 간에 노동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노동보호 규정이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7) 사회보험료조사네트(社会保険料調査ネット), http://www.chashebao.com/shebaotiaoli/16056.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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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플랫포머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동자
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현금으로 주는 것 외에도 사용자 부담분의 일부를 운전자에게 현
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배차 서비스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렵고 농촌 호적을 가
진 사람이 도시로 나와 운전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수십 년 후를 준비하기보다 당장 현금
이 필요한 이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수를 현금으로 받는 것
을 선호하고 이런 노동자들은 필연적으로 도급계약을 선택한다. 당사자인 노사 쌍방 모두가
노동관계를 맺고 싶어하지 않는 점과 공유경제와 관련된 취업형태를 노동관계로 인정할 경
우 노사 모두 부담이 가중되어 서비스 자체가 이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
여, 법원은 공유경제와 관련된 사안에서 노동관계를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많은 계약 당사자들이 도급계약을 선택하여 사회보험 가입보다 현금으로 받는 보수금액을
늘리는 쪽을 선택하면 미래에 산업재해 보상이나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
가할 것이다.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문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용자 책임 소재 불분명
전형적인 노동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일대일 관계이다. 파견이나 중층하청 등의
경우, 파견회사나 도급업자가 제3자로서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 대상자(혹은 노무성과 수령
자) 사이에 개입할 수 있는데, 사용자 책임의 부과 대상은 제3자와 노무제공 대상자(노무성과
수령자) 중 하나이다. 즉 파견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견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가지며 중층하
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업자가 사용자 책임을 갖지만, 예외적으로 파견 사용기업이나 발
주자에게 사용자 책임의 일부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노무제공 대상자(노무성
과 수령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다. 그러나 제3자가 개입하여 부분적으로 사용자 역할을 맡
고 있다면 계약상의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모두 노무제공 대상자(노무성과 수
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노무제공 대상자(노무성
과 수령자)와 노무제공자를 각각 특정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게 되면 전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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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파견노동자,
도급업자에게
고용되는 노동자

노무제공자

예: 사용 기업, 도급업자

제3자

예: 파견 기업,주문자

노무제공 대상자
(노무성과 수령자)

로 이들 사이에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 글에서는 이를 ‘수직적 노무제공 관계’라고 부
르기로 한다.
공유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취업형태의 하나로 노무제공자가 복수의 인터넷 플랫폼에 등록
된 클라우드 워커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각각의 인터넷 플랫폼 또는 각각의 발주
자로부터 받는 업무량이 미미하더라도 이를 모두 합친 전체 업무량이 많을 경우 과로와 스트
레스의 원인이 되어 산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수직적 노무제공 관계와는 달
리 복수의 노무제공 대상자가 존재하며 각각의 업무에 대해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본업과 부
업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모든 업무가 수평선상에 놓이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를 ‘수평적 노
무제공 관계’라고 부르기로 한다.
수직적 노무제공 관계에서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노동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노무제공 대상
자와 제3자 중 한쪽에게 전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거나 이를 분산하여 양자에게 분배할
수도 있다.
한편 수평적 노무제공 관계의 경우 플랫포머와 발주자 둘 중 어느 쪽에 사용자 책임을 부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복수의 플랫포머 또는 발주자 사이에서 어떻게
사용자 책임을 분배해야 하는지가 더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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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워커

인터넷 플랫폼
A

발주자 A

발주자 B

인터넷 플랫폼
B

발주자 C

발주자 D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 성과급 제도
노동관계와 개인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노동시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지 혹은 노무
제공 결과의 성과물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는지를 볼 수 있다. 노동계약 관계에서 성과주의나
생산량(작업량)에 따른 급여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보수의 많고 적음은 노무제공 성과를 달
성하는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성과물의 완성도나 양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경
우, 성과물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제출한 성과물의 양이 많을수록, 그에 걸린 노동시간이 길
수록 많은 보수가 지불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다.
중국의 음식배달의 경우 보수금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대한 평가가 전통
적인 기준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진다. 주문자가 음식을 주문한 후 배달이 완료되기까지 걸리
는 시간이 짧을수록 배달원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며 배달에 대한 보수금액에도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매회 배달시간이 짧은 만큼 일정 시간 내에 처리하는 배달 건수가 많아지는 데다
배달 단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배달시간이 짧을수록 배달원의 수입이 증가한다.
중국 배달업의 취업실태를 보면, 플랫포머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배
달원의 배달노선이나 소재를 파악하고 배달원에게 유니폼이나 배지 착용을 요구하며 배달원
이 제시간 내에 배달을 완료하지 못하면 배달비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특징을 보면
배달원의 노동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배달원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려면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보수가 증가한다는 점과 노동시간의 길이에 비례하여 보수가 지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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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노동 개념 사이의 충돌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론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일본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 2, 3년 사이의 일이지만, 업무처
리도급(아웃소싱), 근로자 파견, 개인도급, 하청계열(공급망)과 같이 공유경제와 관련되거나
적어도 그 속성을 갖는 취업형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다양하게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규제도 이미 정비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공유경제를 완전히 새로운 사회현
상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전통적인 취업형태와의 관련성을 무시하고 새로운 법적 규제를
고려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파견이나 사내하청 등의 3자 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
나 그 기초가 되는 사용자 책임 소재, 노동자성 인정, 노무제공 과정의 지휘감독에 대한 평가
등은 공유경제 관련 논의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한편 플랫포머의 참여와 빅데이터 기술로 인해 언뜻 전통적인 취업형태로 보이지만 실제로
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의 일반적인 배달원은 음식점에 직접
고용되는 노동자이며 배달원과 음식점은 전형적인 노사관계에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배달원은
플랫포머 또는 그 지역 대리인에 등록되어 있으며 음식점과는 직접적인 법적 관계를 맺지 않
는다. 인터넷 배차 서비스의 경우 일본의 택시업계에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플랫포머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승객 정보를 제공할 뿐, 해당 승객만 태워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어플리케이션의 지시대로 승
객을 태우지 않으면 플랫포머의 평가 순위가 떨어져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도 없다. 승객이
실제로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필요가 있는지 혹은 플랫폼이 자동
으로 구체적인 수송계약을 생성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수송계약이 성립되는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평가 시스템의 운영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관계에서 비정형적인 취업
형태로 전환되는 현상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부문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기존에는 내부 노
동시장에서 두터운 법적보호를 받던 노동자들이 단발적인 업무를 수주하는 도급업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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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이러한 노무형태의 증가량을 봤을 때 공유경제와 관련된 ‘비정형적 취업형태’가 점
차 ‘정형적 취업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의 노동법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① 특정 취업상태하의 당사자에게 계약형태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는 점
② 본업과 부업을 구별할 수 없으며 사용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
③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 성과급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경제와 관련된 다양하고 새로운 취업형태를 기본적인
‘양자 관계’와 ‘3자 관계’로 분류 및 정리하고, 그에 따라 현행 노동법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의 입법 동향으로 새로운 취업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가내노동법’을 개정해야 한
다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가내노동법에서 정한 ‘가내노동자’란 물품의 제조 및 가공 혹은
판매, 또는 이에 대한 도급을 업으로 하는 자와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
주로 노동의 대가를 얻기 위해 그 업무의 목적물인 물품에 대해 위탁을 받아 물품의 제조 또
는 가공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8) 가내노동자가 위탁받는 것은 물품의 제조이며 그 제
조과정에 대해 위탁자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공유경제와 관
련된 노동자는 가내노동자와 매우 유사하다. 가내노동법 규제에 따라 가내노동자에게는 위탁
업무의 내용, 임금수준, 임금지불 기한 등이 명시된 장부가 교부되며, 여기에는 최저임금이나
위탁자가 취해야 할 안전위생조치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
되고 있다. 가내노동법의 노동자 보호 취지가 공유경제하의 노동자 보호에는 어떻게 적용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8) 가내노동법(家内労働法) 제2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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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④ 중국과 일본의 새로운 고용형태와 노동자 보호

Special Feature

중국 공유경제하에서 노동통제와
업무 자주성 : 인터넷 예약 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연구
우칭쥔(吴清军) (중국인민대학노동인사학원 부교수)
리전(李贞) (중국국가텔레비전방송국(CCTV) 인사담당)

■도입
우버(Uber)가 2010년 인터넷 예약 차량의 플랫폼을 출시한 이래, 공유경제(分享經濟)의
고용모델은 사회 각계의 많은 관심과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학계에서 진행되었던 치
열한 논쟁의 주제는 공유경제와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 간의 경쟁규칙을 어떻게 확정할 것
인가 하는 점 이외에도,1) 인터넷 플랫폼과 노동자(인터넷 예약 차량 운전기사) 간에 고용관
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두 주체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참조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양자의 관계를 가장 잘 반
영하는 기준, 즉 노동자들이 노동과정 중에 플랫폼의 업무명령을 수용하고 복종하는지, 또
한 그 수용과 복종이 장기적인지 아니면 단기적인지의 여부이다(Cappelli & Keller, 2013;
* 이 글의 원문은 “分享经济下的劳动控制与工作自主性—关于网约车司机工作的混合研究, Sociological
Studies, 2018, 4, 137-162”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본문의 데이터는 주로 모 모바일 플랫폼 및 인터넷 예약 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고 있다.
학계의 규범을 준수하여 이 모바일 플랫폼은 ‘W 플랫폼’으로 표기한다. 본문은 중국인민대학교 과학
연구기금(중앙대학기본과학연구업무비 특별자금지원) 프로젝트의 성과이다(14XNJ012). 익명의 평론
가의 수정 의견에 감사를 전하며, 본문에 대한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
1) 이 논쟁에 대해서는, 리차드 앨런 포스너(Richard Allen Posner) 등이 2016년 10월 7일에 작성한 미
연방 제7차 순회 항소법원 판결문을 참조하길 바란다(Nos. 16 – 2009, -2077 & -2980, 상세 내용
은 http://caselaw.findlaw.com/us-7th-circuit /1750600.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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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nningham-Parmeter, 2016; Brown, 2016).2)
인터넷 예약 운전자와 인터넷 플랫폼이 고용관계를 형성하는가? 이 문제는 여전히 격렬
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외국의 법원 판례를 보았을 때, 판단 기준과 결과 또한 일관되
지 않는다. 학문적, 정책적, 법률적 논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우버
(Uber) 이후 다양한 공유경제 플랫폼이 등장했다.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Airbnb)로 대표되
는 단기임대주거공유 플랫폼, 메이퇀(美团), 뎬핑(点评)으로 대표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아마
존 메카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로 대표되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등등이 있
다. 이러한 공유경제 플랫폼은 유연한 작업방법으로 많은 수의 노동자를 끌어들였다.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 수는 급증했고(Katz & Krueger, 2016; Harris & Krueger, 2015;
Hall & Krueger, 2016; Farrell & Greig, 2016), 플랫폼 기반 고용모델 또한 다양한 산업 분
야로 확산되고 있다.
공유경제 플랫폼과 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좀 더 훌륭하게 분석하고 토론하기 위해, 본 연구
는 고용관계의 유무를 둘러싼 현재의 논쟁에 끼어드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사회학의 노동과
정 이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플랫폼과 노동자 간의 관계 규정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는 플랫폼이 노동과정을 통제하는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노
동과정의 이론을 차용하여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인터넷
플랫폼은 노동자의 노동과정을 어떻게 규제하고 통제하는가? 둘째, 노동자는 노동과정의 통
제와 감독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노동자의 주관적 의식과 태도는
노동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위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이 논문은 중국 국내의 모 모바일 플랫폼(이하 ‘W 플랫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W 플랫폼의 노동과정을 분석하고, 공유경제 플랫폼의 노동과정과 감
독 및 통제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언급해 두고 싶은 것은, 공유
경제 플랫폼과 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초기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혼합
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운전기사의 업무에 대한 사례연구 및 양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는
2) 이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Harris ＆ Krueger, 2015; Aloisi, 2016; Kennedy, 2016; Kurin, 2017;
Campbell ＆ Price, 2016; Minter, 2017; 常凯, 2016; 王天玉, 2016; Katz ＆ Krueger, 2016을 참조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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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우선 W 플랫폼의 업무 규칙과 관리, 노동자의 업무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는 사례 분
석을 진행하고, 15,484개의 운전기사 표본에 대해서는 양적 분석을 진행한다.

■ 노동과정의 통제 : 산업 생산시대에서 인터넷 시대로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는 마르크스의 노동과정 분석으로 거슬러올라갈 수 있다.《 자본》제1
권에서 마르크스는 노동과정과 관련된 기본 개념과 분석 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마르
크스는 노동과정은 노동자가 사용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활동이자 자본가들이 노
동력을 소비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马克思, 2004). 자본가들은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
해 노동자를 감시·감독·지시하고, 노동과정의 통제 속에서 잉여가치를 최대한으로 착취한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방식과 노동조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노동자의 자본에
대한 예속,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착취, 노동자의 저항과 투쟁의 관점을 제시한다.
《 자본》출판 이후 백여 년 동안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는 응당 받았어야 할 주목을 결코 받
지 못했으며, 이 주제와 관련하여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의 연구는 이론적으로 큰 진전이 없
었다(布雷弗曼, 1979). 1974년 해리 브레이버만(Harry Braverman)의《 노동과 독점자본》
이라는 책 한 권이 발행되었을 뿐이다. 이 책에서, 그는 연구의 초점을 과학적 노동관리와 노
동기술의 쇠퇴에 두었고, 그 후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는 활발해졌다.《 노동과 독점자본》출
판 이후, 학계에서는 브레이버만의 연구에 대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논쟁
의 범위는 광범위했으며, 학자들은 브레이버만의 연구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했다(Elger,

1979; Friedman, 1977; Edwards, 1981). 이들 중 일부 학자들은 브레이버만의 노동과정
에 대한 연구가 노동계급의 주관적인 의식을 다루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3) 이후 앤드류 프
리드만(Andrew Friedman), 리처드 에드워드(Richard Edward)와 마이클 부라보이(Michael
Burawoy) 등과 같은 학자들이 노동과정 연구의 중점을 노동자의 주체성으로 전환시켰는데,
3) 브레이버만(布雷弗曼, 1979: 29)은 “나는 현대 노동자계급의 의식, 조직 또는 활동 수준에 대해 논하
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대자적 계급이 아니라 즉자적 계급으로서의 노동계급에 관한 책이다”라고 밝
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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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부라보이의《 동의의 제조(Manufacturing Consent)》이다. 이 책
에서, 그는 노동자 주체의 인식과 행동을 생산의 차원에 올려놓고 연구했고 노동자가 ‘동의’
하는 의식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자본주의 노동과정에 대한 마르크스주
의의 인식을 심화시켰다(游正林, 2006).
하지만 브레이버만과 부라보이와 같은 학자들이 탐구한 노동과 고용은 모두 대량생산의 산
업화 시대에 발생한 것이다. 이들이 연구했던 노동과정, 노동통제, 노동계급의 주체의식은 모
두 자본-노동의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대 인터넷 기술과 사회경제의 발전은 새
로운 유형의 공유경제 플랫폼과 노동자 집단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전통적인 조직 및 고용관
계는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과 노동의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인터넷 기술을
통해 노동과정을 관리·통제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유경제 플랫폼과 전통적인 고용조직의 노동과정 통제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가장 근본적
인 차이점은 공유경제 플랫폼은 노동자가 업무를 완료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통제
할 뿐,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노동자는 플
랫폼을 통해 명령을 받고 작업을 진행하며 자신의 근무시간, 위치, 휴식 및 휴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심지어 노동공급과 급여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업무 자주성을 갖는다. 그렇
다면 플랫폼 업무의 이 같은 노동통제와 업무유연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학자들은 우버의 사례를 토대로 몇 가지 유용한 시험적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양자의 관계를 바라보는 한 관점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가 업무 중에서 얻는 업무의 자유
는 노동 권익보호의 상실을 전제로 한다. 일부 학자들은 공유경제 플랫폼이 노동자의 집단행
동 참여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고, 또한 노동자들이 플랫폼 조정과 관
련된 일부 내용 및 통제 증가가 야기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부득이하게 감수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Cockayne, 2016). 이러한 위험은 종종 노동자가 유연한 업무를 획득하는 데 수
반되는 균형(trade-off)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고정할 필요가 없는 업무시간의 경우, 자
신의 뜻에 따라 업무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Harris &
Krueger, 2015). 동시에 몇몇 학자들은 노동자들이 노동 권익에 대한 보호를 희생한 대가로
시간의 자유와 유연성을 획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쟁으로 인한 임금하락은 노동시간을 연
장하도록 강요하고, 따라서 노동자는 이제 자유와 유연성을 희생하여 가족 양육을 위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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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Finkin, 2016; Stanford, 2017).
또 다른 한 관점은 업무의 자주성 획득의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업무의 자유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더 엄격한 자본통제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일부 학자들
은 노동자들이 플랫폼에서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생계를 유지하고 내부적인 경쟁우위를 유
지하는 주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플랫폼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무슨 자유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유연성은 단지 위
로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Aloisi, 2016). 결국 시장경쟁을 거치면서 한두 개의 플랫폼만
이 살아남고, 권력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며, 플랫폼 소유자가 가상공간의 독점 자본가
가 된다(Kenney & Zysman, 2016).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고, 재산은 권
력으로 전환되며, 노동자의 수입과 재부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노동조건이 훼손되면서 사
라지고, 노동자와 자본의 역량은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Stone, 2017). 플랫폼 노동을 주요 수
입원으로 사용하는 ‘풀타임(full-time)’ 노동자의 경우, 그들에 대한 플랫폼 통제의 강도는 더
욱 크고(Rosenblat & Stark, 2016), 그들 역시 플랫폼 정책 조정(임금 저하, 노동조건의 악화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위험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게 되는 노동
자가 된다(Rosenblat, 2016). 인터넷에 기반하여 나타난 공유경제는 매우 관대한 것처럼 보
이지만, 실은 ‘탐욕스러운 자본가가 노동자들의 절박한 노동을 화폐화하는 방식’(Henwood,

2015)이고, 공유경제의 번영은 새로운 세대의 전자 피땀 공장이며(Aytes, 2013), 21세기의
새로운 착취이고(Ettlinger, 2016), 이 같은 착취는 더욱 보이지 않는 형태로 진행된다(曹晋 &
张楠华,

2012).

위의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인 고용조직과 비교하였을 때, 공유경제 플랫폼은 인터
넷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고용형태를 통해 노동과정의 통제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다.
플랫폼은 노동자가 업무의 임무를 완료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통제하고, 그 외의 시간은 노동
자가 스스로 관리한다. 동시에 노동자는 노동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어
느 정도의 자주권을 가진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고용모델에서 노동과정에 대한 플랫폼의 통
제와 노동자의 업무 자주권은 공존한다. 이 같은 새로운 고용모델과 노동과정에 대한 플랫폼
의 통제 전략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사례 분석과 곁들어 상세하게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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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플랫폼 노동과정 및 통제 메커니즘
공유경제 플랫폼에서의 노동통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W 모바일 플랫폼을 심층적으로 조
사·연구했다. W 플랫폼이 2014년 인터넷 예약 차량 시장에 진입한 이래, 사업은 빠르게 성
장하여 상하이, 광저우, 선전, 베이징, 청두, 충칭, 항저우 및 기타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사용
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4월 말 현재, 4,888만 7천 명의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다. 이
연구는 W 플랫폼을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했는데, 이 플랫폼의 고용모델과 노동통제 전
략은 현재의 공유경제의 고용관계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유연하고’ ‘자유로운’ 플랫폼 노동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W 플랫폼의 관리자 및 베이징, 청두, 취안저우, 선전 등
지의 인터넷 예약 차량 운전기사를 인터뷰했다. 인터뷰 결과와 플랫폼이 설정하고 있는 프로
세스를 결합하여 운전기사가 플랫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정리했다. 노동과정
을 간략히 묘사함으로써,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 전통적인 고용모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전통적인 고용모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 달리, 운전기사는
면접, 진입(entry), 계약 체결, 훈련, 업무 할당, 협업, 성과 평가, 급여 지불 등과 같은 복잡한
노동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운전기사는 플랫폼에서 등록과 업무 접수의 절차만 수행하면
된다.

첫 번째 노동과정 : 등록
등록 절차는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고, 등록 후 며칠 내에 플랫폼 인증이 완료된다. 등록
을 위해서는 운전기사의 이름, 신분증, 차량모델, 운전면허증, 보험 및 은행 계좌번호 등의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정보 업로드 후에 운전기사는 회사 소개, 고객 소프트웨어 사용방
법, 주문처리 프로세스,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짧은 비디오를 시청하여야 하고, 관련 테스트
를 통과해야 한다. 운전기사에 대한 플랫폼의 평가가 종료된 후, 기사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야 하고, 그 후부터 인터넷 예약 차량의 운전기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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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노동과정 : 업무 접수 및 임무 완수
운전기사의 업무 시작 이후 업무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운전기사가 소프트웨어를 열
고 온라인 버튼 클릭 → 플랫폼은 거리, 서비스 점수 등을 기반으로 정보를 계산한 뒤 운전기
사에게 요청 전송 → 운전기사는 15초 내에 화면을 확인하고 요청을 확인 → 운전기사는 승
객에게 전화를 걸어 승차 위치 확인 → 승객 승차 후, 운전기사는 주행 시작 버튼 클릭 → 목
적지 도착 후, 운전기사는 도착 버튼 클릭 → 운전기사의 승객 평가 및 소프트웨어의 비용 자
동 계산 → 다음 주문 대기.
앞서 언급했듯이, 운전기사가 작업을 시작한 후부터 각 요청을 완료하는 과정은 가상의 생
산라인과 유사하다. 휴대전화 승객 소프트웨어는 운전기사가 생산라인의 각 작업을 완료하도
록 지시한다. 즉 ‘요청 접수 → 위치 확인 전화 → 승객 탑승 → 이동 종료 → 평가’라는 컨베
이어 생산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운전기사는 잠재의식 중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일종의 ‘업무’라고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흥미로운 일’ 또는 ‘APP의 흐름을 따르
는 행위’라고 느끼게 된다. ‘화면 터치와 운전’의 과정을 통해 작업을 완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응하는 보수를 얻는다.
동시에, 운전기사는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기사는 자신의 일
정에 따라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전환할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더 중
요한 것은, 전통적인 고용모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 달리 생산재료인 차량을 운전기사가
직접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운전기사는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
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고용주가 되어라. 당신은 언제 얼마나 일할지를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다’는 W 플랫폼의 슬로건은 업무 ‘유연성’에 대한 운전기사의 인식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W 플랫폼 업무시간과 임무는 자연히 파편화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틈나는 시간에
매번의 거래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컴퓨터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응용
으로 수요와 공급 배치의 효율은 대폭 제고되고, 가상의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업무 프로세스
로 인해 운전기사는 자신이 통제받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W 플랫폼은
자유롭고, 유연하며, 뜻한 대로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선전하면서 운전기사를 플랫
폼으로 흡수하고 있는데, 이 같은 선전은 운전기사로 하여금 자유로운 업무라는 느낌을 형성
하도록 만든다. 전통적 고용조건하에서의 업무와 비교하였을 때 W 플랫폼의 운전기사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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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간 동안 더 많은 자주성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보상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
W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의 택시 업종과 다른 요금 계산방법과 인센티브 체
계를 설계했다. 요금 계산방식과 인센티브 정책을 제정할 때,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결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날씨 및 도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요금이 조정되도록 했다.
따라서 요금 계산과 인센티브 정책의 설계와 실행에서 W 플랫폼은 규칙 제정자의 역할을 수
행한다.
승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W 플랫폼은 차량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요금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16년 9월 15일부터 2017년 4월까지, W 플랫폼은 시장경
쟁의 상황에 근거하여, 최저요금이 적용되는 차량의 주행거리 요금(里程费)은 1km당 1.5위안
하던 것을 1.8위안으로 인상했고, ‘시간요금(時長費)’4)은 분당 0.25위안하던 것을 0.35위안으
로 인상했나, 장거리 및 야간 요금은 변경되지 않았다. 비용의 변화는 <표 1>에 나와 있다.

<표 1> W 플랫폼 차량 서비스 요금 방식
기본요금 기준
차량 등급

1 유형

2 유형

3 유형

시작요금(위안)

0

15

18

최소비용(위안)

10

20

30

주행거리 요금
(위안/km)

1.8

2.3

3.85

주행시간 요금
(위안/분)

0.35

0.4

0.7

장거리 요금

12km 초과 시 1km당 0.8위안 할증 15km 초과 시 1km당 1.2위안 할증 15km 초과 시 1km당 1.9위안 할증

야간요금
(23:00~05:00)

2.2위안/km

3위안/km

5.75위안/km

자료 : W 플랫폼 내부 웹사이트.

4) 역자 주 : ‘시간요금(時長費)’이란 출발지와 목적지의 거리와 운전에 소요된 시간을 고려하여 요금을 계
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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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방식에 따르면, 운전기사는 주문당 기본 수입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W 플랫폼
은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인센티브는 도시마다 차이가 있으며, 매주 변화한다.
특정 기간 베이징의 인센티브를 예로 들어 보면,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5)

① 더블 인센티브 : 피크타임을 제외한 모든 주행에 대해서 기본요금(프리미엄)의 50%를
보상으로 받되, 주문 당 최대 70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피크타임 최저금액 보장 인센티브 : 규정된 특정한 피크타임에 적용한다. 운전기사는 매
시간 최소 45분 이상 온라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적어도 하나의 주문을 완료해야 한
다. 만약 규정된 시간 내 기본요금 및 인센티브 요금이 최저금액 보장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플랫폼은 최저금액 보장 기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③ 우수 운전기사 추가 더블 인센티브 : 플랫폼은 해당 주에 60% 이상의 접수율을 달성했
고 80건 이상을 달성했으며, 4.8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그 주
의 기본요금의 80%를 추가적으로 보상하되, 상한선은 2,000위안이다.
④ 골드 서비스 어워드 : 해당 주 4.8점 이상, 접수율 60% 이상, 가장 많은 건의 주문을 완수
한 100명의 운전기사에게 추가로 400위안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⑤ 신규 운전기사 첫 주 어워드 : 계정을 활성화한 후 7일 이내 5, 10, 15건의 주문을 완료
한 운전기사에게 각각 200, 500, 800위안을 보상한다.

플랫폼 운전기사의 소득은 본질적으로 운전기사의 노동력 가치 혹은 가격이 화폐로 전환된
것이다. W 플랫폼에서 운전기사가 획득하게 되는 수입을 계산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플랫폼
은 시간제임금과 개수임금의 조합과 유사한 보상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 계산방
식은 운전기사에게 강한 인센티브 효과를 준다. 또한 시간과 기간, 지역마다 각각 다른 보상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운전기사로 하여금 ‘흥미로운’ 게임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든다.

5) 시장경쟁하에서 플랫폼은 종종 인센티브 제도를 조정하므로, 2016년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

_83

보이지 않는 ‘고용주’와 관리 : 핵심적인 평가 시스템 속으로
각 요청의 완료 후, 플랫폼은 승객이 승차 경험을 바탕으로 별 1개에서 5개까지 평가를 수
행하도록 장려한다. 양측의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고 양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더욱 균형적
으로 만들기 위해 플랫폼은 쌍방이 평가를 하도록 한다. 즉 운전기사와 승객이 상대방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방향 평가 시스템은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운전기사에게 불공정하다. 승객이 얻은 점수는 승객의 승차 요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운전기사에 대한 승객의 평가는 운전기사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플랫폼은
평가 시스템을 통해 운전기사의 작업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첫째, 운전기사가 업무를 완수하는 방식과 업무환경은 평가 시스템에 의해 통제된다. 플랫
폼이 제공하는 모든 인센티브 제도는 운전기사에 대한 평가와 주문 접수율에 기반을 두는데,
운전기사의 업무 완수 비율은 승객의 평가점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 낮은 평가점수로
인해 승객이 주문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점수는 운전기사가 인센티
브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운전기사의 실질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운전기사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며, 이는 노동과정에서 운전기사
의 일련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승객에게 냅킨, 음료수, 충전기를 제공
하거나, 열정적이고 친절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승객과 대화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든
다. 이 외에도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들을 것인지 또는 에어컨을 가동할 것인지 등과 같은 운전
기사의 업무환경을 결정할 권리 또한 부분적으로 승객에게 양도된다.
둘째, 운전기사의 업무시간 역시 평가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승객이 확인할 수 있는 운전기
사의 평가등급은 운전기사의 최근 500건의 주행에 대한 것이다. 평가등급이 낮은 경우, 운전
기사는 종종 요청 접수건수를 증가시킴으로써 평가점수를 제고하려 한다. 승객이 운전기사에
대해 별 1개로 평가했을 경우, 운전기사는 최소한 별 5개를 5번 받아야 비로소 나쁜 평가에
서 벗어날 수 있다. 게다가 운전기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는
최근 1주의 별 등급과 주문 접수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체계하에서 운전기사는 매 주 평
가되며, 이런 평가체계를 통해 플랫폼은 매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운전기사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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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플랫폼은 평가 메커니즘에 근거하여 운전기사를 징계한다. 운전기사가 특정 점수 이
하를 얻으면 운전기사는 해당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점수가 계속 하락할 경
우, 운전기사의 계정은 비활성화된다. 에드워드 첸(Edward Chen)은 이러한 메커니즘은 플랫
폼이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Chen, 2015). 일부
학자들은 플랫폼이 평가 제도를 사용하여 운전기사의 업무를 통제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고용주의 해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Aloisi, 2016).
넷째, 평가 메커니즘은 감독 및 관리의 권한과 갈등을 다른 부문으로 전이하는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운전기사의 별 등급은 주행 경험에 근거한 승객의 평가점수이
지만, 사실 이러한 평가 메커니즘은 플랫폼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승객에게 감독·관리 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감독·관리 권한의 전이로 인해 운전기사는 노동과정이 플랫
폼에 의해 직접적으로 감독·관리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승객은 자
연히 서비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독은 운전기사의 노동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
며 그 비용은 대단히 낮다. 그 밖에 운전기사가 길을 잘 모른다는 주관적인 원인이든, 목적지
설정이 부정확하다는 객관적인 원인이든, 승객의 기분 변화 등의 요인들이 작용하여 나쁜 평
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모두 운전기사가 부담하게 된다. 승객이 부정적으로 평가
할 경우 운전기사는 승객이 ‘너무 까다롭다’거나 ‘악의적인 부정적 리뷰’라고 불만을 표출할
수는 있지만, 평가체계와 플랫폼의 통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은 크게 감소한다. 플랫
폼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운전기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할 수 있게 되며, 이 감독과정에
서 플랫폼과 운전기사 사이의 갈등은 부지불식간에 소비자와 운전기사에게 전가된다.
다섯째, 평점의 배타성 및 비양도성으로 인해 운전기사는 플랫폼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운
전기사가 플랫폼에서 받는 점수는 특정 플랫폼에서만 유효하며 다른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
전되지 않는다. 운전기사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서 주문을 접수할 경우, 이는 ‘직업생애’
의 종결을 의미한다(Prassl & Risak, 2016). 플랫폼 점수는 운전기사의 수입과 유사하게 운전
기사가 플랫폼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자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누적된 평가 점
수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 특히 플랫폼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높은 점수를 얻은 운전기
사의 경우, 점수의 비양도성은 선택의 자주성에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평가제도 외에도, 플랫폼은 운전기사의 노동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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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과정에서 운전기사는 동시에 타 플랫폼의 요청을 받을 수 없다. 적발되었을 경우 플랫폼
은 운전기사와 협력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평가 메커니즘은 플랫폼이 노동과정을 통
제하는 핵심적 장치이다. 한편 평가 메커니즘은 운전기사의 노동과정을 감독하는 권력을 승
객에게 이전함으로써 플랫폼은 ‘보이지 않는’ 배후의 고용주가 된다. 업무에 대한 은폐된 통
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른 한편 평가점수는 운전기사의 소득 및 평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데, 운전기사가 업무를 완수하는 방법, 방식, 태도를 실직적으로 통제하는 근거가 된다.
지금까지 인터넷 예약 차량 운전기사의 노동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로부터 운전기사는 인
터넷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동
시에 플랫폼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운전기사는 일정 정도 업무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플랫폼이 여전히 통제력을 가진다. 운전기사는 노동과정에서 플랫폼의 업무
지시를 따라야 하고, 노동과정과 노동결과에 대한 플랫폼의 감독과 통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과정에서 플랫폼의 통제와 업무의 자주권이 공존하며, 이러한 특징은 전통적인 고용모델
하에서의 노동과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 업무 자주성과 노동자의 정체성
부라보이는 노동과정 분석에서 노동자의 주체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는 노동자의 체험, 즉 착취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를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
본주의 공장의 ‘따라잡기 게임(Catching-up game)’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메커
니즘으로서의 ‘따라잡기 게임’이 ‘착취’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를 형성하고, 결국 이는 자본이
잉여가치를 취득하는 동시에 잉여가치를 은폐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闻翔 & 周潇, 2007). 부라보이의 분석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따라잡기 게임’에서 주관적인
‘동의’를 형성하게 되지만 자본은 여전히 노동과정 전반을 확실하게 통제하며, 이러한 통제는
브레이버만이 언급했던 ‘구상’과 ‘실행’이 분리된 통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공유경제하에서는 자본이 노동과정을 통제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했다. 인터넷 플랫
폼은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생산 및 서비스 임무 전반을 하나하나씩 세분화하여 노동자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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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으로 업무의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앞서 분석했던 W 플랫폼의 노동과정
처럼, 플랫폼은 전체 업무를 운전기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일 작업으로 전환시키
고, 운전기사의 온라인 노동과정만 통제하며 그 외의 시간은 통제하지 않는다. 공유경제 모델
하에서 통제는 파편화되어 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요청을 접수하지 않으면, 플랫폼은 노동
과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의 업무 자주성은 결코 노동자의 주관적인 감각과
인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업무 자주성과 플랫폼의 통제는 동시에 존재한다. 그
렇다면 이런 파편화된 노동과정의 통제하에서, 노동자는 어떤 주관적인 체험과 느낌을 가지
게 되는 것일까?

‘동의’에 대한 주동적 인정
W 플랫폼은 업무의 자유와 유연성을 선전하면서, 격려의 역할을 하는 요금 계산 메커니즘
을 제공함으로써 운전기사의 업무 적극성을 대폭 증진시키고, 운전기사로 하여금 플랫폼의
규칙을 인정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인터넷 기술 및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업무에 대
한 운전기사의 인식과 느낌은 비교적 크게 변화한다(粟瑜 & 王全兴, 2016). 운전기사를 인터
뷰한 결과, 운전기사는 플랫폼의 감독과 제어뿐만 아니라 업무의 자유와 유연성을 동시에 느
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플랫폼 감독과 업무의 자유가 혼재된 노동과정에서 운
전기사는 부라보이가 말한 ‘동의’와 유사한 것을 형성한다. 이러한 ‘동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나타난다.
첫째, 업무 자주성 및 유연성에 대한 인정이다. 플랫폼은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하
여 모든 단계의 업무의 임무를 ‘게임’ 속으로 체화시켜, 운전기사가 ‘생산’을 완료하는 동안 지
루하고 단조롭지 않게 느끼게 한다. 오히려 운전기사는 업무가 흥미롭다고 느끼게 되고 격려
를 받게 되며, 그 결과 플랫폼의 규칙을 더 따르게 되고,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거나 심지어
초과하는 ‘생산량’을 만들어낸다.
한편 운전기사가 플랫폼에 진입하는 이유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일부 운전기사는 전업
으로 인터넷 예약 차량을 운영하는데, 그 동력은 이 업무가 가져다 주는 경제적 수입에서 나
온다. 일부 운전기사는 사회적 교류를 위해서 플랫폼에 진입하는데, 시간 보내기는 곧 승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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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을 나누는’ 것이 된다. 흥미 때문에 공유경제 추세에 편승하려고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플랫폼 노동은 운전기사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
플랫폼 업무가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주문 접수’의 방식을 통해 업
무를 할당하기 때문이다. 운전기사는 언제 어디서나 플랫폼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업
무의 가장 큰 특징은 업무 안배의 유연성이다. 이처럼 유연한 업무에 참여하는 노동과정에서,
비록 운전기사의 업무가 육체적∙정신적인 피로감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인터뷰
를 통해 플랫폼 노동은 그들에게 ‘상대적인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다른
기술이 없는 운전기사는 운전 외에 더 좋은 취업의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인데, 실업이나 지
속적인 구직 과정에서 얻게 되는 스트레스와 불안과 비교했을 때, 플랫폼 노동은 일시적으로
나마 그들을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불법택시’ 영업을 했던 일부 운전자들도 인터넷 예약
차량 운전기사로 되었는데, ‘이리저리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플랫폼에 참여하게
된 경우다. 그 밖에 충분한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는 일부 운전기사는 수입이 없이 놀기보다
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추가 수입을 올리고자 한다. 운전기
사가 플랫폼에 가입하려는 다른 동기에 차이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러한 ‘상대적 만족감’은
운전기사로 하여금 플랫폼의 규칙을 주동적으로 인정하도록 만들고 있다.
둘째, 인터넷 규칙의 투명성에 대한 인정이다. 승객과 운전기사가 거래하는 플랫폼으로서
의 인터넷 플랫폼은 거래 규칙의 투명성이나 보상체계의 투명성은 모두가 운전기사를 플랫
폼에 가입시키는 중요한 유인책이 된다. 투명한 규칙은 거래비용을 줄이고 양 당사자의 신뢰
를 증진시킨다. 운전기사의 경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상체계의 투명성과
공개성이다. 플랫폼은 기본요금의 기준과 인센티브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일부 운전기
사들은 ‘돈이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불확실하다’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공개적이고 투명한 보
상 규정은 운전기사로 하여금 ‘많이 일하면 많이 얻는다’는 공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다.
또한 승객의 승차 수요를 자극하고 운전기사가 승차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플랫폼
이 제공하는 초기 보조금은 대단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많은 운전기사들은 이를 통해 소득
이 대폭 증가되었다고 느낀다. 게다가 플랫폼의 수입 결산 주기는 주 단위이기 때문에 운전기
사는 승객 주문의 접수 소프트웨어에서 자신의 소득 변화를 빠르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운전기사로 하여금 플랫폼 규칙을 더욱 주동적이고 빠르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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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도록 만든다. 부라보이가 말한 것처럼 ‘게임에 참여하면서도 게임의 규칙에 의문을 제기
할 수 없는’(布若威, 2008: 82) 상황이 노동자로 하여금 플랫폼의 규칙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견고한 토대가 된다.
셋째, 플랫폼 인센티브 메커니즘에 대한 인정이다. 운전기사는 플랫폼이 설계한 작업 게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부지불식간에 노동 할당량을 달성한다. 플랫폼의 기본 주행거리 요금
과 주행시간 요금의 설정이 전통적인 택시의 요금 계산 모델과 유사하다고 한다면, 플랫폼의
각 항목의 인센티브 규칙의 실행은 운전자로 하여금 온라인 시간과 주문 접수량을 대폭 증가
시키도록 만들고 있다. 각 항목의 인센티브를 획득하기 위해 운전기사는 자발적으로 온라인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가능한 한 많은 승차 요청을 완수하려고 한다. 전통적인 택시 운전자가
매일 ‘먼저 오늘의 사납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플랫폼 운전자는 ‘먼저 오늘의 주문
량을 달성해야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인센티브와 달리, 플랫폼 보상 규칙은 언제
든지 바뀔 수 있다. 플랫폼이 다양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운전기사는 단거리 주
행을 선호한다. 그들의 말을 빌자면, ‘승차 요청을 충분히 받아서 먼저 보조금을 챙겨야 한다’
는 것이다. 더 많은 작업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기사는 부지불식간에 더 많은 노동을 투
입하게 된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칙은 게임의 재미를 증가시키고, 운전기사로 하여금
플랫폼이 지정한 규칙 속으로 빠져들도록 만든다.
부라보이에 따르면, 산업화된 대량생산하에서는 자본이 전체 노동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
하지만, 자본주의의 ‘따라잡기 게임’의 이데올로기가 착취에 대한 노동자들의 ‘동의’를 만들어
낸다(布若威, 2008). 그러나 공유경제의 노동과정에서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통제는 파편화
되었으며, 노동과정에 대한 플랫폼의 통제와 노동자의 자주성은 병존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터넷 플랫폼과 업무 규칙에 대한 인터넷 예약 차량 운전기사의 인정을 살펴보았다. 이 같은
인정의 주관적인 체험은 부라보이가 묘사한 ‘동의’보다 훨씬 강력하다.

‘동의’에 대한 피동적 수용
부라보이는 자본은 자본주의 공장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동의’를 만들어낸다
고 주장했지만, ‘동의’의 체험이 노동자가 주동적으로 형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의 강력한

>>

_89

역량에 밀려서 피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공유경제의 노동과
정에서는 노동자의 자주성과 플랫폼의 통제가 병존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은 다음과 같다. 즉 노동자는 인터넷 플랫폼 및 작업 규칙을 주동적으로 인정하는데, 노동자
들의 이러한 인정의 주관적인 체험은 노동자가 노동과 자본의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피동적
수용으로부터 형성된다는 점이다.
모든 운전기사가 플랫폼 업무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수요의 포화상태와 플랫폼 보
상의 감소로 인해 일부 운전기사는 점차 불만족을 느낀다. 일부 운전기사는 플랫폼이 제정
한 규칙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몇몇 운전기사들은 “20%에 달하는 플랫폼 관리비용이 너
무 높다. 현재의 수입을 계산해보면, 이 비율은 택시 운전기사 사납금보다도 높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일부 운전기사는 업무시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들은 “업무
에 메여서 허둥대면서 일하고 있다. 아침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해서 계속 운전하고 있는 중이
다. 이제 러시아워여서 택시 영업도 시작되었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 없
다”라고 말했다. 일부 운전기사는 평가 메커니즘의 영향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그들은 “과거
에는 나의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일부 승객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에게 별 1개를 주
었고, 나도 평점을 높일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비록 운전기사들은 이 같은
압력을 느끼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칙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플랫폼은 승
객과 우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비교적 만족하고 있으며, 더 많은 보상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업무에 대한 운전기사의 불만이 확실히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운
전기사가 불만에 대응하는 방식은 의문을 제기한 후 계속 몰두하여 일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업무시간을 증가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며, 승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획득하는 방식
으로 계속 일한다. 부라보이(布若威, 2008: 102)가 말했듯이, “존재하는 불만은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생산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예약 차량 운전기사의 플랫폼 규칙 인정과 피동적인 수용은 병존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력은 여전히 인터넷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다. 플랫폼 회사의 홍보에 따르면, 운전
기사는 자신의 자산(인터넷 예약 차량)을 소유한 독립적인 파트너이고, 자신이 자신을 관리
하며, 플랫폼의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운전기사의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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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와 그의 노동은 여전히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비자는 휴대전
화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서비스를 받고, 주문은 수십 초 또는 몇 초 내에 접수되며, 운전기사
는 지정된 시간 내 규정된 위치에서 승객을 맞이하도록 요청받는다. 이 모델은 점차 소비자가
기술과 장비의 정확성을 이용하여 운전기사에게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운전기
사는 플랫폼과 소프트웨어가 현실에서 연장된 것과 같은 존재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운전기사에게 요구되는 주행 기술은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크고, 운전기
사는 더욱 더 치열한 경쟁적 환경에 직면한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플랫폼과 소비자는 운
전기사를 영업용 택시운전기사와 같은 값이 싼 노동력으로 간주한다. 즉 노동이 서서히 상품
화되는 것이다. 비록 운전기사가 스스로 생산수단을 제공하지만, 그 노동은 플랫폼에 종속되
는 것이다.
둘째, 노동자는 더욱 더 원자화된다. 개별적인 경쟁 메커니즘의 도입과 갈등의 전이를 통해
서 플랫폼에 속한 운전기사는 점차 원자화된 개인으로 분산된다. 특히 겸직 운전기사의 경우,
다른 ‘동료’와 많은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플랫폼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운전기사는 그들
이 처해 있는 배경과 상황이 유사한데다, WeChat 그룹도 공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공식 조
직이 공통 목표를 위해 단결하기는 어렵다. 플랫폼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결국에
는 영향력이 큰 한두 개의 플랫폼만 살아남을 것이고, 노동자와 자본 간의 역량 불균형은 점
점 심화될 것이다. 플랫폼이 제정한 규칙에 대해 노동자는 더욱 무능력해질 것이며 플랫폼의
규칙을 피동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W 플랫폼은 ‘유연하고 자주적인’ 업무를 선전하여 전통적인 노동시장에서 많
은 프리랜서와 여가시간이 많은 노동자를 끌어들였다. 노동자가 W 플랫폼에 진입하여 운전
기사가 된 후, 플랫폼은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보상 메커니즘과 실시간 평가 메커니즘을 통해
서 노동자의 노동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통제는 운전기사의 노동
환경, 업무방식, 노동시간 등에 침투되어 있고, 노동자로 하여금 자주적 혹은 피동적으로 플
랫폼의 규칙을 인정하도록 만들며 최종적으로는 플랫폼과 협력하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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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하에서의 업무 정체성
공유경제하에서의 업무 정체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우선 위에서 분석했던 내
용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 일부 학자들이 공유경제하에서의 노동자
의 주관적 의식을 노동과정의 관점에서 분석한 바 있는데,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부라보이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플랫폼의 업무는 가상적 네트워크 및 핸드폰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노동자들이 IT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의 지휘를 받는 것처럼 보여 마
치 ‘상사가 없다’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지만(Steinmetz, 2015), 실질적으로는 플랫폼은 데이
터 베이스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고용주의 역할을 하고 있고(Aloisi, 2016), 노동자는 그 통
제를 느끼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 전략에 의해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Cockayne, 2016). 플랫폼은
자사의 운영 모델을 공유(共享)로 정의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합의 또는 동의가 형성되는
쌍방 사이에만 자본이 운용되도록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유는 발생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Rogers, 2015). 공유경제(分享經濟)하에서 ‘공유(共享)’, ‘임무’, ‘도움’, ‘서비스(服
务)’와 같은 단어는 ‘일(工作)’, ‘노동자’, ‘노동’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고, 노동자들은 이들 말

뒤에 은폐되어 ‘보이지 않는 노동자’로 되고 있으며, 점차 IT 장비, 가상적 플랫폼, 핸드폰 소
프트웨어의 연장선으로 인지되고 있다는 것이다(De Valerio, 2015).
두 번째 관점은 노동자의 업무 선택의 지향성에 대한 연구이다. 몇몇 학자들은 플랫폼 업무
가 노동과정에서 노동자의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을 느끼게 함으로써 일부 노동자
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통제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Wheatly, 2017).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소 이외에, 노동자로 하여금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요인에는 많은 심리적인 요소가
포함된다.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은 부정적인 심리적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도
한다. 플랫폼은 노동력 시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노동자 집단을 흡수하고 있다. 일부 노
동자들은 실직으로 인한 공허함, 수치심 및 자기비하를 피하기 위해 플랫폼 업무에서 과거 훈
련에서 습득한 기술을 사용한다(Murgia, 2013). 그들은 보호장치가 없는 플랫폼의 업무에 기
꺼이 종사하고, 스스로를 관리한다(Self-governance)(蒋大兴 & 王首杰, 2017). 또한 일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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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는 플랫폼이 긍정적인 심리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Ettlinger, 2016).
위에서 분석한 사례를 보았을 때 두 가지 관점 모두 어느 정도 편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
다. 첫 번째 관점은 노동과정에 대한 플랫폼의 통제와 인터넷 기술이 야기하는 ‘착취’의 은폐
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 관점은 산업화의 대량생산 시대에 대한 부라보이의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노동과정 통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파편화의 특징에는 주목
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관점은 개별 노동자의 선택의 주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주동적
으로 플랫폼의 규칙을 받아들이는 시각에서 노동자의 주관적 의식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 통제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고 있다. 사례연구를 통
해 우리는 공유경제하에서 노동통제의 파편화라는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 노동통제와
자주성이 병존하고 주장한다. 이는 인터넷 플랫폼과 업무 규칙에 대한 노동자의 주관적 인식
에는 주동적인 수용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과정 중에서 형성되는 착취에 대한 피
동적 ‘동의’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데이터 분석 및 결과
부라보이의 관점에 따르면, 자본이 노동과정을 통제하는 가운데 노동자는 주관적 인식상의
‘동의’를 만들어내고, 더욱 큰 잉여가치를 창출한다. 그렇다면 플랫폼의 파편화된 통제가 이
루어지고 있고, 운전기사가 일정 정도의 작업 자주권을 가지는 노동과정의 환경하에서 운전
기사의 주관적인 의식은 그들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가? 공유경제와 노
동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사례연구에 기초
하여, 양적연구의 방법으로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문의 데이터는 두 부분이다. 첫 번째 부분은 설문조사 데이터이다. W 플랫폼의 도움을 받
아서 우리는 2016년 5월에 휴대전화 고객의 푸시를 사용하여 운전기사에게 설문지를 배포
하였다. 데이터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할당표본 방식을 사용했는데, 총 15,484개의 유
효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표본 지역은 베이징, 청두, 항저우, 선전, 허페이, 충칭, 창사,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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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등 9대 주요 도시이다. 설문지의 내용은 운전기사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징, 업
무 내용, 업무에 대한 평가 등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설문조사의 피면접인에 대한 플랫
폼의 번호에 근거하여, 플랫폼에서 이들 피면접인을 제외한 나머지 운전기사에 대한 데이터
이다.

연구가설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이론에 따르면, 자본가가 더 많은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은 두 가
지가 있다. 첫째,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거나 노동강도를 높이도록 강요하는 것,
즉 절대적인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둘째, 기술발전을 통해 필요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남은 노동시간을 상대적으로 연장하여 상대적인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공유경제 플랫
폼에서 자본은 기술을 통해 거래비용과 시장 마찰을 줄이고 소비자와 운전기사 간의 연결 속
도와 효율을 대폭 향상시킨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정의한 두 가지 종류의 잉여가치에 따르면,
본 연구는 자본이 기술을 통해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상대적 잉
여가치와 관련하여, 현재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그것을 측정∙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
에 여기에서는 자본이 기술을 통해 획득한 상대적 잉여가치는 검토하지 않는다. 본문은 절대
적 잉여가치, 즉 운전기사의 업무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운전기사가 통제되는 정도를 측정한
다. 따라서 본문은 운전기사의 업무시간을 데이터 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노동과정에 대한 사례연구에 근거하여, 우리는 운전기사가 플랫폼의 보상 및 평가 메커니
즘, ‘자유롭고 유연한’ 업무방식에 영향을 받고, 플랫폼에 의해 관리·감독되는 동시에 플랫폼
의 규칙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본문의 독립변수는 플랫폼이 다음의 세가
지 차원에서 운전자에 끼치는 영향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측정한다.
① 플랫폼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가? ② 평가 메커니즘이 자신으로
하여금 승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③ 플랫폼의 업무의 유
연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가? 이와 동시에, 우리는 사례연구를 통해 플랫폼에서 운전기사의
업무시간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들의 신분, 즉 풀타임인지 겸직인지의 여부
라는 것을 발견했다. 풀타임 운전기사와 겸직 운전기사는 업무시간, 태도, 동기, 업무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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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문은 두 그룹을 구분하여 연구한다.
위의 분석과 토론을 토대로, 본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H1a: 플랫폼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인정하는 풀타임 운전기사의 플랫폼에서의 노동시간
이 더 길 것이다.
H1b: 플랫폼의 평가 메커니즘을 인정하는 풀타임 운전기사의 플랫폼에서의 노동시간이
더 길 것이다.
H1c: 플랫폼에서의 업무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풀타임 운전기사의 플랫폼에서의 노동시간
이 더 길 것이다.
H2a: 플랫폼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인정하는 겸직 운전기사의 플랫폼에서의 노동시간이
더 길 것이다.
H2b: 플랫폼의 평가 메커니즘을 인정하는 겸직 운전기사의 플랫폼에서의 노동시간이 더
길 것이다.
H2c: 플랫폼에서의 업무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겸직 운전기사의 플랫폼에서의 노동시간이
더 길 것이다.

변수 처리와 조작화
독립변수
본문은 세 개의 독립변수를 선택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기사가 플랫폼의 인센티브를 인식했는지의 여부이다. ‘플랫폼의 인센티브 메커니
즘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1, ‘아니다’는 0으로 전환한다.
둘째, 운전기사가 평가 메커니즘을 인지했는지의 여부이다. ‘평가 메커니즘이 당신으로 하
여금 승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1, ‘아니다’는

0으로 전환한다.
셋째, 운전기사가 업무의 유연성을 인지했는지의 여부이다. ‘플랫폼 업무가 더욱 유연하다
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1, ‘아니다’는 0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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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본문이 선택한 종속변수는 노동시간이다. 노동시간 측정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는 플랫폼에
서 표본을 추출한 조사기간 이전의 10주 동안 노동한 시간인데, 10주간 각 표본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종속변수로 삼았다.

통제변수
본문이 선택한 통제변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업무와 관련된 직업변수이다. 인구통계학
변수는 출생연도, 성별, 최종학력, 결혼 여부, 호적 상태, 자녀 수, 소재 도시 등을 포함한다. 업
무와 관련된 직업 변수는 인터넷 예약 차량의 영업시간을 포함한다.
‘출생연도’는 설문조사 시행 해인 2016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데 사용하고, 그 뺀 수치로
부터 운전기사 연령의 연속변수를 얻는다.
‘성별’은 남성은 1로, 여성은 0으로 변환한다.
‘최종학력’은 ‘교육을 받은 연수’의 연속변수로 변환하는데, ‘중학교 이하’는 9, ‘일반∙실업계
고등학교’는 12,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16, ‘석사 이상’은 19로 변환한다.
‘결혼 여부’는 ‘예’는 1, ‘아니오’는 0으로 변환한다.
‘호적 상태’는 ‘본 지역의 호적인지 여부’에 대해 ‘예’는 1, ‘아니오’는 0으로 변환한다.
‘자녀 수’는 수에 따라 0, 1, 2, 3의 연속변수로 변환한다.
‘소재 도시’는 ‘1선 도시인지 여부’에 따라 ‘예’는 1, ‘아니오’는 0으로 변환한다.
설문 답변 시간과 첫 번째 주문 접수 시간 차이는 운전기사가 플랫폼에 진입한 업무시간의
연속변수로 사용된다.

표본의 기술적 통계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표본 운전기사의 전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운
전기사의 평균 연령은 35.9세이며 그중 25~44세 운전기사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둘째,
남성 운전기사의 비율은 여성 운전기사의 비율보다 훨씬 높은데, 전체의 95.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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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운전기사의 절반 수준(48.1%)의 학력은 일반·실업계 고등학교 수준이고, 학사학위 이
상은 12.3%이다. 넷째, 84.7%의 피면접인은 기혼이고, 평균 자녀 수는 1.3명이다. 다섯째, 운
전기사의 65.0%는 해당 지역의 호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외래인구’가 플랫폼 운전
기사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피면접 운전기사의 53.2%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 도시 출신이고, 46.8%는 기타 비1선도시 출신이다.
‘운전이 당신의 유일한 직업입니까?’라는 질문지에 대한 답변에 근거하여 W 플랫폼의 운전
기사를 풀타임과 겸직 운전기사로 구분한다. 15,484개의 표본 중에서 풀타임은 42.48%이고

<표 2> W 플랫폼 내 풀타임 및 겸직 운전기사의 인구통계학적 결과
변수

연령(세)

범주

학력

결혼여부

자녀 수

도시 구분

호적 상황

겸직 운전기사

24세 이하

5.0

3.8

25~34세

44.9

42.5

35~44세

33.3

39

45~54세

14.9

13

55~64세

1.9

1.6

0

0

남성

97.5

97.4

여성

2.5

2.6

초등 이하

24.2

11.8

중고등

55.1

43

전문대학

15.5

27.7

대학

4.9

16.3

석사 이상

0.3

1.3

기혼

83.6

85.5

0명

6.1

7.8

1명

55.5

63.3

2명

33.6

26

3명 이상

4.9

2.9

1선 도시

59.0

48.9

41

51.1

해당 지역 호구

35.9

51.3

타 지역 호구

64.1

48.7

65세 이상
성별

풀타임 운전기사

비1선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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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은 57.76%이다. 양자를 비교해보면, 겸직 운전기사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고, 해당 지
역의 호적을 가진 자의 비율도 높다.
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과 관련하여, 풀타임 운전기사의 평
균연령은 35.8세이고 겸직 운전기사의 평균연령은 36.1세로 양자의 연령구성과 평균연령의
차이는 크지 않다. 둘째,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겸직 운전기사 중 고등교육(학부 이상)을 받은
자의 비율은 17.6%로, 풀타임의 5.2%보다 훨씬 높다. 셋째, 겸직 운전기사 중 해당 지역의 호
적을 가진 자의 비율은 51%로 풀타임 운전기사의 36%보다 훨씬 높다. 넷째, 가정 상황과 관
련하여, 겸직 운전기사 중 기혼 비율은 85.5%로, 풀타임 운전기사보다 2%p 높다. 그중 풀타
임 운전기사의 자녀 수는 평균 1.37명으로 겸직 운전기사 1.24명보다 약간 높다.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에 대한 통계적 묘사
<표 3>은 운전기사의 주관적 인정을 측정하는 세 가지 독립변수에 대한 통계적 묘사이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 규칙에 동의하는 풀타임 운전기사의 비율은 겸직 운전기사
에 비해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풀타임 운전기사의 45.3%, 겸직 운전기사의 43.2%가 플
랫폼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인정하고 있고, 풀타임 운전기사의 56.9%와 겸직 운전기사의

52.0%가 플랫폼의 평가 메커니즘을 인정하고 있으며, 풀타임 운전기사의 50.3%와 겸직 운
전기사의 40.0%는 플랫폼 업무의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아래의 회귀분석은 다음 세 가지
독립변수를 적용하여 풀타임 및 겸직 운전기사가 인정하는 플랫폼의 규칙이 초과노동을 야
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표 3> 주관적 인정에 대한 통계적 묘사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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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평가 메커니즘은
당신이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욱 규범적으로 만든다

플랫폼 업무는 더욱 유연하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풀타임

45.3

54.7

56.9

43.1

50.3

49.7

겸직

42.3

57.7

52.0

48.0

4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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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의 업무시간에 대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플랫폼에서 운전기사가 수행하고 있는 평
균 업무시간은 27.2시간이다. 그중 풀타임 운전기사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2시간이고
겸직 운전기사는 20.1시간이다. 풀타임 운전기사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겸직 운전기사의

1.85배이다.

회귀분석
본문은 플랫폼에서의 운전기사의 업무시간을 종속변수로 운전기사가 플랫폼 규칙을 인정
하는 세 가지 측면을 독립변수로 삼았고,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통제하였으며 두 집단을
구분하여 인정이 노동공급으로 전환되었는지를 분석했다.6)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모델
을 만들었다.

Y = ⍺0 + ⍺1Motive + ⍺2Star + ⍺3Flex + ⍺nXn + ε
여기서 Y는 최근 10주간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나타낸다. Motive는 가변수인데
“플랫폼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측정한
다. Star 역시 가변수인데 “점수 평가 메커니즘은 당신으로 하여금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를 더욱 규범적으로 만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측정한다. Flex도 가변수인데 “플
랫폼 업무가 유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측정한다. Xn은 인구통
계학적 변수로 이 업종에 진입한 시간, 연령, 성별, 학력, 결혼여부, 호적상황, 자녀 수, 도시 등
을 포함한다. ε은 오차를 나타낸다.
본문은 Stata를 사용하여 위 모델에 대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다중공선성을
유발하는 변수를 선별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고자 했다.

6) 업무태도와 인지, 업무동기와 업무평가 등과 관련하여, 겸직과 풀타임 운전기사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
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두 집단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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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 : 풀타임 운전기사 집단
위의 모델을 사용하여 풀타임 운전기사 집단과 관련된 변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고, 기타
변수를 통제한 기초 위에서 획득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플랫폼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인정하고 있는 풀타임 운전기사는 그 메커니즘을 인
정하지 않고 있는 풀타임 운전기사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을 공급하고 있다. 인센티브 메커니
즘을 인정하고 있는 운전기사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2.7시간 더 많다. 평가 메커니즘이 자
신의 노동행위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풀타임 운전기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풀타임
운전기사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자는 후자보다 주당

<표 4> 풀타임 운전기사 집단의 회귀분석 결과
(N=5,335)
변수

회귀계수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우수하다(참고집단 : 그렇다)

2.666 ***
(.582)

점수평가가 자신의 서비스를 더욱 규범적으로 만든다(참고집단 : 그렇다)

1.313 **
(.588)
.0108 ***
(.00236)

진입 시기
연령

.278 ***
(.0389)

성별(참고집단 : 남성)

4.838 **
(1.913)

교육수준

-.586 ***
(.127)

호적(참고집단 : 해당 지역)

-10.71 ***
(.665)

자녀 수

.341 **
(.146)

도시(참고집단 : 1선 도시)

1.678 ***
(.609)
29.27 ***
(2.854)

상수
R²

.087

주 : 1) *p < 0.1, **p < 0.05, ***p < 0.01.

2)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유의미한 독립변수와 회귀계수만 표기함. <표 5>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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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더 일한다. 절반 정도의 풀타임 운전기사가 플랫폼 노동이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플랫폼 노동의 유연성을 인정하도록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귀방정식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기타 통제변수 중에서, 남성, 1선 도시, 해당 도시의 호적을 가지지 않은 풀타임 운전
기사는 여성, 비1선 도시, 해당 도시의 호적을 가진 풀타임 운전기사보다 각각 주당 평균 4.8
시간, 1.7시간, 10.7시간 더 일하고 있다. 이 업종에 진입한 시간, 연령, 교육수준, 자녀 수는
노동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영향의 정도는 비교적 작았다.
셋째, 분산확장계수 VIF 테스트를 한 후에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겸직 운전기사 집단의 회귀분석 결과
위의 모델을 사용하여 겸직 운전기사 집단7)과 관련된 변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고, 기타
변수를 통제한 기초 위에서 획득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노동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겸직 운전기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인정하지
않는 겸직 운전기사보다 1시간 더 많다. 플랫폼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우수성 또는 점수 평가
메커니즘이 자신의 서비스를 더욱 규범적으로 만드는지의 여부는 겸직 운전기사 집단의 노
동시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둘째, 기타 통제변수들 중에서, 해당지역의 호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겸직 운전기사 및 1선
도시의 겸직 운전기사는 해당 지역의 호적을 가진 겸직 운전기사, 비1선 도시 겸직 운전기사
보다 각각 4.5시간, 2.5시간 더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연령 또한 겸직 운전
기사의 노동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비교적 작았다. 다른 통
제변수는 유의성 부족으로 제외되었다.
셋째, 분산확장계수 VIF 테스트 후,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역자 주 : 원문에는 ‘풀타임 운전기사 집단’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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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회귀분석 결과 : 겸직 운전기사 집단
(N=7,121)
변수
업무유연성(참고집단 : 그렇다)

회귀계수
.978 **
(.393)

교육수준

-.605 ***
(.0796)

호적(참고집단 : 해당 지역)

-4.461 ***
(.427)

이 업종 진입 시간

.00875
(.00158)

연령

.278 ***
(.026)

도시(참고그룹 : 1선 도시)

2.529 ***
(.402)
18.43 ***
(1.464)

상수
R²

.065

주: *p < 0.1, **p < 0.05, ***p < 0.01.

소결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위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 가설을 검증했다. 첫 번째 가설 세트에
서, 가설 H1a와 H1b는 성립되고, 가설 H1c는 성립되지 않는다. 두 번째 가설 세트에서, 가설
H1a와 H2b는 성립되지 않고 H2c는 성립된다. 그러므로 회귀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인센티브 또는 평가 메커니즘을 인정하고 있는 풀타임 운전기사는 더 많은 노동
을 투입한다. 절반 정도의 풀타임 운전기사는 플랫폼 노동이 유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노동시간은 플랫폼 노동의 유연성을 부정하는 풀타임 운전기사와 비교하였을 때 명확한 차
이는 없다. 반면 겸직 운전기사에 대한 분석은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의 유
연성을 인정하는 겸직 운전기사는 부정하는 겸직 운전기사보다 더 많은 노동을 투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센티브 메커니즘과 평가 메커니즘에 대한 인정 여부는 겸직 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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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노동시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환언하면, 플랫폼이 운전기사로 하여금
플랫폼의 규칙을 인정하고, 만족하도록 만들고, 나아가 협력을 이끌어내는 메커니즘하에서,
인센티브 메커니즘과 점수 평가 메커니즘은 풀타임 운전기사로 하여금 노동시간을 연장하도
록 만들지만, 노동의 유연성에 대한 인정은 겸직 운전기사로 하여금 노동시간을 연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

■ 결론 및 토론
본문은 혼합적 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여 W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
구를 통해 업무 중의 통제, 노동자의 주체성, 노동공급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
였을 때, 우리의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본문은 마르크스주의 노동과정 이론을 당대에 응용하고 확장했다. 마르크스 이후, 브
레이버만, 에드워드, 프리드만, 부라보이 등의 학자들은 노동과정이론의 확장에 큰 공헌을 했
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당대에서도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노동과정에 대한 초점을 유연한 고용형태에 두고,
노동자의 주체성을 분석했는데 이는 노동과정이론을 당대에 응용하고 확장한 것이다.
둘째, 본문은 공유경제에 대한 학계 연구를 풍부하게 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이제 막 발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유경제에 대한 최근의 학계의 연구는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의 연구는 공유경제의 정의, 유형 등 탐색적 연구에 편중되어 있
고, 전면적인 묘사적 연구와 심도 있는 해석적 연구는 부족하다. 본문은 공유경제하에서 업무
의 새로운 특징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노동과정 통제와 노동자의 주관적 의식이 산업
화의 대량생산체제하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셋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본문은 혼합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공유경제 중의 노동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했다. 사례연구의 결과를 양적 분석으로 보완함으로써 연구방법 면에서
이 영역의 연구를 풍부하게 했다.
혼합적 연구를 통해 공유경제가 인터넷 플랫폼과 기술에 기반을 두어 업무와 노동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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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공유경제 고용방식하에서는 파편화된 통제와
노동자의 업무 자주성은 병존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고용방식은 또한 플랫폼과 플랫폼 규
칙에 대한 노동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체험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데, 주동적 인정과 피동적
수용은 부라보이가 묘사한 ‘동의’보다 더욱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노동자가 어느 정도의 업무 자주성을 누리고 있지만, 노동자가 플랫폼에서 일할 때 노
동과정에 대한 플랫폼의 통제는 더욱 강해지고 더욱 은폐된다. 노동자를 자극하는 보상 메커
니즘과 업무설계를 통해 노동자는 부지불식간에 게임 과정에 참여하여 업무를 완수하거나
심지어 초과 달성하게 된다. 동시에 플랫폼은 별 등급 평가 메커니즘을 통해, 또 소비자의 감
독을 기초로 운전기사의 업무시간, 업무방식, 업무환경을 실직적으로 통제하고, 고용주와 유
사한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은 인센티브 메커니즘, 평가 메커니즘, 관리·
감독 메커니즘 등의 설계를 통해 플랫폼은 운전기사의 노동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노동자로 하여금 불만보다는 인정을, 저항보다는 협력을 하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자본의
재생산을 실현한다.

참고문헌

· 布雷弗曼，哈里(1979),《 劳动与垄断资本》，方生等译，北京: 商务印书馆。
· 布若威，迈克尔(2008),《 制造同意———垄断资本主义劳动过程的变迁》，李荣荣译，北京: 商务印书馆。
· 曹晋、张楠华(2012),《 新媒体、知识劳工与弹性的兴趣劳动———以字幕工作组为例》,《 新闻与传播研究》第5期。
· 常凯(2016),《 雇佣还是合作，共享经齐依赖何种用工关系》,《 人力资源》第11期。
· 蒋大兴、王首杰(2017),《 共享经济的法律规则》,《 中国社会科学》第9期。
· 马克思(2004),《 资本论》，中央编译局译，北京: 人民出版社。
· 粟瑜、王全兴(2016),《 我国灵活就业中自治性劳动的法律保护》,《 东南学术》第3期。
· 王天玉(2016),《 基于互联网平台提供劳务的劳动关系认定———以“e 代驾”在京、沪、穗三地法院的判决为切入点》,
《 法学》第6期。

104_

2019년 3월호 <<

· 闻翔、周潇(2007),《 西方劳动过程理论与中国经验: 一个批判性的述评》,《 中国社会科学》第3期。
· 游正林(2006),《 管理控制与工人抗争———资本主义劳动过程研究中的有关文献述评》,《 社会学研究》第4 期。

· Aloisi, A.(2016), “Commoditized Workers, Case Study Research on Labor Law Issues Arising from a Set
of ‘On-Demanding/Gig Economy’ Platforms,” Comparative Labor Law and Policy Journal 37(3).
· Aytes, A.(2013), “ Return of the Crowds,” In Trebor Scholz(eds.), Digital Labor: The Internet as

Playground and Factory, New York: Routledge.
· Brown, G. E.(2016), “An Uber Dilemma: Employees and Independent Contractors in the Sharing
Economy,” Labor and Employment Law 75(15).
· Cambell, I. & Robin Price(2016), “Precarious Work and Precarious Workers: Towards an Improved
Conceptualisation,” The Economic and Labour Relations Review 27(3).
· Cappelli, P. & J. R. Keller(2013), “Classifying Work in the New Econom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8(4).
· Chen, E.( 2015), “ Order Denying Defendant Uber Technologies, INC.’ S Motion for Summary
Judgement,” No. C – 13 – 3826 EMC (http://www.pdffiller.com/236551532-OConnor-v-UberTechnologiespdf-ORDER-DENYING-DEFENDANT-UBER-TECHNOLOGIES-INCS-MOTIONFOR-Various-Fillable-Forms).
· Cockayne, D.(2016), “Sharing and Neoliberal Discourse: The Economic Function of Sharing in the
Digital on-Demand Economy,” Geoforum 77.
· Cunningham-Parmeter, K.(2016), “ From Amazon to Uber: Defining Employment in the Modern
Economy,”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96.
· De Valerio, S.(2015), “ The Rise of the ‘Just-in-Time Workforce’: On-Demand Work, Crowdwork
and Labor Protection in the ‘Gig-Economy’,” Working Paper(http://www.ilo.org/public/libdoc/
ilo/2016/116B09_ 2 _engl.pdf).
· Edwards, R.(1981), “Contested Terrain: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kplace in the Twentieth
Centur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5).
· Elger, T.(1979), “Valorisation and ‘Deskilling’: A Critique of Braverman,” Capital & Class 7(1).
· Ettlinger, N.(2016), “ The Governance of Crowdsourcing: Rationalities of the New Exploit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48(11).

>>

_105

· Farrell, D. & Fiona Greig(2016), “Paychecks, Paydays and the Online Platform Economy,” Working
Paper(https://www.jpmorganchase.com/corporate/institute/report-paychecks-paydays-andthe-online-platform-economy.html).
· Finkin, M.(2016), “Beclouded Work, Beclouded Workers in Historical Perspective,” Comparative Labor

Law & Policy Journal 37.
· Friedman, A. L.(1977), Industry and Labor: Class Struggle at Work and Monopoly Capitalism , London
& Basingstoke: Macmillan Press.
· Hall, J. & Alan Krueger(2016), “An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for Uber’s Driver-Partners in the

United States ,” Working Paper(http://arks.princeton.edu/ark:/88435/dsp010z708z67d).
· Harris, Seth D. & Alan Krueger(2015), “A Proposal for Modernizing Labor Laws for Twenty-First-

Century Work: The ‘ Independent Worker’,” Working Paper(http://www.hamiltonproject.org/
papers/modernizing_labor_laws_for_twenty_first_century_work_independent_worker).
· Henwood, D.(2015), “What the ‘Sharing Economy Takes,” Nation 300(7).
· Katz, L. & Alan Krueger(2016), “The Rise and Nature of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in the United

States, 1995 – 2015,” Working Paper(http://dataspace.princeton.edu/jspui/bitstream/88435/
dsp01zs25xb933/3/604.pdf).
· Kennedy, J.(2016), “Three Paths to Update Labor Law for the Gig Economy,” Working Paper(http://
www2.itif.org/2016-labor-law-gig-economy.pdf).
· Kenney, M. & John Zysman(2016), “ The Rise of the Platform Economy,”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32 (3).
· Kurin, J.(2017), “A Third Way for Applying U.S. Labor Laws to the Online Gig Economy: Using the
Franchise Business Model to Regulate Gig Workers,” Journal of Business & Technology Law 12 (2).
· Minter, K.(2017), “Negotiating Labour Standards in the Gig Economy: Airtasker and Unions New South
Wales,” The Economic and Labour Relations Review 28 (3).
· Murgia, A.(2014), “Representations of Precarity in Italy,” Journal of Cultural Economy 7 (1).
· Prassl, J. & Martin Risak 2016), “Uber, Taskrabbit, & Co: Platforms as Employers? Rethinking the Legal
Analysis of Crowdwork,” Comparative Labor Law & Policy Journal 37.
· Rosenblat, A. & Luke Stark(2016), “Algorithmic Labor and Information Asymmetries: A Case Study of
Uber’s Driv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0.
· Rosenblat, A.(2016), “What Motivates Gig Economy Workers,” Harvard Business Review 17.

106_

2019년 3월호 <<

· Rogers, B.(2015), “The Social Costs of Uber ,” Working Paper(httsp://papers.ssrn.com/sol3/papers.
cfm?abstract_id=2608017##).
· Stanford, J.(2017), “ The Resurgence of Gig Work: Historic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The

Economic and Labour Relations Review 28 (3).
· Steinmetx, K.(2015), “Is the On-Demand Economy Taking Workers for a Ride?” Time 186 (5).
· Stone, K. V. W.(2017), “Unions in the Precarious Economy,” The American Prospect 28 (1).
· Wheatley, D.(2017), “ Employee Satisfaction and Use of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31 (4).

>>

_107

I N T E R N AT I O N A L
L

A

B

O

R

B

R

I

E

F

국제노동브리프 2019년 3월호

이슈별 심층분석

구글 파업 : 실리콘밸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Marcus Courtney (미국 워싱턴기술직근로자연맹(WashTech/CWA) 설립자)
David Kusnet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연설문 담당 수석보좌관)

I N T E R N AT I O N A L
L

A

B

O

R

B

R

I

E

F

In Depth Analysis

2019년 3월호 pp.111~121
한국노동연구원

이슈별 심층분석

구글 파업 : 실리콘밸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Marcus Courtney (미국 워싱턴기술직근로자연맹(WashTech/CWA) 설립자)*
David Kusnet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연설문 담당 수석보좌관)**

구글은 세계 4대 기술 기반 기업의 하나이자 인터넷 서비스와 상품분야의 선구적인 기업이
다. 구글의 직원들은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고임금 기술직 근로자
들의 단체행동 및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2018년 11월 1일, 2만
여 명의 구글 직원들은 짧은 시간 동안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인 동맹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미국 기술 기업에서 최초로 벌어진 대규모 쟁의행위(job action)였다.
이 파업에 많은 이들이 놀란 이유는 그들이 고임금 기술직 근로자라는 점뿐만 아니라 바로
구글의 직원이라는 데에도 있었다. 구글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명성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 구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lug-in-hybrid electric vehicle) 개발, 수학교육 후원, 난민 지원 및 성소
수자(LGBTQ) 인권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 칭찬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하는 구글 직원들의 일상과 구글의 우선과제, 경영방식 및
인사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마커스 코트니는 워싱턴 주 시애틀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공부문 관련 독립 컨설턴트다. 1990
년대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계약직 테스트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기술직 근로자들을 위한 노조인
WashTech/CWA를 결성하였다.
** 데이비드 커스넷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연설문 담당 수석보좌관(chief speechwriter)을 역임하
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의 불만을 포함하여, 2000년 시애틀의 직장 내 갈등을 다룬 “Love the
Work, Hate the Job: Why America’s Best Workers Are More Unhappy than Ever (Wiley, 2008)”
의 작가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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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조직한 이들이 파업을 선언하면서 ‘더 컷(The Cut)’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모든 직원과 계약직 근로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자격이 있다. 우리는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
는 문화를 부채질하는 직장 내 성추행, 차별, 구조적 인종주의가 근절되기를 요구한다”고 밝
혔다.1)
세계적 기업 구글의 직원들은 왜 일을 멈추고 파업을 감행하였는가? 그리고 이 파업은 향후
구글과 실리콘밸리에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많은 저항들이 그러하듯이, 구글의 파업
도 잠재적 불만과 부당함을 전면에 드러나게 한 하나의 사건으로 촉발되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창시자인 앤디 루빈(Andy Rubin)의 상습적인 성추행 혐의가 신빙성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회사를 떠나는 조건으로 그에게 9천만 달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구글 직원들이 기업 전반에서 느끼고 있었던 성차별 및 인종차별과 기
회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 구글의 초기 시절부터 예고된 노동자들의 저항
노동쟁의와 노사갈등은 실리콘밸리의 기업들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하지
만 구글의 파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실상 미래 노동저항(insurgencies)의 씨앗은 기업이
처음에 자사의 인력정책과 기업문화를 개발하는 시점에 이미 뿌려진다.
구글은 ‘웹 검색’이 걸음마 수준이었던 인터넷 초창기인 1998년에 당시 스탠포드대학교 컴
퓨터공학과 대학원생이었던 래리 페이지(Larry Paige)와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에 의해
설립되었다. 페이지와 브린은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do no evil)” 전통적인 상명하달식 기
업구조를 탈피한다는 감탄할 만한 핵심가치를 중심에 둔 기업문화를 수립하였다.

2004년 기업공개(IPO) 시에 구글은 잠재 주주들에게 공개한 서한에서 주식시장 상장으로
인해 구글의 기업문화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 자사의 핵심가치가 유지될 것임을
1) “We’re the Organizers of the Google Walkout. Here Are Our Demands,” The Cut, Nov 1, 2018
2) 편집자 주 : 구글은 IPO주관사를 통해 공모가를 결정하지 않고, 인터넷 경매를 통해 주식을 배정하고
상장가를 결정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2004년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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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구글은 최고문화책임자(Chief Culture Officer) 직책을 신설하
여 인사부서 수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구글의 사회적 약속은 거기까지였다. 구글이 초기에 고용했던 직원들은, 다른 여러
기술 기업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검색엔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래밍 작업에 필요한 남성 컴퓨
터 엔지니어가 대부분이었다. 세계적인 거대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면서도 구글의 채용 관행
은 바뀌지 않았고, 경영진도 직원들의 다양한 구성과 성비 균형을 위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 최근 ‘복스(Vox)’의 보도에 의하면 “구글 전체 직원의 70%가 남성이다”.3) 한편 구글
의 2018년 연례 다양성보고서에 의하면, 구글의 기술직 근로자 중에서 흑인(2.5%)과 라틴계
(3.6%)의 비중도 마찬가지로 낮았다.
차별적 관행에 항의하는 이번 파업에 상당히 많은 백인 근로자들이 동참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쟁의행위는 프로그래머들이 코딩 능력이 직장 내 경쟁에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유
일한 요소라고 믿는 “개인주의자”라는 고정관념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Vox’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남성)들은 성별, 인종 또는 출신 민족에 상관없이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4)
직원들의 진보적인 태도가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양성에 대해서, 때로는 공격
적이기도 한 내부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 구글 내 다양성 관련 논쟁과 사업계획에 대한 윤리적 문제 제기
2017년 8월,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제임스 다모어(James Damore)는 여성 직원
채용을 늘리기 위한 구글의 최근 노력을 비판하는 메모를 온라인에 게시하였다. 이 선언문은
당시 성행하고 있는 ‘남성 중심 문화(bro culture)’의 안내자 역할을 하였다. 다모어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이거나 예술적인 분야의 일자리들을 선호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성
3) “Nearly 17,000 Google workers walked off the job. We spoke to three of them,” Vox, January
23, 2019.
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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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급여를 협상하거나,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거나, 리더로서 역할
을 하는 데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성적 고정관념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었다.
이 메모는 급속히 퍼져나가 구글 내외에서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후폭풍을 불러일으
켰다. 이에 대응하여 구글은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는 직장문화의 수립을 약속하는 내용으
로 직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였다. 구글의 다양성·통합·기업지배 부회장(Vice President of
Diversity, Integrity and Governance)인 다니엘 브라운(Dannielle Brown)은 “다양성과 포
용은 구글의 가치와 구글이 지속적으로 배양하는 문화의 근본적인 요소”임을 밝혔다. 다모어
는 메모 사건 이후에 바로 해고되었다.
다모어의 메모 이전에 이미 일부 구글 근로자들은 직장 내 근로자들의 관심사를 다루기 위
해 근로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통해 내부 조직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인종
주의, 직장 내 괴롭힘, 기회평등을 포함한 핵심적인 직장 내 이슈들이 제기되었다.
다모어의 메모로 인한 논란이 발생했을 당시, 이 위원회는 다양성을 옹호하는 답변을 작성
하였다. 구글의 파업에 대해서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인터뷰에 응한 이번 파업 조직가는, “당
시 우리의 답변에 담긴 생각은 다양성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판단에 의하면 ‘극우’(인종주의 및 성차별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일부 구글 직원들
은 다모어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구글 안팎의 극우성향의 지지자들이 다모어를 옹호하는 목
소리를 높이자, 위원회는 다모어의 메모와 관련하여 지지를 호소하였고 여성과 유색인종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시작했다.
또한 다모어의 메모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많은 이들은 구글의 인사부서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인사에 극우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다”고 한 소식통은
밝혔다. 구글의 인사부서가 소수집단들의 의견보다는 극우성향의 입장을 보호하는 데 더 관
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다모어 사건은 미국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던 논란도 반영하고 있었다. 여성들이 권력을 가
진 남성들에 의한 폭행 사건들을 공개하면서 시작된 미투(#MeToo) 운동은 직장 내 권력의
불균형 해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018 년 7 월부터 10 월까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한 캐버너
(Kavanaugh) 연방항소법원판사의 인준 과정에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국적인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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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휩싸였다. 팔로알토 대학 심리학과 교수이자 스탠포드 대학 의대의 연구 심리학자인 (두
대학 모두 구글 본사 인근에 위치함) 크리스틴 블라시 포드(Christine Blasey Ford) 박사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진술하기 위해 나선 자리에서 자신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캐버너에게 성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고 캐버너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씁쓸한 정치적 싸움으로 성폭력 문제는 더욱 조명을 받게 되었다. 캐버너가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되고 블라시 포드가 우익의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자, 결과적으로
권력을 가진 남성이 저지른 폭행에 반기를 드는 여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우려
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유사한 폭행에 대해 구글 직원들의 분노가
표출되는 데 기여하였다.
물론 성폭력 문제가 구글 직원들이 회사에 해결을 요구한 유일한 이슈는 아니었다. 직원들
은 구글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글은 중국의 검열정책에
맞춘 구글 브라우저 출시를 위해 중국 정부와 업무협력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구글은
이전에 검열정책에 반대하며 중국에서 철수한 바 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이 문제
가 다시 거론되었고, 이에 따라 직원들은 구글의 핵심가치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구글
의 행동에 반대하는 서한을 작성하였다.
또 다른 윤리적 이슈로, 구글은 다른 기술 기업들과 함께,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드론의
타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방부 사업인 ‘메이븐(Maven)’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구글 직원들은 메이븐 프로젝트가 인권과 시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구글에
해당 사업 참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작성하였고, 구글은 직원들의 요구에 따랐다.
구글 직원 한 명은 그다음에 “앤디 루빈이 성희롱 혐의에 따라 퇴사하면서 퇴직금이 지급되
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직원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고 밝히면서, 당시 이에 대한 회사
의 설명은 “완전히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 구글 직원들의 파업
구글에서 일하면서 이메일로 교류하는 엄마들의 동호회에서 앤디 루빈에게 퇴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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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다른 직원들을
메일링 리스트에 초대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러한 일련의 이메일을 통해서 파업에 대한 생각
이 점차 구체화되고 파업방식에 대한 조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파업계획을 조율하고 지휘하기 위해 7인의 근로자들이 소그룹을 결성하였다. 파업 일자가
정해지고,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 요구사항이 제시되었다.

① 괴롭힘(harassment)과 차별 사건에 대한 강제 중재의 근절
② 임금 및 기회 불평등 근절 약속
③ 성폭력 관련 투명성 보고서 공개
④ 성적 비위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명확하고 통일된 절차 마련
⑤ 최고다양성책임자가 CEO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및 이사회에 근로자대표
참여

파업 조직가들은 다른 지역의 파업 조직가들이 시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요구사항 목록, 구호, 연설문 초안 등이 포함된 파업 툴키트를 제작하였다.
회사들이 노동운동가들을 진압하기 위해 강압적인 전술(strongman tactics)을 활용했던

20세기 초 미국에서 일어났던 노동 시위와는 대조적으로, 구글의 경영진은 파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CEO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서한을 입수한 ‘악시오스(Axios)’에 의하면
“(구글 CEO) 피차이(Pichai)는 목요일에 자발적으로 파업에 참여하기로 한 직원들에게 지원
을 약속했다.”5) 이러한 CEO 성명은 앞서 기술한 바 있는 구글의 진보적 관행과 함께 구글이

20세기 초반의 전통적인 형태의 기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파업 조직가들은 파업이 이미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CEO는
파업을 지지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러한 지지를 행동
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파업 이후, 회사는 요구사항의 일부를 해결할 것을 약속하였다. 2019년 2월 21일, 구글은

5) “Google CEO: Apology for past harassment issues not enough,” Axios, October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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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성폭행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강제 중재를 중단하겠다면서 “구
글에 강제 중재는 없다. 거대한 검색엔진 기업은 기존 직원들과 미래 직원들에게 회사와의 분
쟁에서 더 이상 강제 중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6) 그러나 CNET 기
사에 따르면 이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직접 계약자(direct contractors)에게만 적용되며 파견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변경된 내용은 3월부터 적용된다.

■ 구글 파업과 하이테크 산업의 비정규직
이러한 투쟁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 글의 필자 2인 중 마커스 코트니(Marcus Courtney)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견근로자들을 대변하는 노조를 조직하였고, 다른 필자인 데이비드 커스
넷(David Kusnet)은 언론인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노조 조직 운동을 취재한 바 있다.
하이테크 산업의 인력은 높은 수준의 급여와 혜택을 받는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와, 전일제
로 일하면서도 정규직은 아니어서 동일한 수준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 계약직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 시애틀 지역에서 근무하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문직 및 기술직 근
로자들은 약 1/3이 파견근로자들로서 명목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인력 파견업
체에 고용된 이들이었다.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스스로를 냉소적으로 ‘상용 파견직
(perma-temps)’으로 부르는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를 대규모로 사용하면서 두 가지 문제
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계약직 근로자들이 스톡옵션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
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둘째, 여러 ‘상용 파견직’이 모여 ‘WashTech/CWA’라는 노조를
조직하고 (코트니와 그 동료들이 창립 멤버임) 자신들과 동료들의 고용여건 개선을 요구하였
다.
수십 년 전의 마이크로소프트 상황과 마찬가지로, 현재 구글도 계약직에 대한 의존도가 점
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 응한 파업 조직가는 “올해 계약직의 비중은 구글 전
체 직원의 50%를 넘었다”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계약직 근로자 수가 늘어날수록, 정규직 근

6) “Google will end forced arbitration for employees,” CNET, Feb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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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커진다.
구글의 경우 계약직은 급식서비스에서부터 셔틀버스 기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이르기
까지 모든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직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는, 성별과 피부색
을 초월하는 능력주의를 내세우는 이 업계에서 구글이 표방하는 수평적인 위계 원칙과 구글
의 관행이 상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적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자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작년에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실시한 한 연구결과, 여성과 유색인
종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도 이러한 국가적 동향을
따르고 있다면, 구글의 계약직은 여성과 유색인종의 비중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의
정규직 전환은 더욱 힘들다는 얘기다.
바로 이러한 역학관계가, 구글이 자사의 계약직 근로자들과 관련된 이슈들을 포함하여 모
든 직원들의 평등과 기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파업의 요구사항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노동의 미래
노조를 통해 구글 직원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근로자들은 단결권과
같은 기본적 노동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거대한 법적 장벽에 부딪힌다. 미국의 노동법인 전국
노사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는 근로자들이 하나의 ‘교섭단위(unit)’에서 노
조를 결성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교섭단위를 공동의 경영체제하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집단으로 정의
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도시인 마운틴뷰에서 구글 검색업무를 담당하는 소
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하나의 교섭단위라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교섭단위 입증
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위에서 예로 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경우, 노동법을 관할하는 연방기구인 ‘전국노사관
계위원회(NLRB)’에 근로자 서명이 되어 있는 노조 인증 카드를 제출하고 해당 근로자들의

30% 이상이 노조 결성을 원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면 NLRB가 이 카드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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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에 통보한다. 그러고 나서 NLRB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동일한 경
영체제하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교섭단위’로 인정할지 여부
를 결정한다. 하지만 NLRB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더라도, 회사가 그 판정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섭단위 결정’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
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교섭단위로 인정받은 후에야 근로자들은 NLRB의 감독하에 노조
승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투표에 참석한 근로자의 과반수가 해당 노조를 지지하면, 마침내
그 노조가 (해당 협약단위에서 배타적인 단체교섭 주체로) 대표성을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에 의하면, “1999
년과 2003년 사이에 NLRB 감독하에 실시된 노조승인투표 중에서 대표성 있는 표본 100건
을 조사한 결과, 대표성을 확보한 노조들 다수가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사용자와 첫 단체협약
을 체결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미국에서는 노조가 대표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단체교섭권
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7)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가 요구되는 만큼, 미국 노동법의 계약직 근로
자 보호 규정은 더욱 미약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연방노
동법이 1935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정부하에서 백인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기업의 정규직에 적용되도록 제정되었고, 최근에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
가하고 있는 파트타임이나 파견직 근로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
다행히도 작업장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오바마 정부의 NLRB는 근로자들이 노조 결
성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에 ‘Purple Communications Inc.’ 사건에서 획기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블룸버그 로
(Bloomberg Law)에 의하면 “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노조 활동 또는 자신의 고용 관련 상호 관
심사에 대해 메시지를 주고 받기 위해 (이메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상정

7) “Employers can stall first union contract for years,” Economic Policy Institute, May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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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8)
사실 구글의 이번 조직활동은 이러한 규정의 변화에 대응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
설 규정은 하이테크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단체행동을 조직하는 데 회사 이메일과 같은 기술
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구글의 파업 조직가들이 실제로 파업을 추진하
는 데 있어 ‘구글 독스(google docs)’와 이메일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트럼프 행정부는 근로자와 노조에 반하는 의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오바마 시절에 도입
된 위의 이메일 관련 규정의 철회를 꾀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확실히 구글은
현 행정부의 이메일 규정 철회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9) 모순되게도, 구글은 그와 동시에 구글
직원들의 파업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구글 경영진이 진실로 근로자
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인권에 대한 진보적 입장을 가진 기업이 되길 원
하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구글이 노조 조직화에 있어 진전을 가져온 유일하게 성공적이면서 사회 지향적인 기업은
아니다. 세계적인 항공우주 기업이자 미국의 주요 수출업체인 보잉(Boeing)은 노동 조직화
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보잉의 엔지니어링, 기술 및 생산직 근로자 과반수가 노조로 조직
되어 있다. 실제로 2000년에 보잉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은 미국 노동 역사상 민간부문 전
문직 종사자로서는 가장 큰 규모로 최장기간 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이미 근로자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진 보잉의 경우와는 달리, 구글
직원들의 파업은 현재 미국과 전 세계의 인력구조(labor structure)가 21세기 작업장의 요구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현재까지 구글 직원들이 국제노동협약
이나 국내법에 따라 노조활동을 공식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마련되지 않
은 상태다.
구글과 다른 하이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현 상황을 무너뜨리는 사업 모
델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구글 직원들은 실리콘밸리의 일반적인 사업방식뿐만 아니라 20세
8) “Labor Board May Send New Message on Employee Email Rights,” Bloomberg Law, March 19,
2018.
9) “Google Urges the U.S. to Limit Protections for Activist Workers,” Bloomberg, January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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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1930년대의 노동법도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
인다.
구글 직원들은 어쩌면 노동조합주의의 새로운 시대라는 21세기의 요구를 만들어내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모든 단계, 모든 직종에서 여성과 유색인종이 그들의 인력비중을 고려하여 그
들의 성장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환경에서 대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규
직, 비정규직에 관계 없이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임금과 승진 기회를
위한 경로가 제시되어야 한다. 기업의 채용, 고용, 훈련 및 승진 방식에 있어 경제적, 성별 및
인종적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이 채택되어야 한다. 끝으로 근로자들은 기업
의 전략적 결정이 기업이 공표한 기업 가치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광
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한다. 구글의 경우, 이는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조직률과 단체교섭 적용률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 직원들의
파업은, 21세기에도 노조는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라 더욱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구글 직원들의 투쟁은 구글의 검색엔진만큼이나 파격적(disruptive)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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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실업률 추세와
향후 전망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김평식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채플힐캠퍼스 경제학 박사과정)

■배경
미국 경제는 2018년 9월 한 달간 13만 4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인 3.7%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은 미국 동부 레저산업에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플로렌스에도 불구하고, 전문사업 서비스(5
만 4천 명), 운송 및 보관 서비스(2만 4천 명), 건설업(2만 3천 명)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큰
폭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났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추세는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
며, 2018년 12월에도 31만 2천 개의 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낮은 실업률(3.9%)을 기록했다.
이 역시 연말 기대치보다 양호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2018년 제조업 일자리만 28만 4천
개 증가하며, 2017년(20만 7천 개)을 크게 뛰어 넘었다. 고무적인 연말 실업률 결과가 나온
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위대한 일자리 수치가 발표되었다”고 하였으며, 미국 노
동통계국 장관(United States Secretary of Labor) Alex Acosta 역시 최근 8개월간 실업률은

4% 이하였고, 유색인종, 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실업률 역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2018년 미국 노동시장은 양적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업률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와 함께 현 경제의 상태를 보여주
는 중요한 지표이다. 대표적으로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제학자인 Arthur Okun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를 산출하고, 이를 일반 국
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정도로 해석한 바 있다. 특히 미국 실업률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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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8년 12월 실업률 성별, 교육수준별 전년대비 비교

성별

교육
수준별

2017년 12월

2018년 12월

남성(20세 이상)

3.8

3.6

여성(20세 이상)

3.7

3.5

고졸 이하

6.3

5.8

고졸

4.2

3.8

대졸

3.6

3.3

대졸이상

2.1

2.1

주 : * 교육수준별 비교는 2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됨.
자료 : U.S. BLS, ‘Labor Force Statistic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9.

낮아지며 ‘완전실업률(한 경제에 모든 자원이 활용되는 상태에서의 실업률)’에 근접하고 있다
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최근 10년간 미국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원인
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추세에 대하여 전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낮은 실업률에 대한 원인
미국 실업률 추세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지만, 불법 이민자 감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미 경제성장률 상승 등의 영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불법 이민자 방지를 강화하는 트럼프 정권의 정책이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 감소
에 효과적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기존 불법 이민자들이 차지했던 단순 노동시장을 아직 직장
경력이 적은 청년층이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 취업자 증가를 야기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
지이다. 하지만 기존 불법 이민자 숫자를 측정하기 매우 어렵기에 본 주장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보통 이민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내기 때문에 현 시점에
서 트럼프 정권의 이민정책 효과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처
럼 저조한 수준의 실업률을 특정 정권의 일시적인 정책 탓으로 모두 해석하기는 어렵다. 금융
위기 이후 2009년 실업률 10%를 기록했던 미국 노동시장에서 최근 1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이미 트럼프 대통령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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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인 2016년에도 실업률은 낮은 수준(4.7%)을 기록하며 괜찮은 일자리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부분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최근

10년간의 모든 추세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표 2> 최근 10년간 미국 실업률 추세(12월 기준)
(단위 : %)

실업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0.0

9.4

8.5

7.8

6.7

5.6

5.0

4.7

4.1

3.9

자료 : U.S. BLS, ‘Labor Force Statistic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9.

현재의 낮은 실업률은 미국 노동시장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아지며 총
노동인구 자체가 증가한 것에도 영향을 받았다. 실업률은 경제의 활용되지 않은 인적자원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총노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총노동
인구는 실업자와 취업자를 합한 것으로, 이 중 실업자는 일할 의지는 있으나 현재 일하지 않
는 근로자를 뜻한다. 그러므로 취업자의 증가로 총노동인구가 늘거나, 실업자가 감소할 경우
실업률은 산술적으로 줄어든다. 실제로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
르면 최근 취업자 증가의 상당수가 5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미국 세인트 루
이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중

55세 이상 인구가 23.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13.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
로, 최근 10년간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하면서
실업률 자체를 낮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 연령별 취업자 전망치
(단위 : 백만 명, %)
2000

2007

2017

2027

2037

55세 미만(A)

119.2

120.0

118.5

128.8

136.2

55세 이상(B)

18.4

26.2

35.5

40

40

55세 이상 비중(A/A+B)

13.4

17.9

23.1

23.7

22.8

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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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경기변동에 따라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이 변화하며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그렇기
에 실업률은 경제성장률과 역의 관계에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실업률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
한 변수 중 하나이다. 먼저, 과거 실업률 추세를 보면, 금융위기(2008년), IT버블 붕괴(2004
년), 오일쇼크(1983년) 등 경기침체기마다 실업률은 어김없이 상승하였다. 최근 미국 경기가
긍정적이라는 지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며 기업에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며, 이에 힘입어 실질임금도 상승하고 있다. RSM 국제 컨설팅 그룹 수석 경제
학자 Joseph Brusuelas에 따르면 이처럼 낮은 수준의 실업률은 2018년 임금상승률이 전년
대비 3.2%로 견조한 수준을 기록하여, 기존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인들이 일터
로 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Ball State University의 Michael Hicks 교수 역시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은 기존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일하던 웹사이트 제작자, 집 수리공 등을 정기적으
로 근무하는 일자리로 이끄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임금상승은 기업들이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높은 수준의 임금을 유인책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Michael Hicks 교
수는 사용자들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임금상승은 그 명확한 증거라고 했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은 2009년 -2.78%를 기록한 이후 최근 2017년까지 2% 안팎으로 완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최근 10년 미국 연간 경제성장률 추세
(단위 : %)

경제성장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78

2.53

1.60

2.22

1.68

2.57

2.86

1.49

2.3

자료 : U.S. BLS, ‘Labor Force Statistic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9.

■ 향후 전망
차기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로 임명된 John Carroll Williams 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골디락스(Goldilocks) 경제 국면’이라고 말했다. 골디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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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기변동이 크게 없으면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성장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보았듯이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실업률이 앞으로도 더 낮아질 여지가 있다.
또한 전체 취업자 중 비중 55세 이상 인구는 2027년 23.7%로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에, 향후 십여 년간 낮은 실업률이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제성장 추세가 계속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경우, 경기순환에 따라 경기가 과열(낮은 실
업률)되었을 경우, 다시 경기침체(높은 실업률)에 돌입한다. [그림 1]에서 보듯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실업률이 낮아졌지만, 경기불안 요인으로 인해 언제든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이후 고성장, 저물가와 더불어 낮은 실업률이 지
속되는 현상을 두고 ‘신경제(New Economy)’라고 명명된 적이 있다. 당시 10여 년 정도 미국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이는 IT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
뀐 것이기 때문에 경기불황이 와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
후 미국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해 10%를 기록하며 미국경제 역시 경기순환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림 1] 1948~2019년 실업률 추이(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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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경기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상당히 있다. Hiring Lab의 Martha Gimbel은 미
국 주식시장이 불확실성하에 있고, 노동시장 호조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미국
과 중국 간에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어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
던 경기호황 추세가 꺾여 실업률이 재차 상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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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의
전개와 정부의 대응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프랑스

온명근 (프랑스 파리13대학 경제학 박사과정)

■서론
2018년 하반기,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위한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
(Le mouvement des Gilets jaunes)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얻었다. 이 운동은 참여주체, 동
원양식, 요구안의 결정형태 등의 요소에서 기존 사회운동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프
랑스 노동총동맹(CGT: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또는 노동자의 힘(FO: Force
Ouvrière)과 같은 노동조합 조직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인터넷상의 사회관계망 등을 매개
로 참여자들이 결집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 및 정치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이 내건 요구안 중에는 일관성이 떨어지는 이질적인 것들이 공존했다.
최초에 화석연료에 대한 세율 인상 반대로 시작한 이 운동은 조세 및 준조세에 대한 광범한
저항으로 연결되었고,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일부 논자들은 중세의 농민 반란인 자크리(Jacquerie)의 난을 들어 이 운동
의 기본적 성격을 설명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세에 대한 항의는 서민층의 구
매력 보장, 공공서비스 확충, 조세정의 실현 등에 대한 요구로 확장되었다.
시위가 확산되고 과격화되면서 마크롱 정부가 제시한 타협안은 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를 받는 노동자들의 구매력 보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 글은 노란조끼 운동의 전개과
정 및 성격에 관해 간략히 소개한 후, 마크롱 정부의 타협안을 밝힌다. 이후 이 타협안과 관련
하여 형성되었던 몇가지 논점을 서술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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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조끼 운동의 전개 및 성격
노란조끼 운동의 전개
2018년 9월 프랑스 정부는 유류소비세(TICPE)를 11.5%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정작 19.1%만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금에 활용되고, 나머지는 45.1%의
일반회계 예산을 비롯한 여타 분야에 활용될 계획이었다.1) 또한 유류소비세 인상은 시골 거
주자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대두되었
다.
이와 함께 조세부담의 증가 역시 운동의 발생에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국민총생산 대비 소득에서 사전공제 되는 부분(소득세 및 각종 과세, 사회보장부담금)
이 차지하는 비율은 41%에서 45%로 상승했는데, 이 부담은 중간계층에 더 무겁게 지워지
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마크롱 정부는 출범 이후 8건에 이르는 세금 인상안을 추진했
다.2) 특히나 운동 초기에 벌어진 프랑스인 카를로스 고슨 닛산 회장의 세금 스캔들은 이러한
불만을 강화시켰다.
정부는 2018년 11월 14일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정책 등을 포함한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회의적이었고, 결국 11월 17일 토요일 첫 번째 노란조끼 시위대가 전국

3,000여 곳에서 등장했다. 정부는 초기에는 시위대의 모든 요구들에 대해 강경하게 거부하는
입장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12월 8일 대국민 담화 발표 이전까지 참여 인원수가 꾸준히 유
지되는 가운데,3) 시위가 과격화되는 현상도 나타났으며, 언론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12
월 4일 총리의 유류세 인상 철회를 시작으로 정부는 시위대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정부

1) Le Figaro,《 Carburants : les taxes ne sont presque pas affectées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2018.11.12.
2) BFM TV,《 Gilets jaunes: le ras-le-bol fiscal comme moteur》, 2018,11.26.
3)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첫 번째 주 287,710명에 이어 12월 8일 네 번째 행동까지 매주 166,000
명·136,000명·136,000명의 인원수를 기록하였다. 이 인원수는 마크롱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이
후 12월 15일 66,000명 그리고 12월 22일 38,600명으로 줄어든 뒤 2월 중순경까지 매주 50,000명에
서 80,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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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협안 제시 및 후속조치 이후, 시위는 규모가 줄어든 채로 이어지고 있다.

노란조끼 운동의 성격
노란조끼 운동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노동조합이나 정당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개인
들이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분권화된 형태로 결집하였다. 따라서 단일한 요구안이나 지향점
을 찾기 어려웠고, 다양한 층위의 요구안들이 함께 제시되었다. 운동의 초기에는 과중한 조세
부담에 대한 항의라는 측면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우파 정치인들이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독
려하기도 했다. 이는 세금감면 요구 및 비대한 정부지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반면 10
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공서비스가 해체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공공서비스 부문의 강화 및
서민 가구의 구매력 향상을 요구하는 상반되어 보이는 의견도 같은 시위대 안에서 동시에 제
기되었다.
시위 참여자들의 프로필에 대한 몇몇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교육 및 공공부문에 종사하
는 중산층에 가까운 노동자들과 서민층부터 중산층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무·회계직 혹은 숙
련된 생산직 노동자들이 시위대의 중심을 이룬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규모 경영인을 비롯한
기타 직업군들이 결합한 형태였다.4) 시위대가 내건 요구안 중 다수는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마크롱 집권 이후 가속화된, 중산층 혹은 서민계층의 구매력을 위협하는 세금
이나 사회보장 부담금의 인상 및 공공서비스 축소와 관련된 것이었다. 초기 시위대의 주요 구
성원들은 국가의 공공부조가 필요한 빈곤층과는 거리가 멀었고, 실업 및 고용안정 이슈에 대
한 요구안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편 여성 및 50세 이상의 장년층의 참여가 활
발했다는 점은 특징적이었다.
운동이 지방 소도시 및 시골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되어서 벌어졌다는 특징도
짚고 넘어갈 만하다.5) 프랑스도 파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과 각 지역 사이에 소득수준
과 실업률 및 공공 인프라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6)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권에서의
4) Alternatives Economiques,《 A quoi carburent les gilets jaunes ?》, 2018.11.27.
5) Le Parisien,《 17 novembre : combien de Gilets jaunes se mobiliseront vraiment ?》, 2018.11.15.
6) Liberation,《 Quand l'Insee voit la nouvelle France à treize régions》20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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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부와 교외지역,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농 간의 격차 등 지역적 불균형과 관련된 누적된
불만이 유류세 인상과 함께 분출되었다. 낙후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유
류세 인상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며, 또한 대도시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의 상
당수는 출퇴근을 위해 자동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지방의 소도시부터 진행된
병원 및 학교 등 공공서비스의 축소 역시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참여를 늘리는 요소가 되었
다.
시위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인 의제들도 시위대의 요구에 추가되었다. 기존
정치 구조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을 지녔던 많은 시위 참가자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
기 위한 방안들(과세와 관련한 삼부회 소집, 시민에 의한 국민투표 발의 등이 대표적) 및 국
회의원 선거에서의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방안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민·주거·의료
등과 같은 이슈들도 제기되었으며, 마크롱 대통령 퇴진 주장도 출현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확장된 요구안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 중 42개 항목으로 취합되어 11월

28일 발표되었다.7) 시위대 내에서 기존 정치 세력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지만,
정작 발표안에는 역설적으로 2017년 대선에서의 좌파 및 극우파 후보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내용이 많았다. 여러 사회적 의제들이 다소 무질서하게 나열된 가운데, 유류세를 비롯한 각종
간접세 부담 경감, 소득세의 누진성 강화, 월 순최저임금 1187.83유로8)에서 1300유로로의
인상, 재정에서의 긴축 기조의 중지, 중소 상공인에 대한 보호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부각
되었다.

7) Le Monde,《 Sur un axe de Mélenchon à Le Pen, où se situent les revendications des《 gilets
jaunes》?》, 2018.12.4.
8) 노동자 1인에게 지출되는 고용주의 노동비용(Le coût du travail)은 고용주 측의 사회보장분담금(Les
cotisations sociales patronale)과 노동자의 총임금(Le salaire brut)으로 구성된다. 또한 노동자의 총임
금은 다시 순임금(Le salaire net)과 노동자 측의 사회보장분담금(Les cotisations sociales salariales)으
로 나뉜다. 이 순임금은 과세대상이 되는 공적 이전소득과 금융 및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 과세 공제되
지 않는 사회보장분담금 등과 함께 과세대상 소득(Le revenu net imposable)을 구성한다. 여기에 세금
및 과세 대상이 아닌 공적 이전소득–경제활동 추가수당(La prime d'activité)가 대표적-을 상계하여 처
분 가능소득(Le revenu disponible)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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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 정부의 타협안
시위대의 요구에 대해 철저하게 거부하던 초기 입장에서 벗어나, 정부도 타협에 나섰다.

2018년 12월 4일 필리프 총리는 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어서 마크롱 대통령은 12월 1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타협안을 발표했다.
이 담화에서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의 월소득을 고용주의 추가 부담 없이 100유로 인상,
소득 2,000유로 미만의 은퇴자에 대한 사회보장분담금 인상 철회, 지급여력이 있는 사업체
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특별 연말 상여금 및 월 35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한 경우 지
급되는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면세조치, 페이스북·구글 등의 거대 기업의 탈세방지를 위한
노력 등의 조치를 약속했다. 한편 조세에 대한 누진성 강화를 위한 부유세(ISF; L’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체제로의 회귀는 거부하였다.9)10) 시위가 발생한 이후 여러 가지로
확장된 의제들 중 중산층 혹은 서민계층의 구매력 보장이라는 시위대 요구의 기본적 성격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답변이었다.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2018년 12월 24일의 법안(LOI n° 2018-1213 du

24 décembre 2018 portant mesures d'urgence économiques et sociales)을 통해 대통령
담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① 최저임금의 3배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0유로까지 특별 연
말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및 사회보장분담금 면제 혜택을 주었다. 연말 특별 상여금 지
급 여부는 지급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②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미 2019년 9월로 예정되었던 초과근로수
당에 대한 사회보장분담금 면제조치에 면세조치까지 추가하여 시행토록 했다. 이 조치는
사르코지 정권 시기에 시행된 바 있으나, 올랑드 정권 시기에 폐지되었었다. 정부는 이를
9) 부유세는 1989년에 도입되었으며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자산에 대해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였
다. 마크롱 정부는 2018년부터, 이를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부동산자산세(IFI: L'impôt sur la
fortune immobilière)로 대체했다.

10) Le Monde,《 Les annonces de Macron : smic, prime de fin d’année, heures supplémentaires
défiscalisées…》,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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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연평균 400유로 정도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약 25% 수준이지만, 기업과의 협약에 의해 10%까지 낮출 수 있다.
③ 월 2,000유로 이하의 여타 소득원이 없는 연금 수급자에 대해, 2018년 1월부터 이루어졌
던 사회복지분담금 1.7% 인상조치(6.6 → 8.3%)를 철회하였다. 이 조치는 대략 380만 가
구의 500만여 명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수치는 은퇴자의 70% 정도에 해당한다.
④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추가수당(Prime
d'activité)을 최대 90유로까지 인상토록 했다. 경제활동 추가수당은 일종의 근로장려세
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소득수준 및 가족형태에 따라 복잡한 기준에 의해 차등적으
로 지급된다. 지급액 인상뿐 아니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소득수준도 높여서(자녀
가 없는 독신가정의 경우 월 순소득의 1.3배 수준인 1,560유로에서 1.5배 수준인 1,787
유로로 인상), 혜택을 받는 대상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표 1>은 개편안에 따른 혜택을
자녀가 없는 독신가정이라는 조건하에서 보여준다.

<표 1> 경제활동 추가수당 개편안에 따른 혜택(자녀가 없는 독신가정의 경우)
(단위 : 유로)
월 순소득

경제활동 추가수당 지급액(개편 이전) 경제활동 추가수당 지급액(개편 이후) 개편안에 의한 인상분

최저임금 0.5배

602

249

249

0

최저임금 0.8배

963

179

205

26

최저임금

1,204

151

241

90

최저임금 1.1배

1,324

104

194

90

최저임금 1.2배

1,445

58

148

90

최저임금 1.3배

1,565

0

90

90

최저임금 1.4배

1,686

0

54

54

자료 : Capital,《 Faites-vous partie des 1,2 million de nouvelles personnes éligibles à la prime d'activité
l'an prochain ?》, 2018.12.21.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매년 연말에 물가지수 상승분(기간 내에 2% 이상 상승 시에 익월에
상승분 즉각 반영), 소득 하위 20% 대상 가구의 구매력 상승분의 50%, 정부 재량에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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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Coup de pouce) 부분을 합하여 결정된다. 물가지수 및 구매력 상승분과 연동되어 자동
적으로 인상되는 요소에 의하여, 월 순최저임금은 1.5%, 약 20유로 정도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110유로 정도의 소득인상 효과
를 누릴 수 있게 된다.

■ 마크롱 정부의 타협안에 대한 반응 및 여파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한 비판은 여러 가지 층위에서 이루어졌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비판은 조치의 범위와 관련해서, 고용, 공공서비스, 정치제도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사회개혁
이슈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실제로 추진된 조치와 관련하여 논점을
좁혀 보아도, 여전히 불충분하며 새로울 것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 앞서 밝힌 바와 같
이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면세 및 사회보장분담금 면제와 같은 조치는 이미 사르코지 정권 시
절에 입안되어 시행된 예가 있고, 또한 마크롱 정부하에서도 사회보장분담금에 대한 면제 혜
택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부분은 최저시급률의 인상이 아닌, 경제활동
추가수당(Prime d'activité) 상승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최저임금 재산정에 있어서, 정부
재량 부분에 의한 인상이 실행된 적은, 2005년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제도의 재
정비가 완결된 이후, 2006년 0.3%, 2012년 0.6%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구매력을 획기적으
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 재량에 의한 인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측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셈이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의 개편안은 2018년에서 2021년 기간에 걸쳐 단계
적으로 총 80유로 규모로 인상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안을 한 번에 90유로 규모로 인상하는
것으로 대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0여 년 만에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인 3% 이하로 떨
어뜨렸던11)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법안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시행되었을 경우, 세입 감
소 및 지출 증가로 말미암아, 이 비율이 다시 3.2%로 상승하리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는 점

11) RFI, “French public debt under 3 percent for first time in 10 years”, 201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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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면,12) 상당한 수준의 양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13) 거대 기업에 대한 탈세 언급을
통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또한 12월 10일 대국민 담화 이후, 부
동산이 아닌 자산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재도입 및 정치개혁 등 시위대의 나머지 요구안을
들고서 시위는 매주 이어지고 있지만, 시위 참여 인원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타협안은 대체로 유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약화는 되었지만 지속되는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 1월 15일을 기
점으로 3월 15일까지, 4개의 주요 의제(생태적 전환, 재정문제, 공공서비스 및 민주주의와 관
련된 문제)에 대해 국민 대토론(Grand débat national)을 펼치기로 했다.

■결론
노란조끼 운동은 경제위기 이후 이어진 조세부담의 가중 및 공공서비스의 축소 등에 대한
대중의 누적된 불만이, 예상치 못한 형태로 분출되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 유사
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운동에서 제기된 요구에 대해 초반에는 전면 거부하는 입장으로 일관
하였으나, 시위가 지속되면서 타협에 나섰다. 정부의 타협안은 다양하게 제기된 주제 중 대중
의 구매력 유지 및 생활수준 상승이라는 요구에 집중되었고, 대통령의 발표 이후, 약 보름여
의 기간 내에 새로운 법안을 발효시키며 비교적 발빠른 대응을 보여주었다. 해당 조치는 사회
보장분담금 및 소득세 부담 경감과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인상 정책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소득인상 정책에 있어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경제활동 추가수당
인상이라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사용자 측의 노동비용을 늘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프랑스
는 2003년 1월 17일 Fillon 법안(Loi n° 2003-47)이 공포된 이래,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
는 사업장에 대해 사회보장분담금을 면제시켜주거나 경감함으로써, 고용주의 노동비용을 줄
12) Le Figaro,《 Le Parlement adopte un projet de budget 2019 bouleversé par les «gilets jaunes»》,
2018.12.24.
13) 정부는 앞서 소개한 법안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의 규모를 100 억 유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 Urgence économique et sociale : le Premier ministre détaille les mesures en faveur du pouvoir
d'achat》, www.gouvernement.fr,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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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정책을 꾸준히 확장하여 펼쳐왔는데, 이러한 과거 행보와 큰 방향에서 일관성을 유지
한 것이다.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 충분치 못하다는 불만과 별개로, 예고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투
여될 재원 마련 및, 재정 건전성 문제는 정부가 맞닥뜨려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이를 프랑스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여전히 남아 있는 전반적인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국민 대토론 이후, 어떻게 제도
적으로 반영될지도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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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소기업 대상
불공정 계약 조항 방지법’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도입 사례
국제노동동향 ③ - 호주

채민희 (호주 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16년 11월 12일, 호주 정부는 ‘중소기업 대상 불공정 계약 조항(unfair contract terms)
방지법’을 발효하였다. 이는 대기업과 계약 체결 시1)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계약서상에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
이 해당 계약을 무효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법은 발효 시점 이후로 신규 또는 갱신되
는 모든 계약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계약 당사자들 중 최소 일방이 중소기업인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호주 내 불공정 계약 체결현황을 알아보고 해당 정책
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각계 반응 및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 도입 배경 : 중소기업 대상 불공정 계약 체결현황
호주 재무부(Treasury)는 2014년 5월 검토보고서2)를 발간하여 불공정 계약 발생원인 및

1) 호주 정부 보고서나 법 조항에서는 ‘ 더 규모가 큰 기업(bigger business) ’ 혹은 ‘ 대기업(large
businesse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편의상 ‘대기업’ 혹은 ‘갑’으로 통일한다.

2) Extending Unfair Contract Term Protections to Small Businesses Consultation paper, May 2014,
The Treas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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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된 원인은 대부분의 계약이 표준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
라고 지적하였다. 표준계약이란 계약 일방이 모든 계약서를 미리 준비하고 상대 계약자를 만
나서 협상을 진행하는 형태이다. 즉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
할 경우, 중소기업의 선택권은 두 가지뿐이다. 첫째, 대기업이 작성한 계약 조항들을 모두 수
락하거나 둘째,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다(‘take it or leave it’). 계약서상 불공정한 조건이 있
더라도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계약을 수락한다. 그 이유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조인력이 없
고, 업계 내 다른 대기업들도 대부분 같은 계약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
안이 없기 때문이다.
<표 1>은 상기 보고서에서 요약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관련 기관(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이하 ACCC)에 보
고된 주요 불공정 계약 조항 내역이다.
전체적으로 이 조항들은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대기업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든다.
반면 중소기업에는 해당 권리들이 주어지지 않으며 중소기업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표 1> 호주 내 중소기업 대상 불공정 계약 조항 신고 사례
불공정 계약 조항 종류

접수건수

비중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 자동 연장 가능*

148

17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가능*

136

15

대기업의 책임이나 의무 축소*

85

10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내용 변경 가능*

91

10

중소기업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 지불

61

7

일방적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소급 적용하는 가능*

60

7

- 이하 생략 -

주 : * 계약 상대자인 중소기업은 비해당.
자료 : 재무부 2014 년 검토보고서(Extending Unfair Contract Term Protections to Small Businesses
Consultation paper, May 2014, The Treas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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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란하에 ACCC는 불공정 계약이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광고, 프랜차이즈, 통
신, 유통업계 등을 심층조사 및 분석하였다.3) ACCC는 먼저 각 업계 내 몇몇 기업들을 선별하
여 해당 기업들의 실제 계약서 조항들을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계에서 대기업에
특권을 주는 불공정한 조항들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광고업계에서는 대다수 표준계약서상에 광고대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즉 광고대행사가 가격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심지어 광고주는 변경 전 통지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계약내용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이후 광고주가 이를 알게 되더라도 그들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다. 또
한 대다수의 경우 광고대행사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광고주의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
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해당 광고가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비해 부여된 권한이나 ‘어떤
이유로든’ 광고를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필요 이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프랜차이즈(Francising) 업계의 경우 표준계약서 자체보다는 본사에서 가맹점주에게 전달
하는 ‘가맹점 운영 매뉴얼’상에서 불공정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본사가 언제든지 일방
적으로 운영 매뉴얼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시되고 있다. 운영 매뉴얼이 계약과 관련
한 권리 및 의무사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본사가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과 다를 바가 없다. 사측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매뉴얼을 변경하기 전에 점주에게 통보를 하기 때문에 불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telecommunications)의 경우, ACCC가 검토한 5개의 표준계약서들 중 모든 계약
서에서 ‘중소기업의 동의 없이 통신회사가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발견되었다.

3)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Unfair terms in small business contracts: A
review of selected industries”, Nov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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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대상 불공정 계약 방지법
이러한 배경하에 호주 정부는 2014~15년 예산안에 140만 호주달러(약 11억 원)를 편성하
여 관련 기관이 법적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6년 11월 ‘중소기업 불공정 계약
조항 방지법(Small Business and Unfair Contract Terms Act)’을 도입하였다. 해당 법은 호
주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하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개
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보호를 받아야(vulnerable) 하는 입장이라고 판단했기 때
문이다. 더 나아가 이 법은 중소기업이 공급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적용절차
중소기업은 계약 상대와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불공정 계약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제출된 계약서를 검토하고 상기 법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존
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책 수행 담당기관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CCC)
로 상담 및 절차 진행을 지원한다.

적용대상
이 법은 ‘중소기업’이 체결하는 ‘표준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먼저 ‘중소기업’이란 근로
자 20인 이하인 사업체4)를 일컬으며, 계약 당사자들 중 일방이라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그 계약은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표준계약’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계약의 성
격을 아래와 같이 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5)

4) 임시직 포함.
5) ACCC(2016) Unfair contract terms - A GUIDE FOR BUSINESSES AND LEGAL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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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6)이 지배적인 협상력을 갖고 있는가?
② ‘갑’이 사전협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가?
③ 현실적으로 ‘을’이 계약조건들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능력이 있는가?
④ ‘을’이 계약조건들을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⑤ 계약 조항들이 ‘을’의 특수한 상황이나 거래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이와 더불어 계약금이 30만 호주달러(약 2억 4천만 원)를 초과하지 않거나, 1년 이상의 장
기 계약의 경우 1백만 호주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법이 적용된다. 즉 이를 초과하는
대규모의 계약은 해당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비적용대상은 첫째, 계약이 법 발효시점 이전에 체결된 경우, 둘째, 운송 관련 계약(shipping
contracts), 셋째, 자동차 보험 포함 특정 종류의 보험 계약 등 이다.7)

‘불공정 계약 조항’ 판단기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계약조건이 불공정한지 여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한다. 호주소
비자법 제25항은 불공정 계약 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예시를 아래와 같이 나열하고 있다.8)
전반적으로 ‘갑’이 독단적으로 계약 사항을 변경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
이다. 해석에 주의할 점은, 이러한 권리 자체를 부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권리를 ‘갑’에게만 허가하는 경우를 불공정하다고 본다는 점이다.

6) 해석의 편의를 위해 문맥상 지배적인 협상력을 갖고 있는 ‘one of the parties’를 ‘갑’으로 번역하였다.
7) https://www.accc.gov.au/business/business-rights-protections/unfair-contract-terms
8) https://www.australiancompetitionlaw.org/legislation/provisions/acl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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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호주소비자법 제25항에 명시된 불공정 계약 조건 예시
제25항 불공정 계약조건 예시(Examples of unfair terms)
다음은 소비자나 중소기업 계약조건 중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이다.
① ‘갑’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피하거나 충분히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가하는 조항1)
②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항
③ ‘갑’이 ‘을’의 계약 위반 혹은 파기에 대응하여 ‘을’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항
④ ‘갑’이 독단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항
⑤ ‘갑’이 독단적으로 계약을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항
⑥ ‘갑’이 계약금액을 변경해도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항
⑦ ‘갑’이 일방적으로 공급 상품 및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팔거나 제공하기로 한 토지 임대 이자 액수를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항
⑧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판단하거나 계약서상 내용을 독단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항
⑨ ‘갑’이 관련 업체들에 대한 법적 대리책임을 물지 않도록 허가하는 조항
- 이하 생략 -

주 : 1) 원문은 “(a) a term that permits, or has the effect of permitting, one party (but not another party)
to avoid or limit performance of the contract;”으로, ‘one party’를 ‘갑’으로 ‘another party’를 ‘을’로
의역하였음. ‘독단적으로’라는 표현은 ‘one party (but not another party)’를 의역한 것으로 해당 조항
들이 쌍방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만 특혜를 줄 경우 불공정하다고 간주한다는 내용을 반영
하기 위해 추가하였음.

실제 적용 사례9)
2017년 10월 13일 호주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은 폐기물처리서비스 회사 JJ
Richards & Sons가 소비자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판결을 내렸
다. 이에 따라 법원은 JJ Richards & Sons가 불공정하게 체결한 2,600개 계약을 무효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계약 건들을 재검토하여 불공정한 조항들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문제
가 된 계약서들은 주로 JJ Richards & Sons가 계약조건들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계약
갱신 및 종료를 JJ Richards & Sons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기업이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인 사례도 존재한다. 2018년 6월 26일 ACCC는 호주 주
요 식품가공업체인 Mitolo가 감자 농장주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판단
하에 법원 심사를 요청하였다. 문제가 된 표준계약서들에는 Mitolo가 감자 가격을 포함한 계
약조건들을 독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9) https://www.businesslawyers.com.au/contract-law/unfair-contract-terms-small-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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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논의 및 쟁점
2019년 1월 25일 호주 노동당 소속 의원들10)은 법적 장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11) 특히 이들은 불공정 계약 적발 시 해당 기업에 최고 천만 호주달러(약 80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행법하에서는 법원이 불공정한 계약이라 판
단하여도 최악의 경우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뿐 어떠한 금전적 처벌도 내릴 수 없기 때문이
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불공정 계약 사실이 적발되어도 실질적으로 큰 손실이 없기 때문에 사
실상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다.
야당 경쟁 및 생산성부처(competition and productivity) 예비 장관(shadow minister)
Andrew Leigh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평등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계약 체
결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만 마련할 뿐, 실질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만든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
는다며, 이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행법은 법적보호가 필요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지적하
였다. 특히 그는 계약금 상한선을 30만 호주달러에서 1백만 호주달러로 올리고 1년 이상 장
기 계약의 경우 5백만 호주달러로 변경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실제로 정부부처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먼저 해당 법은 호주 통계청의 중소
기업 정의를 따라 중소기업을 ‘20인 이하 사업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의가 과연 중소기
업 보호 차원에 부합하는 정의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 하원에서
는 근로자 수로 중소기업을 정의하기보다는 연매출총액으로 정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12)
실제로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은 세후 연매출액이 2백만 호주달러 이하인 사업

10) 경쟁생산성부 예비 장관 Andrew Leigh, 중소기업부 예비 장관 Chris Bowen, 중소기업부 예비 차관
Madeleine King

11)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labor-plans-crackdown-on-unfair-contractsbetween-businesses-20190124-p50tdw.html
12) H O U S E O F R E P R E S E N TAT I V E S ( 2 0 1 3 - 2 0 1 4 - 2 0 1 5 ) , T R E A S U RY L E G I S L AT I O N
AMENDMENT(SMALL BUSINESS AND UNFAIR CONTRACT TERMS) BILL 2015 EXPLANATORY
MEMORA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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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중소기업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호주 재무부는 이 법은 기본적으로 법조인력 등의 부재
로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연매출로만 중소기업을 정의하
면 인적자원 역량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13) 또한 석유 유통
업처럼 매출액 규모는 크지만 정작 이윤은 많지 않은 산업의 경우 해당 기업들이 적용대상에
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금 상한선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 상원 경제상임
위원회는 상한선이 너무 낮다는 입장이다.14) 법적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대
규모 계약 거래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으면 이 법이 중소기업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법적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기
업들이 중소기업과 거래 시 고의로 계약금을 높게 설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여러 계약을 한 계약서로 통합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 측은 그러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15)
수행기관인 ACCC는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해당 대기업에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16)

■ 맺음말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각계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법이
실제로 적용되어 계약이 무효로 된 사례도 많지 않아 보인다.17)
13) Review of Unfair Contract Term Protections for Small Business - Discussion Paper, November
2018, Treasury.
14) The Senate - Economics Legislation Committee, Treasury Legislation Amendment(Small Business
and Unfair Contract Terms) Bill 2015 [Provisions], September 2015.
15) Review of Unfair Contract Term Protections for Small Business - Discussion Paper, November
2018, Treasury.
16) https://www.accc.gov.au/speech/major-changes-needed-to-get-rid-of-unfair-contract-terms
17) 2016년 11월 법 도입 이후 첫 판례는 앞서 소개한 2017년 10월 13일 사례이고, 정부 보고서나 신문
등에 이와 다른 사례를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적용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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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 정책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중소
기업이 직접 법원 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절차상 한계이다.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해당 중소기
업은 그 업계 내에서 다른 거래대상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업계 내 대기업들은 해당 중소기
업과의 계약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즉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하
더라도 업계 내 장기적인 평판을 위해 신고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둘째, 적발 시 계약이 무
효로 되더라도 대기업이 큰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업계 내에서 대기업은 언제든 새로운 계약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즉 전
반적으로 이 정책은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상의 문제를 면밀히 고
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ACCC와 재무부 등 정부부처 및 의회 내에서의 활발한
정책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그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정책 사례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하도급 업체 간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주로 중소기업이 공급자인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상기 정책은 중소기업을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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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트
 럼프 대통령, 정부 셧다운 이후 연방정부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2019년 1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워 주목을 받고 있

22일부터 시작되어 미 헌정 이래 최장시간으로 길

다. 미네소타 주 출신 티나 스미스(Tina Smith) 상

어지고 있는 정부 셧다운 상황에서 임금 및 시간외

원 의원은 외주 등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연방정부

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연방정부 노동자들이

와 계약이 되어 있는 외주업체 노동자들까지 위

셧다운 종료 직후부터 바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

와 같은 법안을 확대 적용해야 하도록 하는 법안

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는 단지 현재 ‘필

을 입안하였다. 또한 하와이 주 출신 브라이언 샤

수적인(essential)’ 또는 ‘예외적인(excepted)’ 기능

츠(Brian Schatz) 상원 의원과 워싱턴 주 출신 데렉

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킬머(Derek Kilmer) 하원 의원은 집주인이나 채권

있는 연방정부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

자들이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정부 노동자들이나 외

라, 연방정부 노동자들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주업체 노동자들이 월세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는 현재 많은 연방정부 노동자들이 즉시 필요한 생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필품, 월세, 의료비 등을 지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

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상당히 고무적인 것

이에 앞으로 정부 셧다운 이후 연방정부 노동자 및

이라고 할 수 있다.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권리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인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된 수정 및 후속

지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1)

1) Vox(2019.1.16), “Federal employees are now guaranteed back pay after the shutdown is over,”
Retrieved on January 19th, 2019, https://www.vox.com/policy-and-politics/2019/1/10/18176849/
furloughed-federal-employees-back-pay

미국 : 1월 마지막 주의 기록적인 한파, 노동자 안전을 위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관심 높여
1월 마지막 주 중서부 지역의 기록적인 한파(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 해당 의무는 직무상

저 영하 35도 미만, 체감온도로는 최저 영하 48도

안전 및 건강 관리 법안(The Occupational Safety

미만)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

and Health Administration Act)에서 법적 기초를

가 커졌다. 이에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

찾아볼 수 있다. 위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노

호하기 위해 어떠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에 대해

동자들의 안전을 해치는 인식된 위험으로부터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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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들은 ‘선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출근을 거부할 수

의(good faith)’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일하는 일터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된다. 다만 출근을 거부할 경우

가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들은 고용주에게 해

시간제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급여

당 위험을 최대한 제거하도록 하거나 다른 직무 또

노동자(salary worker)들은 추후에 출근하지 않은

는 다른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가할 수

시간을 보충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2) 또한 위스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1) 최근의 기록적인 한

콘신 주에서는 예산 삭감의 일환으로 주 정부 공무

파는 건물 밖에 있을 경우 5~10분 안으로 동상이

원들을 직무상 안전 및 건강 관리 법안으로부터 제

시작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출근을 위한 이동 중에

외하는 등의 사례들이 존재한다.3)

도 노동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Workers' Right to Refuse Dangerous Work,” Retrieved on
February 8th, 2019, https://www.osha.gov/right-to-refuse.html?fbclid=IwAR3--hniXxeeoqVfBtMM
NGodj3hERG677L9g9leBiih63ugYM6XXP2Ck-ug
2) USA Today(2018.12.17), “Can you ask your employer to let you work from home during a winter
storm? Ask HR,” Retrieved on February 8th, 2019, https://www.usatoday.com/story/money/
careers/2018/12/17/inclement-weather-policy-employers-required-workers/2312464002/
3) Wisconsin State Journal(2011.2.11), “Highlights of Gov. Walker's budget repair bill,” Retrieved on
February 8th, 2019, https://madison.com/wsj/news/local/govt-and-politics/highlights-of-govwalker-s-budget-repair-bill/article_3d93e6aa-363a-11e0-8493-001cc4c002e0.html

미국 : 2017년 미국 출산율 최근 30년간 최저치 기록
2019 년 1 월 10 일 CNN은 국가건강통계센터

정도가 모자란다.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에서 발행

먼저, 가장 출산율이 낮은 주는 워싱턴 D.C.로

된 새로운 리포트를 인용하여, 2017년 미국 출산

1.421명, 가장 출산율이 높은 주는 사우스다코타로

율(여성 1인당 출산 자녀 수)은 1.766을 기록했

2.228명을 기록했다. 사우스다코타는 현재 미국 인

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30년 만에 가장 적은

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2.1명)을 유일하게 초

3,853,472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리포

과하는 주로, 사우스다코타를 제외한 다른 주는 모

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

두 그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의 모든

되는 출산율은 2.1명이며, 현재 상황에서는 16%

주에서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며 미국 총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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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Association)의 수석 디렉터인 Georges Benjamin

이처럼 미국 대부분의 주가 기록적으로 낮은

박사는 이처럼 낮은 출산율은 미국 사회가 유지되

출산율을 기록하며, 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

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

다. 미국공공의료협회(American Public Health

다.1)

1) CNN(2019.1.10), “US fertility rate is below level needed to replace population, study says,” https://
www.cnn.com/2019/01/10/health/us-fertility-rate-replacement-cdc-study/index.html

스웨덴 : 고용서비스센터 직원 4,500명 해고 결정
스웨덴 고용서비스센터(Arbetsförmedlingen)는

번 해고는 스웨덴 전역에 있는 고용서비스센터 직

조직의 1/3에 해당하는 인원인 4,500명을 해고하

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기로 결정했다. 고용서비스센터장 미카엘 훼베리

인원을 해고할지는 노조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Mikael Sjöberg) 씨는 이 해고가 어려운 결정이었

예정이다.

으며 해고당한 이들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1)

현재 스웨덴 고용서비스센터는 스웨덴 전역 242
개 사무소에 13,500명의 노동자와 430명의 컨설

훼베리 씨는 Dagens Nyheter와의 인터뷰에서

턴트를 두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해고인원은 4,500

사민당-녹색당 정부와 중앙당, 자유당이 발의하여

명으로 전체 직원의 1/3에 달해 당초 예상되었던

2018년 12월 의회에 통과된 예산안으로 인해 고용

2,400명을 훨씬 상회하였다.

서비스센터의 조직개편과 노동자 해고가 불가피 하

고용서비스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다고 말한 바 있다. 훼베리 씨는 이 예산안이 고용

예산안으로 인해 서비스센터의 운영예산은 2018

서비스센터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정당들이 정확히

년 대비 8억 크로나(한화 약 960억 원)가 삭감되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삭감된 예산은 고용서비스

으며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은 45억

센터의 업무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 밝혔다. 이

크로나(한화 약 5,420억 원)가 삭감되었다.

1 ) Arbetsförmedlingen( 2018 . 1 . 30 ), Arbetsförmedlingen varslar 4 500 anställda, https://
arbetsformedlingen.se/om-oss/press/nyheter/nyhetsarkiv/2019-01-30-arbetsformedlingen-varslar4-500-anstal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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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2018년 노동자 평균 급여 전년대비 소폭 상승
스웨덴 중재위원회(Medlingsinstitutet)는 보고

중재위원회의 발테르 훌텐(Valter Hultén)씨는

서를 통해 2018년 스웨덴 노동자의 급여 수준이

현재 스웨덴의 경제호황과 활발한 노동수요가 전반

2017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1)

2018

적인 평균 급여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

년 1~11월 기준,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2.6% 상승

혔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는 민간부문에 비해 노

했는데 2017년에는 같은 기간 동안 2.3% 상승하

동력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이 수요의 차이로 인

였다. 한편 2018년 동안 공공부문 노동자 급여는

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평균급여가 민간부문보다 높

3.0% 상승하였고 민간부문 노동자의 급여는 2.4%

은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상승했다.

1) Medlingsinstitutet(2019.1.30), “Löneutvecklingen till och med november 2018,” http://www.mi.se/
press/nyheter/2019/01/loneutvecklingen-till-och-med-november-2018/

핀란드 : 임금정보 공개를 둘러싼 노사 간의 의견 차이
핀란드 노동자 중 2/3는 본인의 임금정보 공개를

업위원회의 연구원 Katja Leppänen은 “임금정보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 핀란드 산업위원회

노동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 있는 부분이며 임금

(EK)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66%

투명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

가 그들의 임금정보 공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핀

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급여정보 공개에 반대한

란드 산업위원회는 지난 1월 1,525명의 (노동가능

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인구에 속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핀란드의 노동조합중앙기구 SAK(Suomen Ammattiliittojen Keskusjärjestö)는 산업위원회와 다른

시한 바 있다.
지난해 핀란드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목소리를 냈다. SAK는 다음 의회 회기 때 임금정보

Affairs and Health)는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바로

공개안이 무조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

잡기 위해 임금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

시하면서 SAK 조합원의 2/3가 이에 대해 찬성하는

는데, 이번에 핀란드 산업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중앙기구의 Annika

는 이 방안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였다. 핀란드 산

Rönni-Sällinen 씨는 임금정보는 개인정보나 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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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아니며 법에서도 그렇게 정의내리고 있지

추고 있기 때문에 임금정보 공개는 과한 제도적 개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정보 공개가 가져다 줄 순

입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기능, 이를테면 성별임금 차별을 방지하는 역할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란드 산업위원회의 연구원 Katja Leppänen는
노동자들이 이미 임금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에

한편 산업위원회와 노동조합중앙기구는 고용주
가 어떤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급여를 책정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
의 목소리를 냈다.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다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

1) Yle(2019.2.11), “Most workers don't want salaries public, says business group,” https://yle.fi/uutiset/
osasto/news/most_workers_dont_want_salaries_public_says_business_group/10640857

베트남 : 정부의 노동안전 프로그램 시행으로 산업재해율 감소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2018 년 12 월 5 일

이는 당초 예상치를 5% 이상 초과 달성한 것이다.

‘2016~2020년 노동사회분야 안전강화 프로그램

또한 2018년 10월까지 4,500개 이상의 기업에 해

(899/QĐ-TTg, 20/6/2017)의 평가 및 의견 수렴’

당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이 중 400여 개 이상의

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베트남 정부

기업에는 국제표준에 해당하는 노동안전기준을 적

가 노동안전을 위해 고위험 산업(광공업, 건설업, 금

용하였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고위험군 노동자

속산업, 무역, 화학업) 분야에서 안전프로그램과 교

6만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원하였다. 그리

육을 지원하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을 줄이기

고 전국 63개 시도에 있는 40여 개의 공예품마을,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

600개의 협동조합, 5,000여 개의 중소기업, 농업분

년동안 지원 대상을 선별해 노동환경(인프라)을 평

야 2,000명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지원

가하고 개선점을 조언하며 이와 관련된 정부 관리시

하여 왔다. 국방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스템을 구축하고 노동안전 컨설팅, 위험하고 유해한

군인(군무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였는데, 그 결

작업환경 개선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과 연평균 산업재해율 11% 감소, 사망자 수 8.32%

정부발표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로

감소, 중상자 감소도 19.77%에 이르렀다고 국방부

2011~2015년 대비 2016~2017년 산업재해 및 직

대변인은 밝혔다. 위 세미나의 참석자들은 프로그

업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평균 10.77% 감소하였고

램 개선을 위해 교육시간 조정, 중앙정부의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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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관리 감독 강화와 노동 및 고용 보험기금을 이용

한 추가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1)

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2018년 12월 5일자 뉴스, http://www.molisa.gov.vn/vi/Pages/chitiettin.
aspx?IDNews=28615

베트남 : 음력 설 명절의 상여금
베트남 최대 명절인 음력 구정 설 연휴인 뗏(Tét)

이나 각종 공제금과 관련된 정보를 얻지 못한 노동

은 노동관계에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

자들도 많아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려 노력

다. 보통 설 이후는 이직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이

하고 있다. 우선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설 상여금

직을 고민해 온 노동자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설 상

은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

여금을 받은 노동자들이 설 상여금을 수령한 후 이

동자들은 추가적인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시기를 이용하여 다른 직장을 구하는 편이다. 기업

된다(베트남 노동법 제105조, 정부 행정해석(560/

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노동자들은 설 상여금으

LĐTBXH-BHXH)). 이 규정에 따르면 노동자의 근

로 자신의 한 달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무 중 식사대, 지원되는 유류비, 통신비, 통근비, 주

받는데, 일부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이직을 방지하

거비와 비정기 상여금은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로

기 위해 설 상여금을 설 전후로 나누어 지급하기도

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 상여금은 정상적인

하고 약속했던(단체협약상)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

임금(급여)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설 상여금에 대

거나 한 달치 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

해 소득세는 부과한다(베트남 소득세법(2012) 제3

우가 있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조).1)

또한 13월의 월급인 설 상여금에 부과되는 세금

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기관지 바오전신, 2019년 2월 15일자 및 동 기관지 2019년 1월 19일자 뉴스,
http://baodansinh.vn/tien-luong-thang-thu-13-co-tinh-dong-bhxh-khong-d90835.html
http://baodansinh.vn/nhan-thuong-tet-phai-dong-bao-nhieu-tien-thue-d892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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