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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요 약

이 연구는 한국 ICT산업 소프트웨어개발 전문직종(이하 SW전문
직)의 노동시장 변화와 프리랜스 경제화에 대해 44명의 방대한 개발
자와의 인터뷰에 기반한 질적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그간 한국에서
비정규 노동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보고가 제출되었지만,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는 독립 및 종속 도급계약 등 개인도급계약에 대한 연구
는 아직 축적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져
온 제조업의 보완 혹은 대체재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지식, 창의,
문화 경제, 즉 신경제산업(new econmoy industries) 부문에 대한 본
격적인 노동 연구는 아직 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다. 이 연구는
노동분야 연구의 이러한 틈을 메꾸기 위해 새로운 노동계약형태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종속 및 개인 독립 도급에 기반한 비정규노동
시장의 전개, 특히 프리랜스 경제화를 신경제산업부문에 초점을 맞
추어 기술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보다 정확하게는 신경제산업 부문
중에서 앞으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중핵에 해당하는 SW 개발 부문 노동시장의 특성 및 변
화와 프리랜서화의 전개에 주목하는 연구다. 한편 이 연구는 이전에
크게 주목되지 않았던 다음 세 가지 쟁점을 연구의 핵심 축으로 삼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을 꾀한다. 첫째, 프리랜서화 그 자체의 특성이나
확산 정도에 주목하기보다는, 지난 20여 년간 전개되어 온 산업 생태
계 및 조직 구조의 고찰을 통해 산업적 특성이 노동시장에 전이되는
지점을 가치사슬의 전개와 부문 간 분화를 통해 포착하고, 프리랜서
화를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맥락에서 이해하려 하였다. 둘째,
지식․문화 경제에 있어 노동자들이 내재되어 있는(embedded) 문화
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식․문화경제의 전개가 기존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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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나 정책 논리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적(societal 혹은 community)
논리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이를 추동하는 문화적 논리와
규범의 작동에 대한 이해가 긴요하다. 이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공급
측 노동자들의 행위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의 특성과 분절
의 공고화 경향을 개발자 문화를 통해 포착하려고 시도하였다. 문화
의 독립적 작동논리에 대한 섬세한 포착과 함께 문화-경제-제도적
요소를 잇는 통합적 사고가 가능할 때 보다 진전되고 창의적인 정책
함의 도출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셋째, 노동력에 대한 양적, 질적 의
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지식전문분야로서 SW직종 노동시장의 변화
를 포착하는 데 숙련기제에 대한 분석은 핵심적이다. 한국의 숙련형
성기제에 대한 연구 축적은 국가주도 산업화 이후 전반적으로 지연
되고 있지만, 신경제 산업의 새로운 숙련형성기제에 대한 이해는 더
더욱 지체된 상태다. 한국적 숙련기제가 과연 존재하는지, 존재한다
면 어떻게 개념화될 수 있는지,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새로운 경제하
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경제가 노동자의 개
인적, 집합적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의의가 크다. 이
연구 역시 숙련기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숙련형성기
제가 반영하는 산업적, 노동시장적 분절구조를 드러내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적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는 신경제산업 내 숙련기
제 관련 연구의 디딤돌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세 측
면에서의 분석 결과와 연계해 그간의 관련 정부 정책을 이어지는 별
도의 장에서 자세하게 살피고, 정부 지원 아래 민․관에서 진행된 다
양한 숙련화 시도, 기존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전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더 나아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 했다.
주요 분석 부문으로 볼 수 있는 제2장에서 제4장까지의 주요 논의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산업의 특성을 살피는
한편, SW전문직종 노동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프리랜스 경제화의
특성을 최근 시행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ICT 산업 및 노동시
장 실태조사” 결과에 기대어 고찰했다. 이 장을 관통하는 두 개의 핵

요약

ⅲ

심 키워드는 SW전문직 노동시장(occupational labor markets)과 프
리랜서 경제(freelancer economy)의 전개로 볼 수 있다. 이 두 키워
드는 각기 독립적이지만, 지식기반 신경제산업의 확대에 따라 겹침
면이 점차 넓어지는 추세로 두 개념의 긴밀한 상호 연계를 염두에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테크놀로지와 혁신을 기반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신경제산업
은 관료적 위계조직 원리와 친화성이 낮다. 디지털 기술의 끊임없는
고도화와 혁신에 따라 점차 짧아지고 있는 기술 수명주기(life cycle)
는 전문가를 관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직능력을 약화시키고 전
문지식과 기술을 내부화하는 데 따른 거래비용을 높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소속조직의 규범보다 전문가 커뮤니티와 시장의 규범이
더 중요한 작동원리를 제공하는 직종 노동시장의 부상과 확대는 신
경제산업하에서 불가피하다. 신경제산업 내 위계조직의 관리자 역할
도 내부인력에 의존하는 사업기획과 해당 인력에 대한 관리보다는
조직 밖 외부자원 동원․관리․조정으로 전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식기반 디지털 신경제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ICT산
업 SW전문직종은 이러한 새로운 직종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대
표 주자로 자세히 들여다볼 만한 부문이다.
한편, 정보통신디지털기술의 발전, 노동자 구성 및 노동규범의 변
화, 금융화의 진전에 따른 기업의 고용유연화 전략 및 비용절감 정책
등을 배경으로 신경제 산업에서 가장 현저한 노동시장 변화는 프리
랜스 경제화다. 비단 프리랜서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전통적 고용관
계의 쇠락과 함께 개인을 단위로 한 아웃소싱시장의 확대와 해당 규
범의 확산을 프리랜스경제화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프리랜서 일자리가 줄 수 있는 독립성과 유연성, 조직
으로부터의 자유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늘고 있지만, 실제 ICT
부문에 SW개발 직종 노동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화의 위
험과 그에 따른 노동시장 분절적 경향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한편으로는 지식경제의 확산과 함께 고용관계의 종속성으로부터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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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자율성을 추구하는 독립 노동자의 확대 경향은 불가역적인 노
동시장변화의 현실로서 기존 제도주의 인식 지평의 확대가 불가피하
다는 점을 역설하면서도, 해당 현상이 노동자에게 가하는 불안정성
을 간과하여 과도하게 이상화하는 저간의 경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약 10여 년 전 미국의
SW노동자 및 노동시장에 대한 민속지적 연구를 수행한 Barley와
Kunda(2006)의 선구적 저작과 궤를 같이한다.
연구대상인 SW 개발직의 경우,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른 과업의
분할과 단순화, 용이해진 모니터링의 노동과정 변화와 함께 삼자적
고용관계의 확산이라는 환경적 변화에 직면해, 경우에 따라서는 고
도의 전문직조차 교섭력 저하가 불가피하고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이들은 상대적으로 단위기간 소득이 높은 편
이지만, 소수의 스타 프리랜서를 제외한 대다수 프리랜서들은 일자
리와 소득의 (생애) 지속가능성에 대해 상시적 불안감을 안고 있다.
즉, 장기화될 수도 있는 취업 공백기의 소득불안정, 빠른 기술 변화
에 따른 숙련 및 지식의 노후화 가능성과 재투자에 요구되는 (기회)
비용, 중년 이후 새로운 전문지식 습득능력 저하 가능성 및 업계의
연령차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단계
산업구조가 고착된 산업환경에 놓여 있는 한국의 프리랜서들은 외국
에 비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더 큰 불안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계속 정규 일자리를 구직 중인 프리랜서 비중이 높다는 최근의
설문조사결과(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2019)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조사 대상의 70%가 넘는 다수 프리랜서 SW개발자가 정규화
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프리랜서들에게 불안이 팽배
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프리랜서 노동시장은 사회연결망
에 의존하는 일자리 구하기, 빈번한 이동, 관료적 조직 통제로부터의
독립성 추구, 유연한 노동시간 등 고용계약이 아닌 노동계약 중심의
창의 지식산업 유연노동시장의 일반적 특성을 상당히 공유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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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결망에 대한 강한 의존성은 앞에서 서술했듯이 과업에 대한 정
확한 정의내리기의 곤란함과, 결과의 불확실성, 전문성에 대한 통제
의 어려움,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이 직종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요소다. 전술한 Barley
와 Kunda(2006)가 제안한 이른바 떠도는 전문가(itinerant experts)
들은 이미 한국 SW전문직 노동시장에서도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
다. 기존의 한국노동시장에서는 좀처럼 발견되기 어려웠던 현상으로,
이제 개발자들에게 이동은 지위와 임금상승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노동시장 기제로 인식되고 있고 그 핵심에 개발자 네트워크가 작동
한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작동방식을 경제적 합리성에 의존하는 일반적
해석은 이 시장에 대한 절반의 이해에 불과하다. 개발자 문화의 독특
성, 즉 동업자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유지함으로써 직
업 정체성을 넘어 개인 정체성을 유지․재확인하는 독특한 전문가
커뮤니티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 시
장의 독특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개발자 문화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개발자들의 노동시장 이동을
만들어내는 동인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모은 질적 자료에 따르면 이동을 추동하는 요인은 숙련 및 개발자로
서의 개인적, 사회적(혹은 집합적) 정체성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개
인주의에 기반한 협업 네트워크 추구’가 이들이 지닌 직업적 도덕률
(moral)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런 모럴 추구가 어려운 조직을 회피하
고, 이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장(fields)을 찾는 적극적 행위가 이
동으로 발현된다. 좋은 개발자로서 재미, 도전, 성취감에 대한 추구
(예를 들면 구루(guru)에 대한 무한한 동경과 희구)는 더 나은 현재
적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대기업을 떠나 소규모 벤처기업으로의 경
력 이동도 기꺼이 감행하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된다. 자율적 시장
교섭력을 갖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개발자(free agents)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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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다. 이들 혹은 이들의 경로를 추구하는 초기경력 개발자는 재
미, 도전, 학습, 성취감을 동반하지 않는 작업 및 조직환경을 낮추어
보고,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는 동류의 개발자를 낮은 카테고리에 묶
어 인식하면서 동류의식을 확산, 강화하고 자신들을 구별 짓는 경향
을 보인다.
반면, 같은 직종 노동시장 내에서 이러한 모럴과 이동패턴을 공유
하지 못하는 개발자들도 있다. 산업 생태계 내에서 자율적 시장 교섭
력을 발휘하기 힘든 위치에 존재하거나, 인적자본을 갖추지 못한 미
숙련 개발자들은 전제적 시장(market despotism)에 의해 비자발적
이동 패턴을 보인다. 예를 들어 정규직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고 재
하도급업체나 인력파견업체에 연루된 프리랜서의 프로젝트 단위 이
동을 떠올릴 수 있다. 이들은 설혹 자율적 이동이 가능할 만큼의 기
술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자유로운 이동자 커뮤
니티(free agents)가 부여한 낙인(예컨대, “SI에서 뼈가 굵은 개발자
는 루틴하고 고정된 작업방식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테크니션일지는 몰라도 유연성, 기민성(agility)과 자유로운 사고를
요하는 새로운 제품 개발에는 적절치 않다. 즉 (진정한) 개발자로의
전환은 어렵다”)으로 인해 이동의 한계에 부딪히기 쉽다.
경제논리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개발자 문화는 한편으로는 시장
과 조직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자율규제가 작동하는 개발자 커뮤
니티 형성에 기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한 개발자 문화는 개발
자 규범에 부합하는 “좋은” 개발자와 규범을 충족하기 어려운 개발
자를 구별 짓는 직종 내 불평등 재생산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결
과적으로 개발자 직종 내 이동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즉, 산
업 내 지난 20여 년간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들어낸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는 개발자 문화에 의해 공고화되는 경향이다.
제3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시스템통합(SI), 패키지, 스타트업 분
야 등 세 개 분야의 상이한 개발자 문화가 어떻게 노동시장 분절을
강화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분절적 직종 노동시장이 어떻게 프리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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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에 작용하는지 살폈다.
한국 개발자들의 문화적 분절은 개발자 노동시장의 독특한 분절
양상과 연계된다. 특히 패키지, SI 및 스타트업 분야 사이에서 발생
하는 문화적 차이는 상당하다. 다양한 차원으로 드러나는 문화적 분
절은 직종 내 개발자 문화의 다양성, 즉 부문 간 차이에 그치지 않고
개발자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
한 위계는 기존의 불평등 문제를 강화하거나 개발자내부 이동을 제
약할 수 있다. SW개발자 직종 노동시장 내 동질성을 전제하기 어려
운 까닭이다. 노동시장뿐 아니라 작업 방식에 있어서도 이 세 분야의
차이는 완연하다. 이는 각 부문이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와
보상구조 차이, 그리고 앞서 언급한 개발자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
작동 논리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ICT SW개발직종 내 세 부문 간 특성은 상이한 프리랜서화
로 연결되고 있다. 국내 ICT SW개발직종의 프리랜서경제화는 역설
적으로 작업의 표준화 및 루틴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SI에 두드러진
다. 그 동력은 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비용절감에 있다. 따라서
SI에 크게 확산된 개인도급계약관계는 개인 개발자에게 위험을 전가
하며 취약한 (준)전문직(precarious professionals)을 확산하는 주요
노동계약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루틴한 업무 프로세스가 일반적
이고, 혁신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는 SI 비즈니스의 모델이 그 근원
에 있다. 대형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1차 벤더, 주로 재벌그룹의 계열
사인 대형 SI 업체가 혁신의 모멘텀을 잃은 구조적 환경 속에서, 대
개의 발주사가 ICT를 혁신과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최소관리와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상황과 맞물려 형성된 다단계사업모델(혹은 밸류
체인의 거버넌스 구조)이 노동시장의 다단계화로 연결되고 그 위험
이 사슬의 말단에 있는 개인도급자에 전가되고 있다.
대형 발주사나 1차 벤더보다는, 소형 발주사 및 소형 1차 벤더, 그
밖에 2～3차 벤더에서 주로 발견되는 프리랜서는 독립계약보다 파견
및 모집-알선 에이전시를 매개로 한 계약에 연루되어 있다. 공히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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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랜서로 부르지만, 어느 정도 숙련이 있는 경우 독립계약보다는 파
견에이전시와 지속적 관계를 맺는 파견 고용에 더 가깝고, 미숙련의
경우 파견업체로부터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들은 대개 일의 과정, 장소, 작업 스케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진성 프리랜서라기보다는 오분류에 의한 프리랜서로 볼 수
있다. 취약한 프리랜서들은 들어오는 일은 무엇이든 수용해 일과 일
사이 간극을 좁혀 고용과 소득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기술 따라잡기
를 포함한 숙련향상의 부담을 잘 해결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시장성
이 높을 때 가능한 생애임금 확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부담을 크
게 느낀다. 이는 역설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고 숙련의
지속가능성이 제약된 프리랜서를 양산한다. 이런 특성은 젊고 능력
있는 노동력의 진입을 제한하고, 이들 프리랜서의 타율성, 실력없음
에 대한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문화적 경계짓기, 게토화
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직종 내 부문 간 노동력 이
동이 억제된다. 업무를 표준화하고 루틴하게 설계할 여지가 높은 부
문의 SI의 특성상 미숙련 노동력의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도 여기에
가세한다. 정부 지원에 의해 단기적으로 훈련된 노동력이 상대적으
로 많이 진입해 온 배경이다. 미숙련 노동력에 대한 정부지원은 어느
정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임금이 지급되는 좋
은 일자리를 확대해 왔다는 점에서 임금청년노동정책, 산업정책 차
원에서 숨통을 틔워주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지원 방식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즉 유행하는 한 가지 기술을 단기에 습득해 진
입한 인력이 앞에 언급한 여러 이유로 추가적인 숙련(업그레이드)기
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경력 경로가 조기에 차단되고 오분류에 의한
프리랜싱과 쉽게 연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직종 내 저숙련노
동력의 게토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동원할 수 있는 조직적, 사회적
자원을 미비한 개인이 숙련, 네트워크, 명망에 의해 작동되는 직업 노
동시장에 제대로 안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진입기 단기 훈련을 통한 대규모 노동력 공급에 집중하는 정책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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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이 부문 노동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패키지 솔루션 및 인터넷서비스, 앱개발 등 벤처 부문에서는
의외로 프리랜서화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유연한 노동에 대한 선호
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수요 측이 노동공급 부족을 강하게 겪고 있어
노사 양측에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계약 관계가 형성될 여지
가 적기 때문이다. SI에 비해 유연한 소규모 조직이 많이 포진하고
있고 이들은 많은 경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뿐 아니라 기술 혁신 이외에도 종합적 관리, 아이디어 수립,
마케팅, 소비자 대응 및 소통 등 개발인력에게 종합적 능력을 요구하
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 인력의 유연
화보다 인력의 안정화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이
분야에서 프리랜서의 확장이 있다면 이는 수요 측보다는 공급 측에
서 주도하는 진성 프리랜서화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 해도 전통적 고용관계와 같이 조직
이 주도하는 장기고용과 내부화가 이 부문의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
다. 개발자들은 조직에 헌신하기보다는 개발직종의 경계 안에서 자
신의 경력에 헌신하려는 욕구가 크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직종시장에
는 자율성, 독립성, 성장기회, 직업적 재미 등을 보장하는 조직을 원
하는 강한 개발자 문화가 작동한다. 원하는 직업과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직종시장 내 이동을 통해 확보하려는 개발자들의 성
향 혹은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거래를 통
해 노사 간 거래비용을 절감하려는 내부노동시장과는 달리, 이동을
통해 숙련화, 경력 추구, 취향을 포함한 노동조건의 업그레이드를 꾀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종 노동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이 과정
에서 노동자들의 개인적 교섭력이 커질 경우, 혹은 한국개발자 노동
시장의 국제 통합이 가속화될 경우 노동자가 주도하는 진성 프리랜
서화가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확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
다. 최근 성장한 일부 대형 벤처의 경우 장기근속 정책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 연구가 수행한 다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동은 이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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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의
양상에 있어서도 SI에 비해 개발자 고유의 문화와 커뮤니티에 대한
의존이 더 강하므로 인력 에이전시의 개입보다는 개발자 네트워크에
의한 이동이 더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한국 ICT SW 직종 노동시장에서 기존의 내부노동시
장 규범과 관행이 남아 있는 부문은 소수 재벌부문 대형 SI 업체의
관리인력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대다수는 직종 노동
시장 내에서 경력의 추구를 위해 유동하는 단기 근속 정규직과, 소수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진성 프리랜서, 그리고 오분류에 의한 다수의
파견형 프리랜서와 비자발적 미숙련 프리랜서로 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숙련형성체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의 SW산업에서 공존하고 있는 이질적인 제도적 장(institutional
field)들을 가치사슬 지배적 행위자, SW 개발주체, 그리고 숙련의 보
상 및 측정방법 등의 범주를 사용해 구분했다.
먼저, SI 숙련형성체제에서는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이 저숙련 체
제를 재생산하는 지배적 행위자 역할을 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계열사 내부거래는 그들에게 안정적인 양적성장의 기반을 제공
했지만, 시장경쟁을 위한 SW 기술력 강화가 아닌 프로젝트 기획과
관리능력을 조직의 핵심역량으로 선택하도록 이끌었다. 그들의 내부
노동시장은 프로젝트 관리자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SW 개
발업무 부분은 외부화되었다. 그 결과, SI 숙련형성체제에서는 조직
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SW 개발주체로 자리 잡게
된다. 아울러, 이들 프리랜서 개발자들과 대기업 SI 업체들 사이에서
프로젝트를 중개하는 하도급 업체들이 가치사슬의 주요 행위자로 자
리를 잡았다. 주로 공공기관이거나 금융기관인 발주처들의 낮은 전
문성으로 인해 시스템의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납기일에 맞춰 시스템
을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프리랜서 개발자의 숙련 척도로 자리
잡았다. 한편, 제도적 장에서 작동하는 등급제와 신고제는 외부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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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숙련에 걸맞
은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고안되었지만, 오히려 저숙련 체제
가 재생산되는 제도적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미시적 수준에서
는 영세하도급 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비지원
SW 교육프로그램들을 매개로 가치사슬로 끌어들이는 미숙련 개발
자와, SW 개발과정 그 자체가 주는 내재적 동기가 가치사슬로 이끈
고숙련 개발자들 사이의 정체성 단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단
절은 공통의 집단적 이해대변체를 조직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고 숙련형성체제 내의 힘의 불균형을 재생산하는 기제 중 하나
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타트업 가치사슬에서는 자본을 가치사슬에 투여하는 투자
자들보다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는 주체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배
적 행위자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 스타트업들은
IPO나 인수합병을 궁극적 목표로 조직의 매출을 급성장시키는 것을
당면과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정규직 개발자들
을 채용하고 있었다. 스타트업의 내부노동시장은 실리콘밸리의 인력
관리기법을 담론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고, 전통적인 산업과는 다르
게 높은 불안정성을 보였다. 지속적인 투자금 유입에 힘입은 스타트
업 창업의 증가는 개발자들 수요를 팽창시키면서 개발자들 역시 그
러한 불안정성을 자신들의 경력개발과 연계해 긍정적으로 내면화하
고 있었다. 역설적으로, 내부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조직수준의 숙
련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창업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SI 노동시장과 스타트업 노동시
장 사이의 중첩, 즉 SI 개발자들의 스타트업 가치사슬로의 이동이 일
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지는 제5장에서는 그간의 관련 정부 정책을 산업정책과 노동
정책 차원에서 개관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개발자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하층에 속하면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 거
래 질서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면서 개발자 인력양성정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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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있다.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정책은 SW 중심대학,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 양성, ICT 멘토링, SW 마에스트로, SW 전
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ICT 학점 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이노베
이션 아카데미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이 교육 프로그램이 SW 개발
자 시장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여 전문성을 높여가는 경로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재단에서 추
진하였던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 교육과정’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디자이너가 되고자 하는 청년에게 자신의 능력을 새롭게 확
인하고, 국내외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재가동
을 검토해 볼 만한 교육프로그램이다.
그리고 SW 개발자의 경력과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장치로서 정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SW개발자 경력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 경력 관리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긍․부정적 인식이 있지만, 경력이라는 정보가 시장에서 유용하도록
대칭성을 담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제3자가 필요하다
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하위에 있는 프리랜서를 위해서는 공공SW
사업의 다단계 하도급 개선과 분할발주 시범사업, 공공SW사업 법제
도 준수현황 공개, SW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단 운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SW제값주기로서 SW개발사업 표준단가 인상, 상용SW 유지
보수료율 상향 조정이 있다. 2017년 12월 14일에 발표된 ‘SW산업 육
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은 2018년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법 개정안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개정안에 지금까지 SW 업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개
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정부 당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SW 시장의 질
서를 회복하는 데 경주하기를 기대한다.
결론부라 할 수 있는 제6장은 각 장의 논의를 요약하는 한편, 특히
제5장의 논의와 연계해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한 우선 고려사항으로, SI부문에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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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훈련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저숙련노동력의 게토화 경향에 대한
정책재고가 필요하다. 청년을 타깃으로 한 단기훈련-공급중심 정책
보다, 진입장벽을 낮추어주는 기존의 공급정책을 어느 정도 유지하
되 이제 중장기 숙련 맵 작성을 통한 숙련의 지속가능성과 고도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산업고도화와 노동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
로 정책의 중심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연고가 취약한
개발자들이 직종 내 사회적 연결망에 보다 긴밀히 통합되도록 하는
간접 지원, 즉 수요 측의 의도적 오분류를 집중적으로 모니터하고,
나아가 SI의 사업모델과 산업 구조의 체질을 부문 내에서 스스로 개
선, 고도화하도록 유도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섬세한 산업-노동시장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노력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은
그 한 가지 대안으로 온라인 프로젝트 매칭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아
직 플랫폼 기업이 ICT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거래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지만, 이는 플랫폼의 발달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책 당국의 관심도 필요하다. 특히 이 플랫폼
을 직업안정법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직업안정법의 적용이 필요한가
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프리랜서의 향상 훈련을 위해서
는 이들이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저숙련 프리랜서에게는 부트캠프와 같은 단기간의
집중 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질적 향상의 기회
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이 인력 양성 프로그
램을 갖추고, 특히 채용과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프리랜서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을 제안했다. 넷째로,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을 통하여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향상 훈련을 지원하
는 방안이다. 단,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지원되지 않는 자영업자 고용
보험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소프트산업협회를 의제 사업주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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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다섯째로는, 꼭 필요한 영역에 대한 정부의
노동규제 강화다. 특히 저숙련 프리랜서가 실제로는 단순노무인력으
로 공급되는 탈법적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제도적 개선책에 더해서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
다. 특히 SI산업의 숙련 측정 및 보상체제가 처음 의도한 대로 외부
노동시장의 SW개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독
일식의 조합주의적 숙련형성체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해당사자
들인 개발자들의 집단적 이해대변체가 제도의 세부내용을 조율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건설
산업과 영화산업 그리고 최근에 방송산업에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가
치사슬의 주요 행위자들이 동등한 높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
의체 구성이 가치사슬의 숙련 및 노동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 사례
가 있었다.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이해대변체인 IT 노동조합이 이미
존재하고 지난 15년간 제도개선 투쟁을 통해 정당성과 정책역량을
쌓아온 만큼, 그러한 다자 간 협의체를 통해 집단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스타트업 가
치사슬에 속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형 IT업체들에도 노동조
합이 설립된 만큼, 그 어떤 행위자보다 SW개발자들의 현실과 지향
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두 가치사슬에 속하는 노조들이 상호 연대를
통해 개발자들의 숙련형성이나 경력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
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문제제기와 연구방법

1

제1장

문제제기와 연구방법

제1절 문제제기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함께 노동시장의 지형이 변하고
있다. 조직단위 관료적 규율이 지배하는 수직적 기업단위 노동시장으로
부터 산업-직종 생태계 내 과업 중심, 네트워크화된 수평 노동시장으로
노동시장 원리의 축이 넘어가고 있다. 조직 간 관계가 중심이던 생산네트
워크도 빠르게 조직-개인 간 거래를 통합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의 출현과 확산은 조직-개인, 개인-개인 간 과업단위 직거래를 보다 용이
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20여 년 동안 대기업이 추구한 구조조정(restructuring)의 주된 방식이던 아웃소싱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
다. 빠른 기술 변화로 조직이 장기간 내부적으로 포섭하기에 비용과 위험
부담이 모두 큰, 고급의 범용 기술을 개인도급(independent contracting)
형태로 생산과정에 통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기술변화만이 이러한
변화의 촉발요인은 아니다. 조직으로부터의 속박을 피하고 자신의 통제
영역을 넓혀 일하는 데 매력을 느끼는 청년층의 증가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하는 방식에 대한 청년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행
동 변화가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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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노동이 조직되는 종래의 방식, 특히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일과 조직을 이해하는 기존의 제도주의적 접근법에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용자(고용주)와 임금노동자라는 양자 관계
를 규범으로 하는 전통적인 고용관계로는 최근 급격히 다변화․유연화되
고 있는 노동시장 거래를 이해하기 어렵다. 기존의 고용관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노동력 거래관계의 부상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일이 조직되고 수
행되는 새로운 방식과 조건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처럼 과업(work)에 기반을 둔 노동력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는 소규모(small batch) 독립 작업이 가능하거나 일의 분할과 조합이
비교적 용이한 산업 영역이다. 이는 지식 문화 산업의 발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직종의 확대와 병행한다. 흔히 ‘프리랜서(freelancer)’라 불리는 독
립도급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 그리고 한국에서 종종 특수고용
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종속계약자(dependent contractors)를 중심으
로 과업 중심의 거래가 일부 산업에서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독립 및 종
속 계약은 과업 중심의 거래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후자의 경우 일하는
방식에 있어 사용자나 노동공급을 매개하는 오프라인 에이전시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는 점, 따라서 여전히 고용관계의 주변에 존재한다는 점에
서 상이하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 내 소프트웨
어개발부문은 과업기반의 독립 혹은 종속도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 산업이다. 새로운 경제(new economies)의 핵심인 지식산업 중에
서도 두뇌에 해당하는 중추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소프트웨어개발 산
업은 지난 50여 년간 한국이 국제적인 산업경쟁력을 갖추는 데 근간이 되
었던 제조업의 도약과 최근 부상하고 있는 문화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디지털 컨버전스로 견인할 핵심 부문이다. 이 부문은 유례없이 높은 비중
의 청년층 고등교육이수자를 노동시장에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분
야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그러나 이 부문에 대한 본격적인 노동 관
련 연구는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 몇 년간 간헐적으로 이 분
야의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이나 고용불안정을 고발하는 보고서가 제출
되었지만, 질 낮은 노동 및 고용조건을 드러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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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보고서 외에 이 부문의 숙련, 노동시장, 그리고 변화하는 노동계약
관계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분석은 축적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산업 분야의 노동 및 노동시장 특성에 대한 연구 관심은 한
국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개발 엔
지니어 (및 테크니션)들의 노동세계는 기존 산업부문에서와 달리 기업 조
직과의 헐거운 관계 속에서 높은 유동성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도 한국에서 일종의 규범이 된 대기업 정규직 고용이 아닌 독립 혹
은 종속적 도급계약 형태를 띠는 경우가 빈번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한국노동시장에서 내부노동시장의 약화 혹은 소멸과 관련해 다양한 토론
이 전개되어 왔지만, 의외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직종 노동시장의 전개
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는 지체되고 있다.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레
거시가 강한 한국의 맥락에서 커지고 있는 지식부문 직종 노동시장의 새
로운 전개에 대한 연구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및 작동방식 변화를 이해
하는 데 특별한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해 특히 주목을 요하는 점은 앞에서 강조한 복잡
하고도 위계, 종속적인 생산 네트워크의 전개에 배태된 노동시장과 숙련
의 불평등 양태다. 한국 비즈니스 시스템의 특성, 즉 재벌 대기업을 정점
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적 가치사슬의 형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신
흥 산업분야인 SW부문에서 산업구조의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 함의는 무
엇인지 보다 나아간 연구가 필요하다. SW산업 내부에서는 활발한 합병
및 분사를 통한 조직 유연화가 추구되고 있고 이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창업생태계와도 긴밀한 접점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SW산업 중 가장 규
모가 큰, 속칭 시스템통합(SI)으로 알려져 있는 SW 사업서비스부문은 공
공부문과 비SW산업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다단계 하도급 생태
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속에서 조직과 조직, 조직과 개인을 잇는 위계 생
산네트워크의 성격은 다수 SW개발자 노동생애의 내용과 질을 결정짓는
조건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연계된 이러한 산업네트워크의 특
성과 그에 배태된 노동조직 및 시장의 전개 양상에 대한 연구 축적이 요
구된다.
또한 이 연구는 일자리 확대를 강조해 온 정부 정책이 ICT SW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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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숙련과 이동, 그리고 노동의 지속가
능성에 끼친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을 시도한다. 이에 기반해 ICT산업 SW개발 분야의 산업적 고도화와 지
속가능한 좋은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정책의 함의를 모
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산업과 직종
연구의 주요 대상은 ICT 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개발직종 노동시장이
다. 연구의 주요 주제는 노동자의 프리랜서화,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시
장 경험이지만, 현직 프리랜서 노동시장에만 연구대상을 국한하기보다
개발직종 종사자 전반을 경력을 고려해 직종 노동시장 전반을 연구대상
에 포함하였다. 이는 프리랜싱과 고용노동 사이에 경계가 느슨할 뿐 아니
라 진성 프리랜서와 오분류에 의한 유사 프리랜서가 혼재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는 주로 SI부문 하도급 업체에서 발견되고, SI부문 대기업 1차
벤더 관리직과 패키지 소프트웨어, 앱개발을 위시한 벤처 부문은 대체로
정규 고용을 주로 하지만, 이들 특히 패키지 소프트웨어 및 벤처 부문 개
발직의 경우 노동이동이 빈번해 기존의 고용관계, 한국에 규범화된 노동
시장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ICT 프리랜서 노동시장 및 숙련
형성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연화 정도가 높은 이 직종 노
동시장 전반의 변화방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프리랜서와 정규 고
용관계에 들어가 있는 개발자를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했다.
다음으로, 연구가 포괄하는 산업 범위를 논의해 보기로 하자. 소프트웨
어 개발 직종은 그 특성상 소프트웨어 및 일련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시스템 개발, 제작, 운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제반 산업영
역에 긴밀히 통합되므로 이들이 분포하는 산업적 범위를 정의하기는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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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금융, 병원, 방송․정보통신서비스, 문화산업 등 기존 서비스 산
업의 경우 서비스 제공 방식과 제품이 디지털 정보와 결합되지 않고는 이
제 제대로 성립될 수 없다. 제조업 역시 마찬가지다. 인공지능, IoT 등의
확산이 예시하듯 제조와 서비스 공히 제품 생산 및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완성 제품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와 통합되지 않고 완결될 수 있는 산
업영역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소위 디지털 컨버전스는 이제 보편적 현
상이고 따라서 SW개발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광범위하다. SW개발직종
의 고용, 즉 노동시장 범위와 경계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그런데 각 산업부문 기업들은 이러한 SW개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영역을 각자 고유의 사업에 통합시킬 수 있지만, 그보다는 빠
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문기업 혹은 전문가와 거래하는 방식, 즉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경
향이 강하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거대한 사업서비스(business service)산
업으로 존재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다. 이를 고려하면 산업연관관계가 엮
이는 가치사슬의 마디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 운영
하는 산업부문 전문직 노동자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
번 연구에서 주요 연구대상의 한 축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시스템 통합구축(System
Integration: SI1))부문 전문 개발자들로 설정한다. 연구대상을 구성하는
다른 한 축은 라이선싱이 가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 혹은 개인 보유
장치(e.g. 컴퓨터, 모바일 디바이스)에 독립적 제품을 공급하는 패키지 소
프트웨어와 다른 제조 제품에 내장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솔루션 부문의 전문개발직종 종사자이다.2) 그러나 실제 표준산업분류를
1) 최근에는 개발과 운영 및 관리를 구분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후자를 소위 SM으로
부르며 SI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시스템 통합으로 보겠다.
2) 단, 게임산업(표준산업분류상 582)이나 인터넷정보서비스(63112, 63120, 63991)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 축을 담당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이 압도적인 주력으로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타 연관산업, 특히 미술 및 음악 등 문화산업과의 융합이 중
요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융합을 통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고 따라
서 소프트웨어 개발 외 여타 직군을 다수 포괄해 복잡성이 더 커 연구대상에서 제
외한다. 이들을 포괄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 직종과의 교차를 통해 보다 정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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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분류할 때 패키지 SW와 IT서비스 간의 구
분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업계에서도 이들을 관행과 편의상 구분
하지만, 자신들 역시 그 구분의 경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중요한 구분선은 고객사와의 독립성 여부, 즉 관계에서 결
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소유권을 인정받는 패키지를 개발해 시장에 내놓
을 경우 패키지SW로, 고객사 시스템의 (일부) 구축, 관리, 운영 등을 위
해 도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IT서비스로 구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때 각 부문에서 요구하는 개발자의 숙련 내용, 폭, 그리고 개발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율성 등은 다를 수 있지만, 양자 간 숙련의 정도나 깊이의 차이
를 단정 지어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일단 짚어둔다. 요컨대 이 연
구의 주요 대상은 아래 표준 산업분류상 58221, 58222, 62010, 62021,
62022, 62090 (패키지 SW와 IT서비스) 부문과 교차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직종(SW전문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다. 산업의 보다 구체적인 특성
<표 1-1> SW산업 표준산업분류(KSIC ver.10)와 업종분류
업종코드

업종코드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

62022

컴퓨터시설 관리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 서비스

58211

유선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58219

기타 게임 소트프웨어 개발 및 공급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

업종명
패키지 SW

IT 서비스

게임 SW

인터넷 SW
(정보서비스)

자료 : 지은희․전이슬(2018: 6).

분석이 필요한데 직종과 산업을 5자리(digit) 산업소분류까지 판별하는 노동시장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이러한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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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최근 전개와 직종 중심의 노동시장 개요는 제2장에서 기술한다.

2. ICT산업, SW개발직종 교차 영역 연구의 중요성
주지하듯 SW개발을 품고 있는 ICT산업의 최근 성장이 가파르다. ICT
산업 생산액 규모와 주요품목 생산현황을 조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 ICT 주요 품목 동향조사”를 보면 2018년도 상반기 생산이 2010
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의 경우 244조 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다. 국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전체
2,000여조 원 산업생산액의 12.2% 규모다.
그런데 ICT의 핵심이라 할 SW의 비중은 의외로 낮다. 비중이 가장 큰
영역은 정보통신방송기기생산(74.2%)이며 정보통신방송서비스(15.4%)
가 이를 뒤따르고 있다. 정보통신방송기기 생산의 압도적인 우세 속에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에 불과하다. 부문별 증가세로 볼
때도 정보통신방송기기는 2018년 상반기에 지난해 상반기보다 12.2% 증
가해 전체 ICT산업 생산액 증가를 이끌었으며, SW는 이보다 낮은
5.8% 증가했다.
이는 한국 ICT 산업의 성패가 제조기술을 포함한 제조혁신에 크게 의
[그림 1-1] 연도별 ICT산업 생산액 및 증감률
(단위 : 조 원,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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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ICT산업 생산액(기기생산과 SW생산)
(단위 : 억 원, %)
2016, 1/2

2017, 1/2

2018, 1/2

정보통신방송기기
(전년대비 증감률)

1,519,382

1,613,314

1,810,876

(4.9)

(6.2)

(12.2)

소프트웨어
(전년대비 증감률)

222,815

239,393

253,192

(1.2)

(7.4)

( 5.8)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9).

존하며 제조기술의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정책의 중요성도 시사한다. 그뿐
만 아니라 이런 제조기술의 유지는 ICT산업의 핵이라 할 소프트웨어 성장
에 갖는 함의도 크다. 최근 연구진의 면접조사에서 한 소프트웨어엔지니
어는 IoT의 확산에 따라 제품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의 성장의 필요성은
물론, 반대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교한 하드웨어 뿌리 생산 기반의 (예
를 들면 금형기술 등)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ICT 내부 상이한 부문
간 연계의 긴밀성과 이를 통합하는 아키텍처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정보통신 기기생산과는 독립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갖는 독자
적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이 크다. ICT산업은 물론 여타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두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개발부문(혹은 소
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견인 없이는 미래 경제의 전개를 위한 지속적, 독
자적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SW생산은 환경친화성과 부가가치가 높고,
인류가 추구할 미래가치에 개입하고 기여할 수 있으며, 각 산업 생태계 내
에서 융합적, 통합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
는 부문이기도 하다. 한편, 노동과 고용에 대한 함의도 크다. SW생산 혁신
은 단지 기술에 국한되지 않는 인간의 다양한 잠재력과 역량 간 융합에 기
대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집약성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현재는 물론 미래
고용 잠재력이 크다. 한국이 보유한 높은 교육 수준의 광범한 인적자원을
전문인력으로 전화․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부문 중 하나다.
그러나 한국 소프트웨어생산, 즉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 대중에 깊이 각인된 ICT 강국의 이미지와의 격차
도 크다(제2장 참조). 현재 한국의 교육과 기업조직의 관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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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과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근원적인 요소와 함
께 이 연구에서 더욱 중요하게 강조할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직종의 스킬
업그레이드의 동기를 좌절시키는 생태계 구조의 문제, 즉 기술적 혁신을
지체시키는 사회적 제약(social limit)이 상당히 크다. 비교적 신생 부문임
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경제위기 후 한국 생산시장 및 노동시장에 규범으
로 정착한, 소수의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분절적, 위계적 하도급 구
조가 숙련형성 및 제고, 노동시장 이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볍지
않다. 고도의 유연성과 혁신을 요하는 산업-직종에 건설업, 제조업 등에
고착된 낡은 하도급구조와 관행이 부착되면서 유연성과 혁신을 통한 숙
련, 기술, 산업의 고도화를 지체시키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인 프리랜서 등 노동/고용유연화의 성격도 좌우한다. 기술의 고
도화와 장기전망을 요구하지 않는 산업의 전개는 유연노동 활용에 있어
서도 고도기술의 필요성보다는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향이 강하
다는 점에서 프리랜서 활용이나 그에 따른 프리랜서의 노동조건에 대한
함의도 지대하다.
한편, 이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성격과 변화를 선도하는 집단
의 특성은 이러한 산업구조와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변화
를 주도하는 기술의 진전은 그 폭과 내용, 방향, 속도를 모두 예측하기 어
려운 불확실성을 동반하며, 청장년을 중심으로 한 핵심인력의 세대적 특
성으로 불확실성을 핵심으로 한 변화가 어느 부문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도전을 염두에 두고, 노동연구에서는 축적이 미비한
소프트웨어 생산 부문에 대해 프리랜서 경제화와 함께 전개되고 있는 노
동시장변화와 숙련형성기제를 고찰한다.

3. 자료 수집 및 연구방법
본 연구가 채택한 연구 방법론은 인터뷰 자료에 기반한 질적 방법이다.
초기 연구이니 만큼 특정한 이론에 기반하기보다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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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활용한 주 자료는 앞서 언급한 ICT SW산업 부문 내 개발직
종사자들과 반구조화 인터뷰를 통해 확보했다. 연구 프로젝트 초기에 개
발자 경력 20년 이상의 숙련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서 SI
산업의 주요 행위자들을 먼저 특정하고 그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함에 따
라 조사범위를 구체화해 나가는 전략을 택했다. 그 결과 대기업에서 일하
는 개발자와 관리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그리고 한국IT서비스산업
협회 등 사용자 단체 임원,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이해를 주로 대변하는 IT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순차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편, 개발자
집단의 경우 인터뷰가 축적되면서 1～4년 차의 미숙련 개발자, 5～10년 차
중숙련 개발자, 그리고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숙련 개발자 집단 사이에
숙련과 노동시장 경험,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제도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대학교 때 전산학과 등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
한 인력과 그렇지 않은 ‘비전공’ 인력 사이의 차이 역시 확인했다. 따라서
초기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한 SW 개발자 내부의 이질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후 면접참가자 집단을 선정하는 이론적 표집방법(Theoretical sampling)
을 통해 중반부 이후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초기 파일럿의 형태로 업계 및 직종 현황에 대한 사전 지식을 종합하
기 위해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을 한두 차례 진행하기도 했지만, 주
로 1:1 개별 면접을 진행했고,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2인 면접도 한 차례
진행했다. 2019년 2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33건의 개발자 및 관련 종사
자 국내면접은 서울과 서울 근교에서 진행하였고 건당 1～2시간 소요되
었다. 인터뷰는 1) 인터뷰 대상자의 개발자로서의 개인적 배경지식을 얻
기 위한 기본정보(코딩에 대한 관심의 시작, 가족배경, 정규교육, 학교 전공학습 및 동아리 등 - 생활 등), 2) 개발자로서의 숙련습득의 원천과 방
법, 직업력(구직 - 직장선택 - 고용계약관계 - 직무를 포함한 직장생활 이직 등), 일하는 방식과 숙련/지식 업그레이드 방식, 3) 프리랜서 경험, 4)
개발자로서의 정체성, SI와 솔루션 업체에 대한 인식, 5) 경력 계획 등을
포함하는 반구조화된 방식의 면접으로 진행했다.
우리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된 자료에 대
해서는 QDAS(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의 도움을 얻어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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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인터뷰 대상자 명단
ID

이름

인터뷰날짜

출생연도/
연령대

1

노**

20190208

50대

IT컨설팅, 헤드헌팅대표

2

김**

20190226

50대

IT컨설팅 대표

3

정**

20190226

40대후반

4

조**

20190311

1976

벤처 개발업체 대표

5

윤**

20190319

1992

벤처 개발업체 대표

6

기**

20190319

1987

벤처 개발업체 대표

7

조**

20190320

1971

IT 컨설턴트

8

박**

20190323

1981

프리랜서 개발자

9

김**

20190323

1989

Product Manager

10

강*

20190325

1999

소규모 정규 개발자

11

장**

20190326

1994

중견기업 정규 개발자

12

최**

20190327

1973

대기업 정규 개발자

13

박**

20190331

1978

개발자

14

오**

20190401

1992

대기업 개발자

15

최**

20190403

1994

대기업 개발자

16

전**

20190403

1993

대기업 개발자

17

최**

20190404

1987

개발자

18

최**

20190415

1987

개발자 (대리)

19

이**

20190416

1981

개발자

20

조**

20190417

1978

중간관리/개발자

21

안**

20190418

1983

SW개발자, 학원 강사

22

이*

20190422

1989

창업개발자

23

차**

20190427

1990

사원급 개발자

24

김**

20190429

1993

대기업 개발자

25

주**

20190501

1984

창업 개발자

26

홍**

20190520

1982

중간관리자급 개발자

27

조**

20190527

1992

중간관리자급 개발자

28

황**

20190527

1994

사원급 개발자

29

우**

20190530

1986

대리급 개발자

30

박**

20190530

1993

사원급 개발자

직위

프리랜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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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의 계속
ID

이름

인터뷰날짜

출생연도/
연령대

31

최**

20190603

1996

취업준비생

32

류**

20190611

1981

프리랜서

33

정**

20190615

1992

프리랜서

34

김**

20190914

30대

실리콘밸리 소재 대기업 개발자

35

이**

20190914

30대

실리콘밸리 소재 대기업 개발자

36

김**

20190914

30대

실리콘밸리 소재 벤처기업 개발자

37

송**

20190914

40대

실리콘밸리 소재 대기업 PM

38

박**

20190914

40대

실리콘밸리 IPO 컨설팅/Corner Group

39

조**

20190915

20대

인턴개발자(실리콘밸리 한국계 벤처)

40

이**

20190915

20대

인턴개발자(실리콘밸리 한국계 벤처)

41

박**

20190916

30대

실리콘밸리 소재 대규모 벤처기업 개발자

42

이**

20190916

30대

실리콘밸리 소재 대기업 개발자

43

김**

20190916

40대

실리콘밸리 소재 대기업 개발자(HW)

44

엄**

20190916

30대

실리콘밸리 소재 창업 개발자

직위

자료 : 저자 작성.

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국내 노동 시장의 상대적 특성에 대한
인식을 얻기 위해 2019년 9월 중순 4일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11명의 한
국인 개발자(현지 대기업 소속이거나 창업개발자, 2명의 한국계 벤처 인
턴 포함)를 인터뷰했다. 더불어 2019년 10월 정통과기부 소속 SW산업 정
책담당자와의 면담도 진행했다.
인터뷰와 더불어 ICT SW산업 개발직종 생산 및 노동시장과 해당직종
프리랜서 노동의 전반적인 현황을 개괄하고 우리의 질적 자료를 보완하
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에 작성되어 통계청 KOSIS, 소프트웨어정책연구
소(SPRi) 등을 통해 공표된 양적자료, 즉 행정자료와 서베이 결과 등의 2
차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이어질 제2장을 구성했다. 특히 때마침 프
리랜서의 현황과 관련된 서베이 결과가 발표되어(유재흥 외, 2019), 자료
가 거의 부재하다시피한 프리랜서의 전반적인 현황을 이 연구의 목적에
맞춰 기술하고 우리가 모은 질적 자료를 해석하는 삼각검증을 하는 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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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활용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원으로 온라인 개발자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활
용했다. 온라인 개발자 커뮤니티는 약 1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
는데, 초기 인터뷰를 통해 이 중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데브피
아, PHP스쿨 그리고 OKKY 커뮤니티를 선정했다. 이들은 각각 다른 프로
그램 언어–데브피아는 마이크로소프트 닷넷, PHP스쿨은 PHP(Hypertext
Preprocessor), OKKY는 자바–의 사용과 오류해결에 대한 질문-답하기
게시판을 중심으로 10～15년 전에 형성되었는데 현재는 경력상담, 각종
사건사고, 제도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교환
이 일어나는 온라인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된
글 중 등급제와 뒤에서 설명할 경력 부풀리기 같은 숙련관련 제도 및 관
행에 대한 글들을 선별해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선별기준은 조회 수 및
댓글 수가 많은 글을 우선으로 했고, 총 47개의 게시글과 620개의 댓글을
수집했다.
끝으로, SI를 포함한 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해 다룬 언론기사들을 수집
했다. ZDNet, IT조선 등 주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전문지들을 대상
으로 했고, 특히 제도적 변화에 대한 토론회 또는 공청회 기사들을 모아
서, 제도변화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는 행위자들을 분류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입장을 분석하는 데 사용했다. 그리고 이를 인터뷰 및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내용과 비교하는 삼각검증(triangulation)에 활용해서 분
석결과의 내적유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대기업 계열사를 정점으로 한
SI산업의 하도급 구조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199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기간에 걸쳐 발간된 92개의 언론기사를 수집해 분석에 사용했다.
자료분석 역시 근거이론방법론에 따라서 주 자료인 인터뷰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내용을 코딩하고 그것을 기존
이론이 제공하는 개념들과 비교 분석하면서 추상화 수준을 높여 나가는
방법을 택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과 연관성이 높게 나타
난 ‘높은 프로젝트 관리능력’, ‘기획 노하우’ 등의 1차 코딩 내용을 모아서
가치사슬이론에서 제시하는 지대개념을 바탕으로 ‘조직적 (관리)지대’로
2차 코딩했다. SI산업의 다른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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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지대의 종류와 특성을 분석한 후에, 지대실현의 방법으로서 행
위자들 사이의 관계 맺기, 즉 하청구조하에서의 숙련교환행위의 이론화
를 시도했다. 아울러 면접조사 참가자들이 언급한 SI 개발자들의 숙련형
성과정, 대기업 계열 SI 업체 그리고 하도급 업체들의 조직수준에서의 학
습, 정부의 개발자 육성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숙련형성체제 이론과 비교
해 가며 우리나라 SI산업 저숙련 균형의 특징과 그것이 재생산되는 과정
을 행위자들의 숙련교환행위와 연결 지어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2018년의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Ⅰ) :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에 이은 제2편에 해당한다. 2018년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과
함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미래의 직업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이 보고서
의 연구대상인 SW개발자는 21세기 초의 디지털 경제 확산과 함께 IT분
야의 주요한 직업으로 자리를 잡은 경우이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이전에 못지않은 역할이 기대되는 직업이기도 하다. 특히 크리에이
터와 SW개발자 두 직업은 디지털 전환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면서 프리
랜서, 다시 말해서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직업이
라는 공통점에서 선정하였음을 서론에 밝혀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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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프트웨어엔지니어 직종 노동시장의 전개와 프리랜서 경제화 I :
기공표된 2차 조사․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제1절 소프트웨어엔지니어 노동시장 변화를 설명하는
두 개의 키워드

이 장을 관통하는 두 개의 핵심 키워드는 소프트웨어전문직(이하 SW전
문직) 노동시장(occupational labor markets)과 프리랜서 경제(freelancer
economy)의 전개다. 이 두 키워드는 각기 독립적이지만, 지식기반 신경
제산업(new economy industries)의 확대에 따라 겹침면이 점차 넓어지는
추세다.
최근 한국노동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고학력화와 산
업구조 변화, 대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축소와 약화에 따른 전문직 비중의
증가다. 직종 구성의 변화는 노동시장 조직 원리에도 중요한 변화를 야기
하는데, 전문직 노동력 증가는 기존 관료적 규칙에 근거한 조직 내부 노
동시장으로부터 개인 노동자의 숙련과 직업연합을 비롯한 공식․비공식
직종공동체의 규범 및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직종 노동시장으로의 전환
경향과 연결된다. 물론 의사나 변호사 시장과 같이 자영(自營)을 중심으
로 발달했던 직종내부노동시장이 기업의 대형화 및 복잡조직(complex
organization)화에 따라 기업조직의 제도와 규범이 지배하는 관료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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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시장과의 하이브리드로 진화하는 상반된 경향도 주목되는 새로운
현상이다.
그러나 테크놀로지와 혁신을 기반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신경제
산업은 관료적 위계조직 원리와 친화성이 낮다. 디지털 기술의 끊임없는
고도화와 혁신에 따라 점차 짧아지고 있는 기술 수명주기(life cycle)는
전문가를 관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직능력을 약화시키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내부화하는 데 따른 거래비용을 높인다. 이런 점에서 소속조직의
규범보다 전문가 커뮤니티와 시장의 규범이 더 중요한 작동원리를 제공
하는 직종 노동시장의 부상과 확대는 신경제산업하에서 불가피하다. 신
경제산업 내 위계조직의 관리자 역할도 내부인력에 의존하는 사업기획과
인력 관리보다는 조직 밖 외부자원 동원․관리․조정으로 전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식기반 디지털 신경제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ICT산업 SW전문직종은 이러한 새로운 직종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새로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
서 간략히 다룰 새로움의 한 차원은 노동계약 형태의 변화와 관련된다.
기존의 직종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노동력은 자기 자본과 도구를 자
신의 노동능력과 결합해 노동의 공간, 시간, 작업방식 모두를 스스로 통
제하는 자영 사업자(self-employed), 그리고 직종중심의 숙련 및 시장임
금체계에 의거해 조직 경계 간 비교적 자유로운 이동성을 지닌 피용자
(employees)로 구성되었다. 반면, 새로운 직종 노동시장에서는 자영사업
자가 줄고 자영자와 피용자 사이 중간 지대에 존재하는 독립도급계약자/
프리랜서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장을 끌고 가는 두 번째 키워드로서, 프리랜서 경제화는 지식․창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신경제 산업하 새로운 직종 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는 어느 한 사회에 특정되지 않는 글로벌 현상이다.
미국의 한 대표적 컨설팅 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독립도급노동계약은 미국
과 EU-15국가에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약 20～30%, 약 1억 6,20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될 만큼 보편적인 근로
계약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McKinsey & Company, 2016). 추산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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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무관하게 바야흐로 프리랜서 경제의 본격적 전개 조짐을 읽을 수 있
다. 2005년 이후 부재했던 미국 BLS의 비정규직 조사의 갭을 메우기 위
해 Katz와 Krueger(2016)가 주도했던 조사결과는 2005년에서 2015년까
지 기존의 정규직을 대체하는 고용형태가 현격하게 증가했고(2005년
10.1%에서 2015년 15.8%), 그중 우리가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독
립 및 종속적 계약 노동자가 가장 눈에 띄는 증가를 만들어 냈다. 또 해당
기간 만들어진 순수 일자리 증가가 비정규일자리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는 이들의 분석은 최근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는 프리랜서를 비롯한 도급
계약 일자리의 높아지는 중요성을 역설한다(Katz and Krueger, 2016).
이러한 프리랜서 경제화의 배경이 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정보통신디지털기술의 발전이다(Boudreau
et al., 2015).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작업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크게
줄어들고, 조직 경계가 허물어지는 한편, 전체 과업을 작은 단위로 효과
적으로 자르고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노동 수요와 공급을 짝짓는 플
랫폼 서비스를 비롯하여 조직에 전속되지 않고도 비교적 지속적인 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인프라스트럭처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Upwork, Toptal, Guru, Freelancer 등은 대표적인 프리랜서 매칭 플랫폼
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노동자의 구성과 노동규범도 달라지고 있다. 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의 내용이나 일과 생활을 조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여성
의 노동시장 참여가 여러 사회에서 규범으로 정착되면서 남녀 공히 조직
과 사회에 생활 및 생애 주기에 조응하는 근로스케줄의 유연한 조정을 요
구하고 있다. 즉, 개인의 필요에 따라 일과 생활의 유연한 결합을 선호하
고, 이러한 결합, 즉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사용자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노동인구가 늘면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 변화
가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점 역시 프리랜서 계약관계 확대의 한 배경이 되
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Lincoln과 Raftery(2011)의 연구에 따르면 자유
와 유연성을 위해 독립도급계약 노동을 선택한 경우가 연구대상의 절반
이상을 상회하고, 이는 일자리의 부재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해당 형태의
일자리를 구했다는 의견(20% 정도)의 경우에 비해 크게 높았다. 다만,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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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살펴보겠지만, 한국의 경우 종속성의 완화가 실질화되기 어려운 구조
적 요건과 일자리의 불안정이 더해져 이러한 열망에 비해 해당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프리랜서 노동자 중에서도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가 매우 높다.
한편 이 모든 변화를 압도하는 요인은 기업의 고용유연화 전략 및 비
용절감 정책과 관련된다(Bidwell, 2009; Bidwell & Mollick, 2015). 불확실
성과 위기의 상시화, 글로벌 경쟁의 격화로 요약되는 21세기 자본주의에
대응하는 기업의 노동시장 전략은 고용관계의 유지․확대보다는 과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 사용, 즉 아웃소싱을 통해 고용주 나아가 사용자로서
의 책임과 리스크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을 강화해 왔다. 린조직과 아웃
소싱 확대는 1990년대 초 경영의 정언명령으로 인식될 만큼 유행했다. 지
난 10～20년간 아웃소싱의 숨겨진 비용에 대한 자각과 인지가 늘고 때로
는 오프쇼어링의 철회와 본국회귀흐름(reshoring)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시장의존(아웃소싱)에 따른 리스크와 거
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숨겨진 비용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상쇄되었다. 오히려 생산 및 서비스 가치사슬은 조직 간 거래를 넘어 개
인단위 독립도급/프리랜서 계약으로 확대되어 갔다. 특히 과업의 분할이
용이하고, 기대되는 결과(outcomes)를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으
며, 급속한 변화를 수반하는 범용기술에 대한 기업내부화 유인이 적을 경
우, 기업은 아웃소싱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을 유지하면서 프리랜서 활용이 주는 이점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노동력 제공자와 기업을 사업관계로 묶는 독립도급/
프리랜서 계약은 고용관계에 기반해 설계된 현 노동/복지제도가 부과하
는 규제와 비용을 피한 채 통제가능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을 유인하는 추가적 요인이다.
최근 1～2년간 한국에서 이런 프리랜서 경제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잘 다니던 대기업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에 뛰
어들었다는 청년들의 선택이 언론이나 그들 자신의 글을 통해 직업이나
삶의 성공스토리로 회자되는 상황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청년들이 만든
신조어 엔(N)잡러(multiple jobholders)가 고단한 노동의 현실을 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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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대안적 노동/소득추구 방식으로 인식되고 유행될
정도다.
프리랜서 경제화에 대한 옹호는 종속적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추구하고 개인의 필요에 부응하는 프리랜서 노동을 이상화하는 유토피아
적 시각을 피력한다. 특히 소비사회의 전개와 함께 개인주의와 생활의 소
소한 즐거움이 주는 효용을 강조하는 20～30대의 문화적 전환이 위계적,
가부장적, 집단적 조직문화와 장시간 노동이 상시화된 일중심 사회의 규
범과 충돌하면서 프리랜서 경제화에 대한 옹호가 더 힘을 얻는 모습이다.
특히 조직과 위계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고 자신과 팀의 일과 게임을 하듯
일의 과정에서 성취를 얻는 프로그래머들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
런 문화적 전환 속에서 전문 SW개발직은 프리랜서 경제화를 선도하는
직종이 될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이런 유토피아적 시각의 확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Gurus,
Hired Guns and Warm Bodies 제하의 단행본(2006)을 통해 전통적인 고
용 울타리를 넘어 기존 조직이 주는 익숙한 고통과 안락함을 벗어나 살아
가는 프리랜서 IT 지식노동자들을 다루어 미국 학계의 관심을 모았던 노
동/기술분야 민속지 연구의 권위자 스티븐 발리(Stephen Barley)와 기디
언 쿤다(Gideon Kunda)는, 이미 2000년대 초 당시 서구에서 유행했던 대
니얼 핑크(Danielle Pink)류의 프리랜서화에 대한 독해를 경계했다. 현실
을 오독하는 신화적 인식이라는 점에서였다. 이 책에서 Barley와 Kunda
는 지식경제의 확산과 함께 고용관계의 종속성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추구하는 독립 노동자의 확대 경향을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노동시장의
현실로 받아들여 기존의 제도주의적 인식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도, 해당 현상이 노동자에게 가하는 불안정성을 간과하여 과
도하게 이상화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하게 그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컨대 우리의 연구대상인 SW개발직의 경우에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과업의 분할과 단순화, 용이해진 모니터링, 삼자적
고용관계에 고루 얽혀 있다면 그 복잡성에 따른 교섭력 저하가 불가피하
고 고도의 전문직조차 취약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이들
은 상대적으로 단위기간 소득이 높은 편이지만 소수의 스타 프리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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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다수의 프리랜서는 일자리와 소득의 (생애) 지속가능성에 대해 상
시적 불안감을 안고 있다. 즉, 장기화될 수도 있는 취업 공백기의 소득불
안정, 빠른 기술 변화에 따른 숙련 및 지식의 노후화 가능성과 재투자 (기
회)비용, 중년 이후 새로운 전문지식 습득능력 저하 가능성 및 업계의 연
령차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자유와 유
연성이 이러한 형태의 일자리를 구한 가장 중요한 동인이고 이점이지만,
역설적으로 대개의 프리랜서는 일자리의 지속을 위해 프로젝트를 고르고
자신의 선호를 피력할 수 있는 자유를 극도로 자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Barley와 Kunda의 부상하는 전문직 프리랜서에 대한 접근은 15여 년
이 지나 프리랜서 경제화가 다소 뒤늦게 진행, 주목받고 있는 2010년대
후반 한국에도 유효하다. 책의 제목에도 드러나듯 프리랜서에 대한 그들
의 다면적이고 분석적인 이해는 한국의 SW전문직종 노동시장에서 확산
되고 있는 프리랜서 계약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기존 고
용관계의 종속성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노동공급을 실질적으로 통제하
는 자유로운 노동자(free agents)의 등장과 정규직 자리가 없어 비자발적
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종속 노동자의 증가가 한 직종
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념적으로 분명히 구분되
어야 하며,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의 차원이 지니는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전문직 프리랜서화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노동력
아웃소싱이 원청기업과 노동자 간의 직거래보다는, 디지털 기술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인력서비스회사(professional service
firms)의 매개하에 전개되고 있다는 점 역시 주지할 만한 변화다. 중개서
비스조직(labor market intermediaries)의 성장은 노동자에게 노동시장 진
입 및 일자리와의 짝짓기(matching)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 중개서비스 플
랫폼은 일의 공간적 유연성을 높이고 일자리 공급의 지역 경계를 허물고
있다. 예를 들어 웹개발자, 작가, 디자이너, 회계사 등의 독립도급 전문직
을 연결하는 Upwork의 경우 약 5년 전인 2015년에 400만 개에 이르는 단
기프로젝트성 일자리(이른바 긱)에 180여 개의 나라에 분포하는 97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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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자가 등록했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거대한 규모의 전문직 긱노동
시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Boudreau et al., 2015).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책임 있는 노동력 사용을 위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는가이다. 실질적인 고
용주로서 프리랜서 노동을 단단히 통제하지만 법적 고용주 의무를 방기
하거나, 반대로 파견과 같은 형식으로 고용주로 등록하고도 알선(때로는
사기 알선) 이외의 고용주 역할과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노동자를 사각
지대에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에서는 특히 가치사슬의 말단에서 종속성이 뚜렷한 파견노동자/특
수고용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칭하는 관행이 널리 확산되면서 제도의 사각
지대가 넓어진 SI(시스템 구축)3) 부문 프리랜서화가 기존의 제도주의적
개입을 오히려 더욱 요구하고 있다. 전형적인 오분류(misclassification of
contract workers) 문제,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취약한
전문노동자(precarious professionals)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어려운 미숙련 테크니션이 이
른바 ‘보도방’이라 불리는 악성 에이전시를 통해 이력이 부풀려진 채로
독립도급계약 형태로 공급되면서 산업에 대한 악영향은 물론 노동자의
숙련기회와 경력축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언급되어
왔다.
여기에 고용계약이 아닌 노동계약에 연루된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보호
하는 데 지체를 보이는 기존 제도의 한계로 노동 및 사회복지 제도의 사각
지대 확대, 즉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취약노동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 장의 목적은 이렇듯 개인도급/프리랜서 계약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벗어나 대체적 노동계약관계(alternative work relationship)
3) SI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디지털기술 환경을 구성하
는 다수의 상이한 요소를 결합시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
업을 의미한다. 추후 살펴보겠지만, 해당 사업은 한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활성화
되기 시작했는데 대다수 기업은 별도의 전산인력을 내부적으로 고용해 자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전문SI업체에 해당 사업을 발주해 납품 받는 아웃소싱 방
식을 채택해 왔다.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별도의 내부 전문 인력으로 운용, 유지, 보
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스템관리 및 운용 역시 사내하도급 형식으로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 SI(이 연구에서는 IT서비스로 부르기도 한다)는 대체
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과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통칭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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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층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SW전문직종 노동시장을 노동자
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데 있다.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ICT산업
노동시장 문제를 다룬 현황 및 정책 연구가 그간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비해 이 연구의 새로운 기여가 무엇인지 의문시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주로 다단계 하청으로 요약되는 SI 부문 산업생태계
문제와 그에 얽힌 고용관계의 왜곡, 그리고 소위 갈아넣기로 대표되는 장
시간 노동을 비롯 저임금, 재교육 훈련기회 결여 등 열악한 일자리 질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국회사무처, 2013; 박명준, 2014; 권순원 외, 2018).
본 연구 역시 SI노동시장 이슈를 SW개발 전문직 노동시장의 핵심 문
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기반 위에 서 있지만, 노동자의 노
동시장 경험 서사로부터 노동시장 구조특성에 접근하는 질적 분석을 시
도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차별 지점은 이 연
구가 SI분야 노동시장 문제에 연구를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연구
진은 오분류(misclassification)에서 비롯된 고용계약 관계의 왜곡과 노동
자 권리 제약을 중심으로 SI 문제를 다루어 온 기존 연구의 프레임워크를
반복할 경우, 위에서 제기했듯 SW개발 전문직종 노동시장과 프리랜서를
포함한 대체 노동계약 관계의 부상이라는, 일의 미래(the future of work)
와 직결되는 새로운 노동시장 현상에 제대로 접근하는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또, 우리는 SI에 집중하는 연구만으로는 SW
전문직 노동시장에서 최근 프리랜서 경제화가 다층적, 분절적으로 전개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는 점 역시 고려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원리와 규범이 작동하는 상이한 프리랜서 노동시장이 공존․충돌하
는 한국 SW개발 전문직종 노동시장의 분절 구조를 분석할 때 SI 노동시
장 문제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1) 지난
20년간 시차를 두고 만들어진 질적으로 다른 다수의 하부 노동시장이
SW전문직종 노동시장에 공존하고 있으며, 이 하부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적으로 기술함으로써 한 직종 내 다양한 프리랜서 계약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2) 이들 하부 시장들 사이에 프리랜서를 비롯한 SW
개발전문직의 이동을 제약하는, 즉 노동자 간 숙련과 경력상 불평등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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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재생산하는 분절 노동시장의 구조화에 대해 기술한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SW산업의 현황과 SW 전문직 노동시장 전반의 상
황을 가용한 기술통계를 활용해 간략히 살펴본다. 이어서 직종 노동시장
의 다양한 부문과 층위에서 일하고 있는 약 40여 명의 소프트웨어개발 노
동자의 경력전개와 관련된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이 새로운 직종노동
시장에서 진행된 프리랜서화의 양상과 불평등의 역동적 과정을 질적 연
구방법을 통해 기술한다.

제2절 ICT서비스 및 SW개발업의 전개4)

최근 산업 및 제품 고도화의 동력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기술, 딥러닝
등 디지털 기술의 심화에 따라 ICT산업, 그리고 그 핵심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동안 다소 시들했던 컴퓨터 공학
이나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높은 인기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케 한다. ICT
고도화는 국제적 차원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추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저비용 혹은 노동절약적
혁신으로부터 경쟁력의 원천을 찾아왔던 기존 제조 및 서비스업의 국제
경쟁력과 지속가능 노동시장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산업의 고용창출 및 유지 능력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
히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무기로 국제 생산기지화 및 산업화를 시도
하고 있는 인접 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부상 등 글로벌/지역 생산시장의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한국 기업에 팽배한 저비용 접근이 지닌 한계는
명백하다. 지식산업화에 기반한 전반적 산업고도화는 시대적 과제이며,
그 핵심에 ICT의 고도화가 있다. 그런데 기존 산업과 달리 ICT 고도화는
4) 이 절과 이어지는 3절에 제시될 국내 SW 산업 관련 통계수치는 해마다 과기정통
부의 의뢰를 받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시행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
(각 연도)와 ‘SW개발자프리랜서실태조사’(2018)에 의존한다. 구체적인 통계치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발간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와 KOSIS에 탑재된 통계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했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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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력의 융합적 고도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과제로, 기업과
국가의 노동관련 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내 상황으로 눈을 돌려도 산업구조 리스트럭처링은 불가피하다. 고
학력 청년층에 확산되고 있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시장은 일과 기업에
대한 젊은 세대의 전반적인 불신과 동기 저하, 생애 기회를 좌우할 숙련
형성기회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혁신 근간으로서의 ICT의 활성화는 전
반적인 산업고도화와 하이로드 노동시장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열쇠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산업 자체적으로 밀도 높은, 집약적 그리고 융
합적 지식 노동을 요구하므로 노동시장 활성화에 갖는 함의가 크다.
그런데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널리 퍼진 믿음은 역설적으로 SW개발
의 고도화를 제약하고 있다. 집중적인 정부 투자에 기반했던 고속 정보통
신 인프라 확보와 광범한 데이터이용자 통계, 스마트 폰 등 일부 정보통
신기기 제조기술 우위에 갇힌 이러한 맹신이 이 산업 혹은 연관 산업을
뒷받침하는 혁신을 오히려 저해하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간
ICT산업 일자리가 신종 노동집약 3D 직종으로 인식되면서 ICT 일자리
전반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고 이에 현재 ICT산업 및 노동시장을 끌고 갈
중간 허리와 숙련기반이 부실해졌다는 업계 내의 평가는(인터뷰 A) IT
강국의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19)에 수록된 ICT 기업들의 기술수준에
대한 인식도 이러한 상황을 잘 짚고 있다. 신소프트웨어 분야별로 가장
앞서가는 기술수준을 100이라 할 때 자사의 기술수준을 몇 점으로 평가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의 ICT 기업들은 이들 글로벌 선두 기업의
50～60% 정도로 자체기술력을 상대평가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선
진기술 대비 자사의 기술수준을 일반에 비해 15～20% 높은 평균 65～
80%로 점수를 주고 있다.
이러한 기술격차는 2000년대 초반 ICT 붐이 일던 당시 새로운 산업적
규범으로 떠오른 아웃소싱이 한국의 발전 경로, 즉 재벌대기업을 정점으
로 한 위계적 기업거버넌스 구조와 결합해 만들어진 시대적 산물이기도
하다. 당시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은 자체 조직 및 기능 떨구어내기(vertical
disintegration)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위험 분산을 꾀하는 한편,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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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신소프트웨어 분야별, 세계적 선진기술 대비 기술수준 인식
(단위 : %)

자료 : 지은희․전이슬(2018: 106).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내 파워와 지불능력을 바탕으로 강력
한 수요독점적 수직계열화를 실현했다. ICT를 주요 부가가치 창출의 영
역으로 분류하기보다 지원 및 비용 영역으로 간주한 단기적인 시선은 필
요할 경우 극소수 관리 인력만 남기고 ICT사업 전반의 광범위한 아웃소
싱화를 촉진했다.
아웃소싱의 동인이 비용절감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대기업의 이러한
방향설정은 산업과 숙련의 고도화로 연결되지 못했다. 소위 시스템통합
(SI)을 중심으로 한 비용위주 모델의 팽배, 노동집약적 작업과정의 확산
은 개발직종의 주변화, 숙련 지체, 그리고 지난 10년 이상의 창의/지식 숙
련인력 공백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디지털화의 전개와 함께 산업의 발전과 혁신의 핵심에 ICT산업
이 위치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ICT 투자가 크게 확대
되었다. 실제 2017년에는 SI로 대표되는 IT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소프트
웨어 개발 부문에서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인식과 조
직의 투자 및 관리의 방식과 관행이 단기에 바뀌기는 어렵다. 성장세가
일관되지 않는 이유다. 아래 그림은 그런 추세가 2018년 상당히 가라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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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소프트웨어 기업의 전체 매출 현황
(단위 : %)

자료 : 지은희․전이슬(2018).

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매출로도,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현황으로도
성장률이 2018년에 하락했다(지은희․전이슬, 2018).
특히 ICT산업은 물론 연관 산업의 혁신에 있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
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률이 전년 10.9%에서 4.2%로 상당히
하락한 점은 주목된다.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는 대기업에 속하
나 그룹의 계열회사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제외한 독
자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 중견기업은 패키지 SW
총 매출 비중은 12.1%(대기업 8.7%, 중소기업 79.1%)로 크지 않지만 해
외진출의 잠재력이나 연구개발 투자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의
허리 역할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다. 위 실태조사 보고서(지은희․전이슬,
2018)는 특히 이들 중견기업의 성장률 지체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향후 산업의 성장/지속 가능성, 타 산업과의 융합적 발전 등을 고
려하게 하는 사업분야별 현황을 보면, 혁신의 동력이라 할 클라우드, 빅
데이터분석,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VR/AR/MR, 블록체인, 융합신서비
스5) 등 신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약 10%에 불과
5)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요 기술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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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점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이 중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42.5%)와
빅데이터분석(27.9%) 이들 두 부문에서 사업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 불확실성이 큰
인공지능, 블록체인, 융합신서비스 등은 투자비중이 적다. 이는 평균인력
정보를 통해 유추할 때 이들 신사업을 추진하는 혁신 기업이 대개 소규모
기업에 해당한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대형 사업이 많은 융합서비스 분야
의 경우 인력이 가장 많은 경우임에도 기업당 보유하고 있는 평균 인력규
모는 18.7명에 불과하다. 인공지능 분야의 평균 인력이 10.3명, 신소프트
웨어 분야의 평균 인력은 6～7명 수준으로 이들 패키지소프트웨어 분야
가 소규모 벤처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지은희․정이
슬, 2018: ⅹ
ⅹ
ⅸ).
R&D 투자 규모에 있어서도 패키지 SW의 투자 증가율(2018년 2.69조
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이 다른 부문에 비해 가장 낮은데, 이는 동일
기간 IT서비스(1.24조 원, 5.1% 증가)보다 낮은 수치다. 여타 부문과 마찬
가지로 패키지 SW의 R&D 투자에 있어서도 대기업(기업당 평균 208
[그림 2-3] 2018년 패키지SW와 IT서비스 기업의 규모별 사업체 비중 현황

자료 : 지은희․전이슬(2018).

공해 주는 서비스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에너지, 스마트홈/빌딩/
시티, 스마트팜, 스마트물류, 핀테크, 자율주행 등이 포함된다(소프트웨어정책연구
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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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과 중소기업(기업당 평균 1억 9,300만 원) 간 격차가 커, 혁신 투자
의 편중성과 지체의 가능성을 모두 엿보게 한다. 중소기업, 혁신 부문의
낮은 R&D 투자는 고숙련 인력의 유입과 연구개발의 지속성을 방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는 특허 현황에도 연결되고 있는데, 2017년
패키지 SW부문에서 2,761개였던 국내 특허가 2018년 1,835개로 30% 이
상 줄어들었다. IT서비스의 경우는 2017년 1,192개에서 823개로 그 감소
폭이 패키지SW에 비해서는 적다.
한편, 인터넷 소프트웨어 부문은 다수 SW 개발자가 선망하는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의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 증대에 힘입어(대기
업 평균 524.5억 원) 전년대비 14.7%의 높은 투자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평균 1.8억 원 정도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함으로써 역시 대중소
기업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지은희․전이슬, 2018: 49).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으로 기업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연구
개발 집약도(R&D Intensity)에서도 기업규모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지
은희․정이슬, 2018: 50). 투자규모 자체도 비교 불가지만 대기업의 연구
개발집약도는 증가하는(13.7% 투자증가율) 반면, 중소기업의 그것은 하
락하고(전년대비 3.0% 증가율) 있다. 이 역시 중소기업 특히 소규모 기업
의 비중이 높은 한국 SW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격차의 유지 문제를 드러
내는 것이다. 임금 못지않게 숙련 유지 및 제고가 관건이고 일의 경험이
곧 학습의 경험(Learning by Doing)이 되는 SW개발자, 특히 시장교섭력
에 의존하는 프리랜서에게 이러한 기업 간 R&D 격차는 역량 있는 개발
직 프리랜서의 선택과 분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는
R&D 투자를 위한 자체 여력이 없는, 그러나 잠재성을 지닌 중견 및 중소
기업에게 참을성 있는 (공공) 투자의 확대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투자는 혁신 역량의 전반적 제고는 물론 프리랜서를 비롯한 전문 개발자
들이 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경력 경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으
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격차와 그 해소방안에 대한 관련 기업들의 아이디어도 같은 맥락
에 있다.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SW기업들이 꼽은 1순위 정책은 인
력양성이다. IT서비스 부문의 경우 가장 높은 55%에 해당하는 기업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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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양성을 1순위 과제로 꼽았는데, 패키지 SW부문 기업들도 이를 공유하
고 있다(44.5%). 양자 간 약 10% 정도 차이는, 패키지 부문에서 R&D투
자 확대를 1순위 해소방안으로 꼽은 기업 비중이 IT 서비스부문에 비해
10% 정도 높기 때문이다(패키지 SW와 대기업이 각각 38.3%와 45.7%;
IT서비스와 중소기업은 24%와 35%).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비슷한 양상
을 보여준다.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혁신 바람이 패키지 SW와
대기업에서 높은 가운데, 대부분의 SW기업들이 기술력 지체의 핵심 요
인이 인력의 기술수준에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대중소기업 간 격차의 노동시장 전이, 특히 하도
급 사슬을 타고 내려가는 생산시장의 위계구조가 노동시장에 전이되는
불평등 메커니즘은 IT서비스 특히 SI산업에서 가장 집약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에서 SI산업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시기는 1990년대 초․중반이다.
그 이전 SI산업은 기업용 서버를 판매하고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업무들을 포괄했다. 즉 하드웨어와 SW 패키지 등을 함께 묶어 솔루
션으로 제공하는 폭넓은 영역을 포괄했다. 이후 하드웨어 기술이 점차 표
준화된 반면, 웹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SI 업
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용 아웃소싱 전문으로 자리 잡게 된다. 특히,
1990년대 들어 ERP로 대표되는 업무 전산화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
키는 주요 도구로 부각되면서 대기업들은 경쟁적으로 SI 자회사를 설립
했고,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국내 30대 기업집단은 거의 예외 없이 SI
계열사를 보유했다. 재벌 계열 SI 업체는 대개 그룹 내 각 계열사 전산실
을 통합해 출발했고, 이후 관련 계열사들에게 시스템 유지보수(System
Maintenance, 이하 SM)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지원조직으로 역
할이 축소되어 왔다. 재벌그룹 SI업체의 계열사 의존은 일종의 내부고객
과의 고정 거래를 통해 양적 성장과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 방식은 이들 SI전문기업의 SW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혁신 지체를 가져온 주요인이 되기도 했다. 시장경쟁을 통해 전
문성을 키우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이런 사업방식이 장애물로 작용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타 산업에서 이미 정착해 있던 비용중심의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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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하도급 구조가 ICT산업에 부착되면서 고도기술과 숙련에 기반한 신경
제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은 더욱 봉쇄된다.
1990년대는 SI산업의 전성기로도 볼 수 있지만, 이때부터 이미 인력규
모에 비례해 매출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전형적인 노동집약 산업의 특
징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취약한 기술기반과 높은 모기업
및 계열사 의존성은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 속에서 그 한계를 드러냈고
곧 SI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대기업에 속해 있던 인력들이 외부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나왔고, 이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SI 업체
를 창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외주 SI, SM 시장이 형성되
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금융권 역시 자체 IT 인력을 축소시키고 금
융전산화 추진을 아웃소싱에 의존해 아웃소싱 시장의 확대에 기여했다.
그 결과 SI산업은 조직규모가 수천여 명에 이르는 소수의 대기업을 정점
으로 작고 영세한 기업들이 그 밑에 줄을 서는 종속적 다단계 가치사슬로
구조화되었다. 2018년 소프트산업정책연구소 소프트웨어개발 프리랜서
조사에 활용된 모집단 기업의 종사자규모별 특성을 보면, IT 서비스 전체
5,606개 기업 중 10인 미만 기업은 71%인 3,994개로 노동력 공급에 주력
하는 영세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벌 대기업
을 정점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종속적, 위계적 다단계 하도급 사슬에 묶
여 있는 한국 산업생태계의 전형적 특징이 비교적 신생의 지식산업이었
던 IT서비스 산업에 이식․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여타 제조업과
달리, 앞서 기술한 대로 재벌 계열 SI 업체는 대개 그룹 내 각 계열사 전
산실을 통합해 출발했고, 이후 관련 계열사들에게 시스템 유지보수
(System Maintenance, 이하 SM)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지원조
직으로 역할이 축소되어 왔다. 즉 SI 계열사의 사업 패턴이 혁신과 신제
품 개발보다는 프로젝트 기획과 관리, 고객사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
스 등에 집중되면서 ICT SW 서비스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I 가
치사슬의 어떤 고리에서도 혁신과 이를 매개로 한 숙련의 고도화는 기대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또 이는 이 업종에 종사하는 인력, 특히 2
차 이하 벤더의 인력에 대한 일종의 숙련 스티그마와 이동의 제약으로까
지 이어지게 되었다. <표 2-1>은 재벌그룹 SI업체의 계열사 의존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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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5대 그룹 SI업체 그룹사 내부거래비율
(단위 : %)
2012

2013

2014

2015

2016

삼성SDS

77.7

82.7

83.2

85.7

87.8

현대오토에버

85.1

87.2

88.6

88.2

88.4

SK C&C

64.9

50.1

47.8

47.4

45.2

LG CNS

47.2

45.8

50.8

53.7

57

롯데정보통신

81.3

76

83.5

86.2

93.1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2017), ｢2017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

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SI의 사업조직방식을 간략히 들여다보면 다
음과 같다, 통신․제조․유통 등 민간시장에서 발생하는 SI 프로젝트는
대부분 같은 그룹 계열 SI업체들이 1차 수주한 후에 개발 영역을 쪼개서
2, 3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들 하도급업체는 프로젝트의 상당부분을 떼어내 더 작은 규모
의 업체들에게 재하도급하는데, 소위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이 구조의 하
부에 자리 잡고 있다.
수주 경쟁이 일어나는 영역은 전체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공공
시장이다. 지난 2013년에 정부가 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통해 대
기업 SI업체의 공공사업 입찰참여를 제한한 것과 관련된다. 이 제도 변화
는 중견 SI기업들로 하여금 대규모 공공SW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전과 비교하면 도급구조의 정점을 차지하는 기업만 교체되었
을 뿐 (즉, 프로젝트를 수주한 중견기업들이 공공부문 도급구조의 정점에
있다는 사실만 달라졌을 뿐)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관행은 무너지지 않았
다. 오히려 프로젝트를 수주한 중견기업들의 프로젝트 기획, 조정, 관리
역량이 문제시되면서 사업이 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거나 하
도급 구조의 말단에 있는 개발자들이 길어지는 기간에 대한 보상 없는 노
동을 강요당하는 등의 상황이 종종 빚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는 것이 우리가 만난 어느 면담자의 증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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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산업별 국내SW 시장규모(2017년 기준)
(단위 : 억 원)
패키지SW

IT서비스

금융

8,377

21,199

통신

4,912

11,610

제조

13,878

20,781

정부/공공

4,759

15,378

유통/수송

2,940

6,033

교육

3,395

3,063

기타

4,567

5,481

42,827

83,545

전체

자료 : IDC(2019. 4)를 SPRi Software Stat에서 재인용. https://stat.spri.kr/posts/vie
w/22301?code=stat_sw_market_domestic(2019. 11. 8 접속).

위의 여러 표에서 이미 드러나지만, IT서비스, SI는 패키지, 게임, 인터
넷 SW 등 여타 부문에 비해 성장률과 매출규모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미
미하고 사업이 고정된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SI 역시 SW 전문공학지
식과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결합해 클라이언트의 조직 운영상의 문
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즈니스 모델의 성
격 자체가 고도의 지식․기술집약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
대다. 외국의 경우 솔루션과 IT서비스를 통합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낸 IBM이나 오라클의 최근 행보와 같이 범용 솔루션에서 클라우딩을 통
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이 부문에서도 고부가가치․고수익 모델의 추
구와 조직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국내 SI의 혁신과 숙련 지
체는 사업과 일이 조직되는 방식,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구조적 환경에 따
른 한국적 특수성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국 IT서비스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SW산업으로서의 잠재성을 새로
운 사업부문의 개척을 통해 실현시켜 온 데 반해, 지난 30여 년간 국내 SI
대기업은 자체 몸집을 줄이고, 검증된 솔루션을 비교적 예측가능한 계열
기업 내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내부거래의 안정성과
단기수익에 기반한 사업관행은 용역 및 하도급 관계를 통한 노동력 활용
방식과 자연스럽게 결합됨으로써 혁신의 모멘텀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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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SI산업이 대표적인 저숙련․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착되는 데 기
여하였다. 더구나 초기 SI가 한국 SW전문인력의 주요 저수지로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던 점, 그리고 이들 인력의 상당수가 SI를 떠나가게 되었다
는 점을 고려하면 SI의 현재와 같은 모습이 산업에 내재한 필연적인 결과
라고 보기는 어렵다.
IT생태계의 지체에 기여한 것은 SI전문 대기업뿐이 아니다. SI 부문의
가장 중요한 고객 중 하나인 정부부처 및 공공부문 역시 여기서 자유롭
지 않다. 공공부문은 현재 SW시장 발주고객별 분포로 볼 때 제조, 금융
에 이어 비중이 높아 전체 시장의 약 30%를 차지한다. 10년 전으로 거슬
러 올라가 2011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18개 SI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투입비율이 일반기업 83.7%에 비해
훨씬 낮은 54.3%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입
찰 관행이 단가위주로 정착한 점도 그 원인 중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하도급 차수가 내려갈수록 정규직 비중이 낮아진다는 같은 조사의 결과
는 공공부문 프로젝트에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다단계 하도급의 활용이
많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최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보고서에 재인
용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SW산업협회(2017)에 따르면 부문별 소
프트웨어 하청 할인율이 공공부문에서 더 컸다. 발주기업의 사업예산을
100이라 할 때 하도급업체의 위탁발주금액은 32.8% 할인된 67.2%에 불
과했으며 이는 민간부문의 26.9% 할인율보다 높았다. 높은 할인율의 피
해는 수직적 하도급 관계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높아진다. 가장 큰 피해는
가치사슬 최말단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전가된다.
요약하면, 현재 ICT SW개발직종의 노동시장은 최근의 대대적인 정부
및 민간 투자(계획)에도 불구하고 그 토대가 그리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혁신의 원천이 될 투자와 기술력에 있어 자연스런 규모차이
를 고려하고라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태이며, 기업규모를 막
론하고 미래기술에 대한 기술지체 역시 심한 상태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 공정거래에 대한 관심 등으로 부당하도급 거래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지만, 비용위주 하도급 거래의 관행의 뿌리가 깊고, 품질 개선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발주자, 시행자를 포함한 층위별 조직 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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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생산시장의 구조적, 조직적 문제는
숙련과 기술에 근거한 지식산업 전문직 노동자의 숙련 유지 및 고도화,
기업내외부 노동시장 이동을 통한 숙련사다리의 자연스런 형성을 저해한
다. 특히 자신의 관리와 통제하에 노동시장에서의 선택을 계속해야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전문노동시장의 미발전, 숙련사다리의 부재는 이들의
지속가능성과 유연한 노동력 공급을 통한 숙련/기술 향상적 업그레이딩
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비용본위의, 관리거버넌
스가 부실한 가치사슬은 역시 제반 노동비용 절감용 오분류 프리랜서를
양산하고, 이들 프리랜서의 장기적 노동시장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 결과를 지난 20여 년간의 한국 ICT 노동시장이 입증하고 있
다. 생산물시장의 관행과 새로운 전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보다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따라야 한다. 아래 제3절은 SW
산업 부문별 일자리의 특성을 단편적 기술로 개관한다.

제3절 기술통계로 본 SW개발직종 노동시장의 특성

1. 최근 SW산업 내 부문별 일자리 및 노동자 분포
이제 SW산업 내 노동자 분포와 그 특성을 살펴보자. 주요 자료 출처는
통계청과 SPRi 등에서 배포한 SW산업실태조사 수록결과와 통계자료이
다. 아래 제시된 그림과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W산업 종사자의 증가
세는 이 산업의 성장세를 보여준다. 전체 SW산업 인력 중 패키지 SW와
IT서비스 인력이 전체의 약 80%에 이를 정도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무
엇보다 스마트 디바이스 확대와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한 모바일 앱 개발
시장의 확대, 공장 및 제품 스마트화 등 제조업 디지털기술 채용 확대, 그
리고 관련해 국가 및 민간의 창업 지원사업 확대와 뒤이은 창업 붐 등을
반영하듯 전체 SW 인력 증가를 주도한 것은 패키지 SW 부문이다. 이 부
문에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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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15년에서 2017년 2년 사이에도 1만 명이 넘는 고용증가가 있었다.
가. 업종 부문별, 상용여부별, 성별 분포
IT서비스의 경우 2016년 일자리 수가 줄어 하락세로 접어드는 듯했으
나 2017년에는 2015년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IT서비스 부문
은 기업의 대규모 전산 시스템 구축이 일단락되면서 시스템운용․유지․
보수 쪽으로 기우는 듯했지만, 최근 디지털환경의 고도화에 따라 크고 작
은 개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2018년 IT서비스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매출액 33조 4,000억여 원 중 컨설팅 및 IT시스템 구축이
70.3%, 시스템 운영이 26.8%, 기타 IT서비스가 3% 정도로 구성되고 있다
는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의 결과도 개발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전체 개발인력 규모는 패키지SW에 비해 적지만 8만～9
만 명 이상의 SW전문노동력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패키지SW 부
문에 비해 작업의 표준화와 분업체계가 비교적 정착된 IT서비스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어느 한 분야에 안정적 기술을 보유할 경우 일
자리 획득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국가지원 숙련형성과정
을 거쳐 진입하는 인력의 대다수가 이 IT서비스 부문으로 꾸준히 진입하
고 있다.
한편, 고용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90% 이상 다
수를 차지하지만, 부문별로 볼 때 작업의 틀이나 방식이 비교적 정형화된
IT서비스의 경우 상용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최근
2016～18년 사이 그 이전에 비해 상용비중이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 상용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여 추이를 보면, 알려진 바와는 다소
달리 패키지소프트웨어 부문의 평균급여가 IT서비스 노동자들의 급여에
비해 다소 낮게 형성되어 있다. 상품의 시장성에 의해 소득과 사업의 지
속성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 불확실성과 부문 내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패키지소프트웨어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IT서비스가 평균 수준의
임금에 있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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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별 일자리 및 상용노동자비중 추이와 2015～17
년 여성인력비중
(단위 : 명, %)

패키지 SW IT서비스
(1)
(2)

소계

게임SW

인터넷
SW

SW전체
(3)

(1+2)/3
(%)

2015

146,294

133,609

279,903

37,915

31,070

348,888

80.2%

2016

149,618

129,198

278,816

39,050

33,373

351,239

79.4%

2017

157,054

132,369

289,423

40,830

35,802

366,055

79.1%

여성
2015

35,072
(24.0%)

31,743
(23.8%)

66,815
(23.9%)

9,446
(24.9%)

11,808
(38.0%)

88,069
(25.2%)

75.9%

2016

36,379
(24.3%)

32,478
(25.1%)

68,857
(24.7%)

10,233
(26.2%)

12,917
(38.7%)

92,007
(26.2%)

74.8%

2017

38,502
(24.5%)

33,087
(25.0%)

71,589
(24.7%)

10,926
(26.8%)

13,869
(38.7%)

96,384
(26.3%)

74.3%

주 : 1) 전체종사자는 SW기업에 근무하는 상시종사자 전체.
2) SW산업(광의)범위 : 패키지SW, IT서비스, 게임SW, 인터넷SW(정보서비스).
3) 2017년 SW산업의 전체종사자는 36.6만 명으로 전년대비 4.2% 증가.
자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2017. 12), ｢
SW산업 실태조사｣. 아래 SW인력 분
포에 관한 표의 자료도 공히 해당 실태조사에 의거.

통계가 대체로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산업 부문에서 증
가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누락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
부문 고소득 개발자들이 누락되었을 경우 이 비교의 의미가 크게 흐려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IT서비스 부문의 위계적 하도급 구조에 따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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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SW산업 부문별 월급여 추이
(단위 : 원)

자료 : KOSA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2018. 8)를 SPRi SW인력 통계에서 재인용.

동자 간 임금 격차를 평균이 드러낼 수 없다는 것도 한계다.
여성 소프트웨어 인력도 2017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증가했지만, 전체
인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6.3%로 전체 인력의 1/4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인력 통계는 SW기업 상시인력을 모두 포괄하므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국한할 경우 그 비중은 10% 이하로 대폭 축소된다.
나. 직종별 분포
다음으로 SW전문인력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자. 아래 표는 직종별 분
포에 있어 패키지SW와 IT서비스 간 차이를 보여주는데, 전자의 경우 다
수를 차지하는 직종이 SW개발자(62.3%)인 데 비해 IT서비스 부문에 분
포하는 SW개발자는 37.8%에 불과하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한
편, IT서비스 부문에서 정보시스템운영 및 지원이 약 40%로 다수 직종에
해당하는 데 반해 패키지SW의 경우 해당 직종의 비중은 18%로 한층 낮
다. IT서비스의 경우 이미 개발된 시스템의 유지보수 운영 등이 서비스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는 반면, 당연히도 패키지SW의 경우 제품의 개발이
주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직무 분포상의 특성은 두 부문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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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SW전문인력 직종별 분포
패키지SW

IT서비스

사업/프로젝트관리자(PM)

7,711

7.0%

6,527

7.5%

SW분석가

4,853

4.4%

4,386

5.1%

SW개발자

68,367

62.3%

32,739

37.8%

5,926

5.4%

7,782

9.0%

19,801

18.0%

34,073

39.4%

3,072

2.8%

1,073

1.2%

109,730

100.0%

86,579

100.0%

웹전문가
정보시스템운영 및 지원
기타
전체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실태조사｣.

하는 SW전문가들 간 일하는 방식이나 정체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두 부문 공히 소위 PM이라 불리는 사업/프로젝트 관리자
의 비중은 약 7～8% 정도에 해당한다. SM 즉 시스템 패키지 SW의 경우
소규모 기업이 집중적으로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특성상 웹 전
문가 비중도 패키지SW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이다.
다. 전공별, 경력별, 연령별, 기업규모별 노동력 분포
이러한 특성은 아래 SW전문인력의 전공별 분포에서도 드러난다. 패키
지소프트웨어 인력의 절대다수가 전산컴퓨터 공학,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등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72.2%), IT서비스의 경우 위의 소프트웨
어 및 응용 관련 전공자가 절반을 약간 웃돌아 상대적으로 전공자의 비중
이 낮다. 반면 IT서비스 부문의 경우 통신, 하드웨어, 여타 관련 분야(수
학, 통계/정보경영 등) 융합전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문사회
분야 전공자 역시 7% 정도로 패키지소프트웨어 분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문 간 요구하는 숙련과 지식, 그리고 진입
경로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통계치다.
한편, 최근 4차 산업혁명 담론이 확산되고 창업지원이 증가하면서 SW
개발 부문에 신규인력의 진입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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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부문별 SW전문직의 경력기간 및 전공 분포

주 : SW․응용전공 : 전산․컴퓨터 공학,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전공 등.
통신/HW전공 : 정보통신 공학, 전기․전자 공학, 제어계측 공학 전공 등.
융합전공 : 산업 공학, 정보경영학, 전자상거래, 전산, 수학/통계학, 기계금속
공학, 자동차 공학, 기전 공학 전공 등.
기타 전공 : 기타 인문, 사회, 이공, 예체능 전공.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실태조사｣.

그림을 보면 5년 이내의 짧은 경력을 지닌 인력 비중은 양자 공히 40%가
넘는데, IT서비스(40.6%)에 비해 더 신생부문이라 할 수 있고 최근 인력
수요가 급증한 패키지 SW부문(43.7%)에서 단기경력자가 다소 높게 나타
난다. 반대로 두 부문 모두 장기 경력자의 비중은 낮다. 약 70%가량의
SW전문직의 경력이 10년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15년 이상의 경력자는
15% 이하, 10년 이상으로 장기경력자를 넓혀도 전체의 약 31～32%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산업분야가 상대적으로 신생 분야라는 점, 최
근 진입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SW 개발 전문가들이 장기적
인 경력전망하에 개발에 몰두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점을 보여준다.
<표 2-5>는 SW산업의 기업규모별, 경력연수별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
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력격차 혹은 일자리 안정성의 차이를 보여준
다. 앞에서 본 대로 SW산업 종사자들의 50% 이상이 3년 미만의 단기경
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기업규모 간 비중은 대기업 35%, 중소기업 62%로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높다. 3～10년 경력자의 경우 대기업에 41.1%, 중
소기업에 29.7%, 10년 이상의 경우 대기업에 23.3%, 중소기업에 8.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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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해, 상대적 장기경력자의 비중은 대기업에서 단연 높다. 단, 50인 미
만 소기업 종사자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가 각기 패키지SW의 경
우 57%와 87%(누적), IT서비스 부문에서 37%, 65%에 달해 대부분의
SW개발전문직은 대기업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장기경력을 보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자리의 특성별로 접근해 보면, 총 30만여 개의 일자리 중 지속
일자리는 그중 21만 개, 신규일자리는 9만 2,000개로 분류되어 2016년 한
해 동안 30%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고용분
포를 보면, 20대가 28%, 30대가 40.2%로 전체의 약 70% 정도를 20～30대
가 차지하고 있다. 40대는 25%, 50세 이상은 6.3% 에 불과해 우리가 인터
뷰했던, 실례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대개의 젊은 개발자들이 50세
이후에는 개발자로서 경력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 전망하는 이유를 짐
작할 수 있다. 장기 경력전망에 도움을 줄 의존할 만한 숙련 지도(map)의
부재 역시 장기경력을 만들어내는 데, 그리고 그에 따른 경력의 장기전망
을 구상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다. 한편, 작년에 이어 일자리를 지
속하는 경우를 보면 20대가 그 비중이 낮은 54.2%로 경력 초기 일자리의
두드러진 탐색경향을 엿볼 수 있다. 30대의 경우는 74.4%, 40대의 경우
78.9%로 일자리 유지경향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반대로 신규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 20대가 41%로 비중이 높고, 40대의 경우는 17.4%로 신규진
입 경향이 한층 낮다. 간단한 통계지만, 자리 이동이 빈번한 이 노동시장
에서도 연령별로 이동성향과 패턴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노동시장에 비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시장이지만, 조기에 경력
경로가 고착되고 이동이 제한되어 버리는 상황을 볼 수 있다. 높은 프리
랜서 비중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계약노동자들에 대한 다수의 연구와 달
리 직업이 주는 불안과 불만이 높은 한국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상황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경력전망 혹은 직업 생애의 지속가능성이 낮다면, 이들 전문직이 직업
선택이나 고용의 질을 인식하는 데 있어 현재 임금수준이 생애소득의 위
험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을지는 중요한 요소다. 서비스산업 전반에
비해 이들 소프트웨어산업 부문의 평균임금이 다소 높지만, 그 차이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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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SW산업 기업규모별․경력연수별 전문인력 분포(2016)
1～3년
미만

3～5년
미만

8.0

8.7

4.4

5.3

3.0

0.6

26.7%

29.0%

14.7%

17.7%

10.0%

2.0%

1.0

1.6

1.2

1.8

1.3

0.4

13.7%

21.9%

16.4%

24.7%

17.8%

5.5%

7.0

7.1

3.2

3.5

1.7

0.2

31.0%

31.4%

14.2%

15.5%

7.5%

0.9%

계(만 명) 1년 미만
소계
대기업

중소기업

30.0

7.3
22.6

5～10년 10～20년
미만
미만

20년
이상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계청, ｢
ICT산업일자리행정통계｣.

<표 2-6> 2016년 SW산업 일자리 성격별․연령별 전문인력 분포
총
일자리수
일자리수

지속 일자리 신규 일자리

진입․
사업확장

기업내
신규대체

301,000

210,000

92,000

46,000

46,000

19세 이하

2,000
(0.7%)

50.0%
(2.2%)

2.2%

2.2%

2.2%

20～29세

83,000
(27.6%)

54.2%
(41.3%)

41.3%

37.0%

45.7%

30～39세

121,000
(40.2%)

74.4%
(33.7%)

33.7%

37.0%

32.6%

40～49세

76,000
(25.2%)

78.9%
(17.4%)

17.4%

19.6%

15.2%

50～59세

16,000
(5.3%)

75.0%
(4.3%)

4.3%

4.3%

4.3%

60세 이상

3,000
(1.0%)

66.7%
(1.1%)

1.1%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전문인력수급실태조사｣.

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부문이 장기경력자의 비중은 낮지
만 기업내부 노동시장에서의 근속연한의 임금 결정기제로서의 중요성이
낮고 개개인의 지식보유 및 숙련도가 중요한 결정기제라고 할 때, 압도적
비중의 대졸 이상 전문지식노동자(그림 2-6을 통해 보면 약 85%가 4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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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이상자)들로 구성된 이 부문의 임금수준과 서비스산업 일반의
임금수준 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하기는 어렵다.
라. 학력별, 개발언어별 분포
한편, 위의 부문별 임금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학력분포와 개발 언어별 분포 등 직종 노동자들의 인적자본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부문 간 인적자본의 차이를 보면 IT서비스가
패키지소프트웨어에 비해 현격히 전문성이 낮다는 업계에 널리 퍼진 인
식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2-6]
에서 보듯이 전문대 이하를 졸업한 인력은 전체의 15%에 못 미쳐 두 부
문 모두 4년제 대졸자 이상의 고학력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양자 간 대졸인력은 공히 75% 정도로 차이가 거의 없다. 단, 전
문대 졸업인력은 IT서비스에서, 10% 정도에 해당하는 석사 이상의 고학
력 인력은 패키지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각기 약 2% 정도 더 높은 편이다.
SW전문직이 활용하는 개발 언어별 분포를 보면, 패키지소프트웨어 인
력은 평균 1.43개, IT서비스 인력의 경우 평균 1.29개의 언어를 개발에 활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의 경우 대체
로 모든 언어 사용 비중에서 약간씩의 우위를 보이고, 특히 Java언어 활
[그림 2-6] SW전문인력의 학력 및 활용하는 개발언어별 분포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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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서 강세를 보이지만, 사용언어로 본 인적자본에도 양자 간 눈에 띄는
차이가 없다.
마. 노동력 분포와 함의에 대한 요약
이렇게 몇 가지 다소 단편적이고 정형적인 사실들(stylized facts)로만
판단한다면, 소프트웨어 산업부문 노동시장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패
키지SW와 IT서비스 간 부문별 인적자본의 격차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두 부문 공히 연관공학분야 출신 고학력 전문 노동자가 다수를 이루는 가
운데, 일반 서비스 산업에 비해서는 2015년 현재 월평균 100만～140만 원
가량 높은 상대적 고임금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는 IT서
비스 부문의 임금 수준이 다소 높다는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다. 또, 경력
10년 이상의 노동자와 15년 이상의 장기 경력자가 각기 30%, 10% 안팎
에 불과해 개개 노동자가 경력전망과 노동생애의 안정성을 갖기 힘든, 따
라서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는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짧
은 경력 기간 동안 개개인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내 이동도 빈번할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3장의 질적 분석에서 논의하겠지만, 지난해
의 일자리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전체 개발인력의 70%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런 정형화된 사실은 우리가 이 산업부문 노동시장에 대해 알
고 있는 상식에 상당히 부합하지만, 그간 공론화된 소프트웨어산업의 고
용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개발자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패키지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 간 숙련 및 노동 경
험의 격차와 그 격차요인에 대해서도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SW산업 내 관행화된
다단계 하도급과 그와 결부된 고용형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부문 내 존
재하는 질적으로 미묘한 이질성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그림 2-7]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중 컴
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통합 관리업의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분포(왼
쪽 그림) 및 종사자 분포(오른쪽 그림)를 시계열로 살펴본 그림이다. 흥미
로운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후인 2010년 이후 사업체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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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공히 현저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 그리고 규모별 사업체 수와 종
사자 수 분포가 거의 반대의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종사자에 비해 사
업체가 더욱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체가 크게 늘어난 데에
기인한다. 2006년 5인 미만 영세사업체가 35% 미만이었던 데 반해 10년
후인 2015년 이들의 비중은 53%로 18%p 증가했다.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
합 분야가 전반적으로 영세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능성은 두 가
지다. 플랫폼 기반의 확대와 같은 정보통신의 고도화와 비용압박의 증가
로 사업을 더 잘게 쪼개 영세기업으로 하방 아웃소싱하는 전략이 더욱 활
성화되어 왔거나, 1인 사업자로 등록된 독립 자영자, 일명 프리랜서가 급
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5인 미만 사업체의 증가추세는 글로벌 금
융위기 후 지난 10년간 급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위기 후의 압박이
급격한 아웃소싱 경제화, 유연경제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편 50인 이상 사업체에 전체의 50% 정도의 인력이 분포한다는 사실
은 지난 10여 년간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업체 수의 규모별 분포
와는 달리 사업체규모별 종사자 분포가 같은 기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
다는 의미다(오른쪽 그림). 50인 미만을 자세히 살펴보면, 10～20인 미만,
[그림 2-7] ICT 프로그래밍 SI의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분포(2006～
16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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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비중이 같은 기간 14.7%에서 12.7%로,
21.8%에서 18.7%로 줄고, 5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비중이 4.8%에서
7.6%로 증가하고 있다. 하도급 고리의 하방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더 심화
된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거나 1인 독립 자영자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
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한편, 이러한 변화를 이해할 때 전문지식 노동자들과 이들의 노동이 거
래되는 노동시장의 특성이 충분히 이해될 필요가 있다. 기존 산업을 답습
하고 있는 다층적 하도급 구조하에서의 고용관행,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프
리랜서형 노동 등 새로운 노동계약 관계의 확산이 위에서 제기한 단기에
종결되는 직업적 생애 등 SW개발자와 숙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
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질적인 탐색을 시도했지만, 때마침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양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있다.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의 SW 주요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
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2018년 조사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인력의 근로실태 연구”(유재흥 외, 2019)가 그
것으로,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 중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발견을 재
해석, 기술함으로써 우리가 행한 질적 접근을 통한 이해에 선행해 이 부
문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 이러한 노력은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인 질적 연구의 결과를 삼각검증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 SPRi 프리랜서 근로실태 조사(2019) 결과를 통해 본 SW
개발직 프리랜서의 특성과 노동조건
SW프리랜서 근로실태조사(유재흥 외, 2019)에 응한 프리랜서는 SW엔
지니어가 1/3 이상(36.6%)을 차지하는 가운데, IT 프로젝트매니저(19.1%),
IT 아키텍트(18.8%), IT 컨설턴트(8.6%), 기타(16.8%) 등으로 구성된 SW
전문직종 949명이다. 보고서는 국내 SW개발 관련 직종 종사자 25만여
명 중 10%가 조금 넘는 2.6만여 명이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라고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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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응답자의 연령별 숙련도 분포 : 자기평가에 따름
(단위 : %)

고
숙
련

저
숙
련

설명

전체분포

ME

최고수준의 이론/현장실무지식 활용, 신이론 창조; 최
고수준의 숙련/기술을 이용, 광범한 기술작업 수행;
기존 관행에 변화를 줄 수 있음.

9.7

EE

전문화된 이론/현장실무지식 활용;
고도의 숙련/기술을 이용 광범한 작업 수행;
팀의 결과에 의무와 책임

23.0

A8

독자적인 권한으로 해당분야 이론/현장실무지식을 자
유롭게 활용;
타인에게 해당분야 지식/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음.

21.4

I7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 이론/현장실무지식을
자유롭게 사용해 매우 복잡하고 비일상적 과업 수행;
타인에게 해당분야 지식전달 가능

10.0

J5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 이론/현장실무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과업 수행

6.4

J4

제한된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 기초이론 및 일반 현장
실무지식을 사용하여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

3.4

J3

제한된 권한 내에서 해당분야 기초 이론/일반현장 실
무지식을 사용하여 절차화되고 일상적 과업 수행

3.9

B
(a)

일반적인 지시 및 감독하에 해당분야 일반적 현장실
무지식을 사용하여 절차화되고 일상적 과업 수행

10.3

B
(b)

구체적인 지시 및 철저한 감독하에 문자이해 계산능
력 등 기초적인 현장실무지식을 사용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 수행

11.9

자료 : 유재흥 외(2019),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실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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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응답자의 총 SW경력은 8.6년, 프리랜서 활동경력은 약 3.4년으
로 조사되었다. 총경력 2년 미만자의 비중은 16.8%인 데 반해 프리랜서
경력 2년 미만자가 거의 60%에 육박해 프리랜서 경력을 막 시작한 경우
가 대다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총경력 6년 이상자의 비중은 57.1%(10년
이상 39.3%)인 데 반해 프리랜서 경력 6년 이상자는 15%(10년 이상
7.7%)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한국 SW전문직 노동시장에서 프리랜서
경제화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특히 이런 경향은 SW산업 중에서도 젊은 패키지SW에서 두드러졌다.
근로조건과 관련, 프리랜서는 연평균 3.9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2.1
개월 휴식하며, 평균 3,615만 원(남성 3,920만 원, 여성 2,961만 원)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프리랜서 전환 동기는 대부분 조직스트레스
(29.1%)와 낮은 급여(24.8%)에 대한 불만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유연
성 추구(21.5%, 남성 20.4%, 여성 23.8%)가 프리랜서 전환의 주요인이 되
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편, 프리랜서 SW전문직의 숙련단계별 구성은 현재 SW프리랜서 시
장의 특성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초점 중
하나인 프리랜서 시장의 분절과 관련한 핵심적인 실마리를 던져준다.
<표 2-7>은 SW 전문직의 숙련도를 9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응답자
가 자신의 역량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 단계별 분포를 보여준다.
표 아래 제시한 그림이 잘 표현하고 있듯이 고숙련이라 할 EE와 A8의 비
중이 전체의 44.4%, 최고 숙련이라 할 ME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54.1%). 전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현장실무지식을 자신의
권한으로 자유롭게 활용하고, 타인에게 해당 분야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전문가가 프리랜서 계약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반적 혹은 구체적인 지시 및 감독하에 일반적이거나
기초적인 현장실무지식을 사용하여 일상적 혹은 단순반복적인 과업을 수
행하는 저숙련자의 비중도 22.2%로 상대적 다수에 해당한다. 고숙련자와
저숙련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론적 지식과 조직 내 권한을 지니고 복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간수준의 개발자는 프리랜서를 선택할 가능성
이 비교적 낮다. 프리랜서 시장이 고숙련과 저숙련 사이 낙타형 쌍봉 구

48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Ⅱ) : 소프트웨어 개발자

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연령대별 분포다. 이런 쌍봉형 구조가 어느
연령대에서나 발견되지만, 고숙련자 비중은 연령과 함께 증가해 40대에
정점에 달하는 반면 저숙련자 특히 기초지식을 활용해 단순반복업무를
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미숙련 노동자 비중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 걸쳐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저숙련자 프리랜서 분포상의 특징은 두 가
지, 즉 저숙련 파견/특수고용 노동자의 오분류 가능성과 숙련향상기회로
부터의 구조적 배제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프리랜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경우가 55.7%에 불과해 이
시장에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할 때도
있는 경우가 39.4%). 특히 1년 미만 경력자와 10년 이상 장기경력자의 경
우 작성 비율이 현저히 낮은 반면(각기 51.3%, 49.3%), 80% 정도의 6～9
년 경력자는 계약서를 작성해, 시장에서의 교섭력 차이를 보여준다. 놀랍
게도 계약서 내용으로 계약금액, 과업기간, 과업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각기 21%, 47%, 50%에 달해 프리랜서는 극도의 사용자 편의적
유연성(혹은 자의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약사항 불이
행을 경험한 56.5%와 55.8%의 프리랜서가 각각 업무변경과 기간연장을
요구받았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 있다. 대다수의 프리랜서가 용역계약보
다 근로계약을 선호하는 이유의 일단을 암시한다.
계약당사자별로 볼 때는 프로젝트 시초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가 약 1/3에 약간 못 미치는 가운데, 1차 수주업체(원청, 15.7%)나 재하도
급업체(1차 : 19.3%, 2차 : 14.7%)와 계약하는 경우가 다수에 해당한다. 그
런데 이런 재하도급업체 도급계약 프리랜서가 발주사(원청)의 지휘로부
터 자유롭다고 응답한 경우는 15% 정도에 불과해 대개는 위장하도급 관
계 속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도급 계약당사자가 파
견업체인 경우도 16.4%에 달해 이 시장의 계약상 난맥상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계약에 자신의 요구사항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계약이
준수되고 있다는 평가 역시 소수(17%, 25%)로 기울어진 역학관계가 드
러난다. 당연히 대다수의 프리랜서들은 이런 계약의 공정성에 불신을 표
하고 있다(공정하다는 응답자가 15% 정도에 불과). 그간 여러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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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다루어온 속칭 ‘보도방’이라 불리는 단순 인력소개업체 문제, 특히
악명 높은 이력서허위기재(이력서 부풀리기)를 경험했거나 요구받았다는
개발자 비중은 초기 경력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경력 1년 미만, 경력 1～2년 초기 경력자의
60% 이상이 이런 부정관행을 경험했거나 요청받았다고 응답해 관행이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예상한 대로 다단계 하청의 문제, 즉 2차 이하의
재도급업체나 파견업체와 계약한 경우 그 비중이 높다.
한편 이 시장의 프리랜서들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
는 프로젝트 기반 시장의 전형적인 특성 중 하나인 사회연결망을 매개로
한 이동성을 보여준다(Lingo & Tepper, 2013). 전문성과 프로젝트의 불
확실성이 높고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특히
개발전문 프리랜서의 경우 그런 경향이 강해 50%가 지인을 통해 프로젝
트를 구하고 있다. 한편, 약 20% 정도의 프리랜서는 파견업체를 통해 일
거리를 찾고 있다. 그런데 인력파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1개 이상에 등
록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임금의 10～20%를 수수료로 받는 이들 파견
업체가 기능적으로는 인력 알선 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입증한다.
최근의 경향을 보여주는 온라인 기반 구직사이트를 통하는 경우도 급격
히 부상하고 있다. 전체 30% 정도의 응답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20대 젊은 노동자들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 파견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온라인 의존도가 높아 노동시장 중
개제도(labor market intermediaries)의 변화하는 지형을 보여준다.
대개의 노동자는 상근노동자와 같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일하며(64%)
별도의 수당 없이 잦은 야근에 노출(60% 이상)되는 점을 불만으로 표시
하는 경우가 많았다. 52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19%로 적지 않지만 실제
로는 32시간 미만 단시간 일하는 경우가 30% 이상인데, 경제활동조사에
서 가장 다수의 노동자가 속하는 범주인 38～42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는
17.8%에 불과해 노동시간 규범도 여타의 노동시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을 암시한다. 비교적 다수가 시간활용의 유연성과 조직으로부터 오는 스
트레스의 경감을 프리랜서 전환의 상대적 장점으로 꼽고 있으나, 프리랜
서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이런 맥락에서 약 74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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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응답자 중 안정성을 이유로 정규직 전향을 원하는 경우가 약 2/3로
다수에 해당했다.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응답률도 62%에 해당
해 비자발적 프리랜서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을 알려준다. 위에서 열거
한 바와 같이 기존 시장의 관행과 미성숙한 프리랜서 시장의 여러 문제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프리랜서 계약에 따르는 장점에 만족하기보다 불안을
느끼는 경향이 더 일반적이라는 점을 집약적으로 시사하는 통계치다.

제4절 소 결

이 장에서는 기존 연구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ICT산업 및 노동시장 실
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SW전문직 노동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프리랜
서 경제화의 대략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숙련 정도로 볼 때 프리랜서
경제화의 이중구조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프리랜서들은 제도는 물론 시
장의 규범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불안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0%가 넘는 다수가 정규화의 바람을 표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사회연결망에 의존하는 일자리 구하기와 빈번한 이동, 이에
따른 유연한 노동시간, 조직의 관료적 통제로부터의 독립성 추구 등 고용
계약이 아닌 노동계약 중심의 창의 지식산업 유연노동시장의 특성을 보
여준다. 특히 사회연결망에 대한 강한 의존성은 앞에서 서술했듯이 과업
에 대한 정확한 정의 내리기의 곤란함과, 결과의 불확실성, 전문성에 대
한 통제의 어려움,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합리
적 선택의 결과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자 문화의 독특성, 즉
동업자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유지함으로써 직업 정체성을
넘어 개인 정체성을 유지, 재확인하는 독특한 전문가 커뮤니티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신기술 습득을 비롯, 실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검증받지 않고는 제대로 생존하기 어려운 개
발자 커뮤니티 문화 속에서 독자적인 학습역량과, 독자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학습 및 문제해결 지원체계(i.e.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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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모임, 무료 강의 사이트 운영,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
원 커뮤니티, 깃허브 등 개방소스 개발 및 공유시스템), 이 지원체계를 생
산해 내는 개인적, 집합적 동기의 구조가 제대로 구명되어야 한다. 일, 학
습, 놀이(hobbies)의 경계가 뒤섞여 있다는 특징, 대개의 프로젝트가 다양
한 전문적 역능을 지닌 개인들의 팀단위 작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작
업조직상의 특성도 개발자 문화, 나아가 개발자 노동시장의 독특성을 구
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프리랜서 노동시장에 내재한 불안정성과 한국 노동시장에 제도화된 유연
노동에 대한 패널티로 개발자들의 안정성에 대한 희구가 매우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의 이동성(labor market mobility)에 대한 개방
적 인식과 실천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다. Barley와 Kunda
(2006)가 제안한 이른바 떠도는 전문가(itinerant experts)들은 이미 한국
SW전문직 노동시장에서도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 기존의 한국노동시
장에서는 좀처럼 발견되기 어려웠던 현상으로 이제 개발자들에게 이동은
지위와 임금 상승의 중요한 매개로까지 이해되고 있다.
앞서 소개한 프리랜서 실태조사에서는 조직스트레스 경감과 시간 유연
성 추구가 가장 핵심적인 프리랜서화의 동인이라는 점이 거론되었지만,
이동성을 만들어내는 동인은 보다 복잡하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경제적(financial) 동인이지만 우리가 모은 질적 자료에 따르면 이것
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뜻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더 효율적이
고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개인주의에 기반한 협업 네트워
크 추구’가 이들이 지닌 직업 모럴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저해
하는 조직적 요인에 대한 회피와 이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적(혹
은 시장적) 요인에 대한 수용이 이동의 동인이 된다. 좋은 개발자로서 재
미, 도전, 성취감을 주는 일에 대한 희구(이른바 구루(guru)에 대한 무한
한 동경과 희구)는 대기업을 벗어나 소규모 벤처기업 경력으로의 이동도
기꺼이 고려하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된다. 자율적 시장 교섭력을 갖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개발자(free agents)의 사고방식이다. 이들 혹은
이들의 경로를 추구하는 초기경력 개발자는 재미, 도전, 학습, 성취감을
동반하지 않는 작업 및 조직환경을 낮추어 보고,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는

52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Ⅱ) : 소프트웨어 개발자

동류의 개발자를 낮은 카테고리에 묶어 인식하는 경향도 역시 강하다. 반
면, 산업 생태계의 계층 구조상 자율적 시장 교섭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제때 탈출하지 못했거나 인적자본을 갖추지 못한 미숙련 개발
자들은 전제적 시장(market despotism)에 의해 비자발적 이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정규직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고 재하도급업체
나 인력파견업체에 소속된 프리랜서의 프로젝트 단위 이동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은 설혹 자율적 이동이 가능할 만큼의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자유로운 이동자 커뮤니티(free agents)가 부여
한 낙인(예컨대, “SI에서 뼈가 굵은 개발자는 루틴하고 고정된 작업방식
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테크니션일지는 몰라도 유연성, 기
민성(agility)과 자유로운 사고를 요하는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하는 ‘개발
자’로 전환되기는 적절치 않다”는 인식)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이
동에 한계를 갖기가 쉽다. 요컨대 개발자 문화는 시장과 조직의 통제를
제어하는 개발자 커뮤니티의 민주적 전개에도 기여하는 사회적 기제이지
만, 좋은 개발자와 그렇지 않은 개발자를 나누는 범주적 불평등의 재생산
기제로서도 작동하고 있다. 즉, 이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들어
낸 SW개발자 노동시장의 분절구조와 개발자 내 불평등은 개발자 문화에
의해 한층 더 공고화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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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프트웨어엔지니어 직종 노동시장의 전개와 프리랜서 경제화 II :
질적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제2장의 소결에서 제시한 개발자 문화에 대한 분석을 본
격화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SW전문직 프리랜서 노동시장의 특성을 질적
자료에 기반해 기술하는 데 목표를 둔다.

제1절 개발자 문화의 기원과 실천의 양상 :
해커문화의 등장과 변천

1. 해커문화의 기원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developer)들은 컴퓨
터 공학이 빠르게 발전하던 1970년대 무렵부터 그들만의 작업 문화를 만
들고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문제를 정의하고 그것을 효율적
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공학적 사고의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좋은 개발자
의 덕목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방적인 태도와 서로 협력하는
것을 개발자가 갖춰야 할 핵심 요건이라 여겼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했
다. 즉, 개발자들은 초기부터 그들 고유의 집단적 실천 양식을 만들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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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이다.
개발자들은 이를 스스로 해커문화(Hacker Culture)6)라고 불렀다. 당시
개발자들은 자신들을 해커라고 칭했으며 그들이 공유하는 중요한 가치를
문화적 실천을 통해 실현했었다. 그들은 창의성과 자유 및 개방성을 무엇
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여겼고, 비밀과 권위를 배격하고자 노력했다. 그래
서 창의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해
답에 이르는 절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와 결과
물을 서로 활발하게 공유하는 것은 당연했다.
또한, 해커문화에서 중요한 실천 중 하나는 분기(fork)이다.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과정에 여러 전략이 양립할 수 있다면 서로 다른 길을 언제라도
새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분기인데, 이런 분기는 집중을 약화시키기보다
는 새로운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개발자들에게 장려되는 문
화였다. 따라서 이런 해커문화의 실천으로 개발자들은 창의성과 합리성
에 바탕한 효율성을 지향하면서도 다양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문화적
전통을 만들었다.
사실 이런 해커문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시 컴
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었고,
소프트웨어는 값비싼 하드웨어를 구매하면 당연히 함께 따라오는 번들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윤추구를 위한
활동이 아니었고 순수한 의미에서 학술적 활동이나 취미 및 봉사 활동에
가까웠다. 따라서 그 세계에서 개방성과 공유 및 분기는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졌고, 이를 통해 개발자들이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
적 대가가 아니라 평판과 같은 명예와 관련되었다.

6) 최근에는 해커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활용되곤 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뛰
어난 프로그래밍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개발자를 지칭
하는 단어였다. 하지만 해커라는 단어가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나 일탈 행위를 저
지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였다. 여기에서는 1970년대
에 긍정적으로 사용되었던 해커라는 단어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
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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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으로서 소프트웨어의 등장
1970년대 말 해커문화의 판도를 크게 바꾸게 된 계기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의 탄생으로부터 왔다. 이런 전환에 가장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기업은 바로 빌 게이츠(Bill Gates)가 설립한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다. 빌
게이츠는 SW를 무료 공개해서 아무나 쓸 수 있도록 하는 당시의 해커문
화를 강력하게 비난했고, 그들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상황에 대
해 크게 염려했다.7)
1970년대 말 PC(Personal Computer)라는 것이 등장하기 전까지 컴퓨
터는 전자제품이라기보다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한정적으로 동원되는 장
비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부속된 것으로 취
급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해당 하드웨어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직
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개인용 컴퓨터는 이와 사정
이 전혀 달랐다. 최종 사용자인 평범한 개인들은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
거나 튜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의 소프트
웨어가 하드웨어와 함께 제공되어야 했다. PC의 등장과 확산을 통해 소
프트웨어를 판매한다는 인식을 만들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한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이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작한 여러 프로그램들은 그 소스코드가 공개
되지 않았고, 이는 당시 해커문화의 전통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다. 어
쨌든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판매함으로
써 거대한 성공을 거두었고 여러 다른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도록 유
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상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이 본격적
으로 열리게 되었고 이후 많은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운영체제뿐만 아니
라 오피스 프로그램, 게임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출시함으로써 큰 성공
7) 실제로 빌 게이츠는 1976년에 공유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해커문화를 비판하는
편지를 작성했다. 여기에서 그는 아무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는 관행을 강력
하게 비판했다. 해당 편지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digibarn.com/collections/newsletters/homebrew/V2_01/gatesletter.ht
ml) (접속일자 : 2020.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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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두었고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은 크게 확대되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등장과 성공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며, 이 시장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던 패키지 소프트
웨어라는 상품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했다.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이 무형의 지적 자산이기 때문에 물리적 실체가 상
품성의 핵심인 전통적인 제조업 상품과는 차별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보
면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음반이나 책과 같은 형태의 문화 제조물에 비견
될 수 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되기 시작하자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개방과 공유를 강조하던 해커문화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더
큰 이윤을 위해서 개방보다는 비밀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처럼 여겨
졌다. 이렇게 1980년대에는 전통적인 해커문화를 계승하는 진영과 상품
을 생산하는 프로그래밍을 강조하는 진영으로 분리되어 경쟁하게 되었다.
전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설립자인 리처
드 스톨먼(Richard Stallman)이고, 후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리눅스를 창
시한 리누스 토발즈(Linus Torvalds)이다.
스톨먼은 GNU 선언문이라는 글을 통해 독점 소프트웨어가 좋지 못한
것이며 개발자들이 왜 자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했다. 반면에 리누스 토발즈는 스톨먼보다는 유연한
태도를 인정했고 개발자에게 비즈니스의 기회는 자유만큼이나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그가 창시한 리눅스를 통해 개방과 협업이라는
전통적인 해커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공존시
킬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다.8) 스톨먼이 원칙주의적으로 급진적인 해
커윤리의 옹호자였다면, 토발즈는 이보다는 유연하고 시장적 가치의 중
요성도 함께 중시했다. 즉, 양자는 해커문화의 원칙주의와 실용주의를 대
표했다. 이 두 진영의 지향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8) 리눅스라는 운영체는 소스 코드가 모두 공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지만 이를
활용한 2차 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가 등장하여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대
표적인 사례가 레드헷리눅스와 같은 기업이다.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다른
방식으로도 시장에서 성공이 가능함으로 보여줌으로써 전통적인 해커문화가 자본
주의적 시장관계와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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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해커문화의 원칙주의와 실용주의 비교
원칙주의

실용주의

대표단체 및
인물

Free Software Foundation
(Richard Stallman)

Open Source Initiative
(Eric Raymond, Linus Torvalds)

접근법

윤리적 접근
(자유라는 대의 강조)

실용적 접근
(자기 이익에서 출발)

목적

자유소프트웨어의 발전
(사유소프트웨어의 제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
(사안별 대응)

공유 저작권

공동체를 확장하는 수단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는 수단

보상

비금전적 가치
(정보는 자유롭고 싶어 한다.)

금전적 보상도 강조
(정보는 가치 있고 싶어 한다.)

자료 : 홍성태(1999), p.164.

상용 패키지 소프트웨어들은 그 소스코드가 대체로 공개되지 않고 해
당 기업의 지적재산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공유와 협업을 중시하던 전
통적 해커문화와는 다른 개발자들의 실천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소스코
드가 공개된 오픈소프트웨어도 시장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는 사례들
이 등장하면서, 소스코드의 공개여부와 상관없이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독립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해졌다.
해커문화의 전통에서 개방과 협력의 정도는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문제를 창의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
답을 내어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혹은 더
강화되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둬 크게 인정받는 개발자들이
많아졌고 이들의 성공은 대체로 타고난 천재성이나 창의성에 기인한 것
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뛰어난 개발자의 조건으로 창의적 사고
능력의 중요성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아졌고 신화화되기도 하였다.
상용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정에서 개방과 협력의 문화가 이전만
큼 활발히 작동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의 중요성이 간과된 것은 아니
었다. 오히려 리눅스의 대성공으로 인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그 분야에서 개방과 협력은 이전보다 더 강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문서가 바로 에릭 레이먼드가 작성해 공개한
“성당과 시장(The cathedral and the bazaar)”이라는 글이다(Ray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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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이 글에서 레이먼드는 각각 성당과 시장에 비유되는 두 가지 소프
트웨어 개발 방식을 비교하면서, 시장모델이 갖는 우수성을 강조한다. 그
에 따르면, 리눅스 토발즈가 했던 것처럼 소스 코드를 인터넷에 올려두면
그것을 아무나 보고 수정하고 기여할 수 있는 시장의 모델이 소프트웨어
의 질적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보는 눈이 많으면 어떤 버그라도 쉽게 잡을 수 있다.” 이를 흔히 리누스
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많은 개발자들의 협력과 그 결과를 공유하는 문화
를 소프트웨어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정하고, 이것은 개발자들이 가
져야 할 중요한 태도라고 주장한다. 이는 전통적인 해커문화의 연장선이
라고 할 수 있다.

3. 서비스 인프라로서 소프트웨어
정보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사무자동화라는 시대적 흐름이
강력해지면서, 최종 소비재로서의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생산도구
로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상하였다. 기업들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 여러 사내 시스템을 전산화하기 시작했고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를 만들었다. 요즘 소위 SI(System Integration)이라고 불리는 분야
가 바로 그것이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관행이 맞는 전산화를 희망했고 이를 위해
맞춤식으로 전산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나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 등 각자의 업무 특성에 맞는 전산화 작업이 필요했
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기술능력을 가진 기업에 직접 자신들이 활용할
시스템 구축을 맡기는 방법이 필요했다.
SI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는 독립적인 상품이 아니다. 이 시장에서 거래
되는 것은 개발자들의 전문적 능력에 바탕한 노동력이다. 이런 점에서 SI
분야를 흔히 전통적인 건설업에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이 원하는 건
물을 설계하고 만들어서 주는 것이 건설업인데 이것은 그 기본적인 구조
가 SI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기보다

제3장 소프트웨어엔지니어 직종 노동시장의 전개와 프리랜서 경제화II

59

는 대신 만들어준다는 것에 가까웠다. 그래서 때로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가 그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개발업체는 고
객사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고 이후 유지 보수하는 작업을 맡
아 수익을 얻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개발할 때는 많은 인력이 필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비교적 적은 수의 인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이런 경우 개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 개발 기간
동안만 고용하거나 혹은 파견업체를 통해 임시로 인력을 수혈하는 방식
이 선호된다. 개발자들의 업무는 표준화되고 표준화된 업무는 쉽게 다른
인력으로 교체될 수 있다. 그 결과 짧은 프로젝트에 연속적으로 참여해야
만 하는 불안한 고용상태에서 일해야 하는 개발자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
들은 불안정한 고용조건 때문에 과중한 업무를 배정받거나 혹은 불합리
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대항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고, 따라서 노동
시간과 임금 모두에서 열악한 환경을 대면하게 되었다.
오라클, IBM과 같은 일부 대기업들은 마치 상용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SI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나름대로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은 여전
히 고객의 요구사항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고, 개발자들의 작업환경도
함께 영향을 받았다.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
니 전통적으로 강조되던 개발자의 창의성은 이 분야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공유와 협력의 문화 역시 문제가 되는데, 그들이 만드
는 것은 고객사 소유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를 자신들이 외부에 공
개하는 것은 고객의 이해관계를 크게 해치는 일로 여겨져 허용되지 않는
금기가 된다. 따라서 SI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강조되던 해커문화가 크
게 쇠퇴하고 개발자 문화의 실천이 마치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후 이는 개발자 사이의 위계를 만드는 데 영
향을 미친다.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발자들은 SI 분야의 개발자들의
문화가 개발자로 인정하기에 천박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SI 개발
자 역시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자신들의 노동조건이 개발자 문화와 맞
지 않다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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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닷컴 기업과 실리콘밸리 모델의 등장
1990년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단연 인터넷의 보급을 꼽을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통신기술은 거대한 사회변화를 가져왔으
며 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새로운 환경을 제공했고,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리누스 토발즈는 리눅스를 공개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여자들
과 협업하여 리눅스를 개선해 나갔다. 이것은 모두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
에 가능한 일이었고 인터넷이 더 많이 확산되고 더 빨라지면서 리눅스의
발전속도는 더욱 향상되었다. 이런 인터넷의 보급은 다른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의 개발과 확산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만
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를 크게 증가시켰다. 사실 대
기업이 주도하여 만든 일부 기본적인 상업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개발자들이 모여 만든 소프트웨어의 소비자는 대체로 다른 개발자들이었
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이라는 유통망의 등장으로 인해 다른 일반 상품들
처럼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닷컴기업들의 등장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닷컴기업들은 인터넷이라는 네
트워크를 통해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들의
가능성은 크게 인정받았고 많은 곳에서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한
때는 이것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2002년 무렵 닷컴버블이라는 경제위기를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닷컴 기업들은 꾸준히 등장했고 모험
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려 노력했다. 벤처
(venture)기업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성공은 무척 어려
웠지만 일단 한 번의 성공은 그 자체로 거대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모험적인 도전은 계속 이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미국의 실리콘밸리 지역은 그 자
체가 특정한 상징이 되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등장했다가 빠
르게 사라지거나 흡수된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거대한 성공이 간혹 등
장하지만 그 낮은 확률에만 기대어 비즈니스를 지속한다는 것은 모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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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무모함에 가깝다. 그래서 이들 기업의 단기 목표는 투자를 많이 받
는 것이고, 중장기 목표는 거대 기업에 인수되거나(Exit), 아니면 더 성공
해서 IPO를 통해 거대한 수익을 얻는 것이었다. 즉, 어떤 것이든 간에 이
들의 성공은 기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금융적인 것이었다. 실리콘밸리
모델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금융적 요인을 결합한 것이다.
이런 벤처 기업들에서 창업자들은 높은 연봉이 아니라 최종적인 금융
적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큰 노력을 들여 영입하는 중요
개발자들 역시 연봉보다는 스톡옵션과 같은 금융적 유인책을 더 중요한
조건으로 여긴다.9) 이런 조건에서 기대되는 수익은 노동의 대가나 결과
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와 더 유사하다.
이런 닷컴 기업들에게도 전통적인 해커문화는 여전히 중요했다. 이 세
계야말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성이 중요했고 이
는 해커문화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 왔던 덕목이었기 때문이다. 닷컴 기업
의 성공을 위해서는 뛰어난 개발자들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들을 스카우
트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작업환경을 충족시켜야 했다. 그들은 근
무시간과 같은 전통적인 규율에 얽매이는 것은 창의적인 작업과 어울리
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최적의 솔루션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와 관점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이런 문화적 바탕에서 개발자들은 더 우수한 결과물
을 만들 수 있다고 여겼고, 경영자들 역시 이런 문화와 관행에 동의했다.
이 세계에서 닷컴 기업들의 성공은 대개 기업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아
대기업에 인수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창업자와 투자자들은 큰 몫을 챙
겼다. 하지만 그들이 대기업에 인수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당 부분 그들
의 생산품이나 서비스가 우수해서라기보다는, 단지 뛰어난 아이디어를
남들보다 먼저 제시했기에 가능했던 경우가 많았다. 실리콘밸리의 내로
라하는 창업자들이 한결같이 가치를 앞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상
품과 서비스의 실용성을 높이는 것은 그 이후 대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
9)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영의 대부격인 리누스 토발즈도 역시 자신의 자서전을 통
해 그가 처음 실리콘밸리 지역 회사에 일하면서 자신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
는 날짜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가 느꼈던 흥분과 희열의 감정에 대해 기록한 바 있
다. 그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도 거대한 수익의 실현이 매우 중요한 동기
임을 부정하지 않았다(리누스 토발즈, 데이비드 다이아몬드, 2001: 25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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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즉, 닷컴 기업의 성공은 기술적인 부분
보다는 금융적인 부분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전통적인 제조업의 형태를 가졌다면, 실리콘밸리 모델에 의
거한 닷컴 기업들은 소비자에게는 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는 금융적 수단으로 이익을 얻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꾸준한 수
익보다는 거대한 수익 ‘한탕’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졌다. 이런
비즈모델의 변화는 개발자들의 실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개발자들은 적
절한 준비가 된다면 언제든지 경영자로 변신할 준비를 하게 되었고, 평생
개발자로만 남아 있는 것이 더는 모범적인 엔지니어의 역할도 아닌 것으
로 취급되었다. 이제 개발자는 스스로를 노동자라기보다는 언제든 창업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잠재적 경영자로 여기게 되었다.
해커문화의 전통도 실리콘밸리에서는 약간 다르게 변모하게 된다. 창
의성과 합리적 사고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특히 남들과 다른 방
식의 문제정의와 이에 대한 솔루션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창의성
이 크게 강조되었다. 또한 개방과 협력의 문화 역시 그 의미가 약간 달라
지게 되는데, 개방과 협력 및 공유가 여전히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지만
그것은 자신의 평판과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강조된다. 즉, 시장에서 자
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10)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는 최근
경향이나 기술적 유행에 대단히 민감하고 이를 빠르게 따라가는 것이 필
수적인 덕목이다. 그래서 하나의 기술에 대한 깊은 전문성이나 숙련을 쌓
기보다는 다양한 기술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자신의 경력을 확대하는 경향
을 선호한다.11)
10) 최근 IPO에 실패한 위워크(wework)라는 기업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곳
은 개인이나 스타트업 기업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이런 개
발자와 스타트업이 자주 마주칠 수 있는 공간환경을 조성하였고 이를 큰 메리트
로 표방하였다. 독립적인 업무공간의 제공보다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파티와 인적
교류를 더 강조한 부동산 업체였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자극한 것은 이런 실
리콘밸리 문화적 조건 아래에서 개발자로서 혹은 창업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
신에 대한 연민이나 자기애였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개방과 협력 및 교류는 더
나은 솔루션의 도출을 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신의 판매가
를 높이는 행위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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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히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해커문화의 부문별 분기

자료 : 저자 작성.

제2절 한국 개발자 문화의 분절

1. 개발자에 대한 고정관념
가. 개발자의 자질
개발자라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특별한 자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거
11) 소위 풀스택(Full Stack) 개발자라고 불리는 직종이 이를 반영한다. 풀스택 개발
자는 문자 그대로 모든 종류의 개발 관련 기술을 다 섭렵한 개발자를 뜻한다. 하
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얕은 수준의 경험만
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에는 기업 입장에서 이런 풀스택 개발자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백엔드와 프론트
엔드 및 데브옵스까지 모두 다룰 줄 아는 개발자 정도로 의미의 합의가 이루어졌
고, 이젠 더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독립적인 하나의 개발자 하위 직군으로 인
정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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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혹은 유년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문제해결의 경험을 통해 발
전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이 존재한다. 이는 특히 실력이 뛰어난 고급 개
발자들에 대해 그러한 경향이 강하며, 개발자에 대한 가장 널리 공유되고
있고, 예전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보편
적인 개발자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일반적인 패턴은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접했다는
사실이다. 어린 시절 컴퓨터를 접할 수 있었던 가장 평범한 서사는 게임
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컴퓨터 게임을 처음 해보면서 컴퓨터와 개발
이라는 영역에 처음 들어오고 이를 스스로 발전시켰다는 서사이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릴 때 그런 뭐 컴퓨터를 이제 되게 흔하지 않았고,
뭐 동네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있을 정도였을 텐데, 우연치 않게 초등학
교 때 컴퓨터 그 특별활동 같은 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랑은 친해
졌고,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가 5학년 때 컴퓨터를 사주셔
가지고 컴퓨터하고 좀 많이 친해지는 계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
럽게 컴퓨터하고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뭐 게임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뭐 그때 한참 유행했던 PC통신 같은 것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컴퓨터랑 이
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진 거 같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고등학교도 컴퓨터
를 그 컴퓨터를 공부하면은 저도 공고를 가야 되는 줄 알고 인문계 고등학
교를 안 가고. 지금 생각하면 좀 철이 없었는데, 뭐 어쨌든 공고 가서 컴퓨
터 공부하고, 대학교도 이제 컴퓨터학과를 갔고요. 그다음에 일을 시작하
고 나서 다시 또 대학원 갔고.” (박✽✽ 개발자 인터뷰 중)

위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유년 시절의 컴퓨터 경험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의 사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유년 시절 컴퓨터를 사용
할 수 있었던 환경, 둘째, 스스로 컴퓨터를 다룸으로써 스킬을 익히는 독
학의 과정이 그것이다. 전자의 것은 1980년대 혹은 1990년대 초반 한국의
경제적 조건을 고려할 때 그 당시 가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일반적인 경
험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대체로 다소 우연적인 사건들의 개입이 빈
번하다. 동네에 컴퓨터 학원이 생기고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접했다든
지, 아니면 친척 중에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이가 있어서 그들의 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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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였다든지 하는 경험이 다수 발견된다.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서 컴퓨터 보급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런 경험이 더 이상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기는 어렵게 되었지만, 적어도 1990년대 초반까지
다소 우연적인 요소로 컴퓨터를 접하게 되었다는 서사는 흔히 발견된다.
다음으로 유년 시절에 스스로 학습했다는 독학의 과정을 통해 컴퓨터
기술을 익혔다는 성장의 과정 역시 중요하게 등장한다. 독학이 컴퓨터 개
발을 배우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핵심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유년 시절의 경험에 대한 것을 말한다. 즉, 주변의 직간접적
인 도움을 거의 받기 어려웠고, 학습을 위한 도구와 재료를 구할 수 있는
경제력과 네트워크도 그다지 많지 않았던 그런 유년 시절의 독학 과정을
말한다. 다음의 인용문이 그 전형을 보여준다.
“4학년, 5학년 아무튼 그때쯤이었던 거 같아요. 뭔가 그때 그거를 배우면
서 아,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 뭐 PH 뭐, 예를 들어 10 넣으면 뭐가 나
오고, 5, 7 미만 나오면 뭐 산성이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그런 걸 간단하게
만들어서 숙모 보여주고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게 저의
첫 번째 커리어의 시작이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큐베이직도 배우게 되
고. 베이직 언어 하다가 그때 이제 한참 이제 게임 씨디 주는 잡지를 사게
됐고, 그걸로 게임을 막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게임책이, 잡지를 보면 그
때 그런 게 나왔어요. 게임에 있는 돈 같은 걸 해킹해 보자. 네, 그런 거. 뭐
제가 지금 프로그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메모리에 있는 상수 불러내
가지고 계속 찾아내면서, 뭐 그런 거 비슷한 걸로 제가 찾아가지고 메모리
에 있는 어떤 값을 딱 바꾸면 돈이 엄청 많아지고 경험치가 바뀌고 막 이
러거든요. 그런 방법을 이제 소개해주는 잡지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
면서 계속 게임을 가지고 해봤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
지?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진입점이었던 거 같고, 그 맛을 보다가 이거
해보고 싶다. 대체 어떻게 만들기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본
격적인 시작점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커리, 저 원래 꿈은
다른 거였거든요.” (주✽✽ 개발자 인터뷰 중)
“사실은 제가 저희 그 작은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쪽 관련 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 나이대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일찍 접하긴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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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든요. 제가 6살 때부터 접했으니까. 그때가 1988년도였거든요. 근데 사
실, 근데 그때는 뭐 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애들은 다 그럴 거예
요. 거의 게임하는 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거의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
제 집에서 부모님은 게임기로 인식을 좀 많이 하시고. 근데 사실 그때 게
임만 하는 것만 하는 건 아니고, 예전 같은 경우는 베이직이나 비주얼베이
직이나 이런 것도 사실 코딩의 일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그냥 음계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그냥 소리를 내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간
단한 게임 같은 거 만드는 거라든지. 예전엔 이 뭐 스네이크 같은. 그래서
그런 걸 따로 만들어보고 했는데, 그런 거 자체도 다 게임으로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사실 컴퓨터 만지는 것 자체를 좀 배척당했고요, 집에서.”
(홍✽✽ 개발자 인터뷰 중)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 시절 스스로 만들어 본 간단한 프로
그램 제작 경험과 이에 대한 주변의 인정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관심과 동기의 출발점이 된다. 실제로 어린 시절 특별한 재능이 발휘되고
그것이 발전하는 패턴이 대체로 유사한 것처럼, 컴퓨터와 개발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바로 어린 나이에 개발을 독학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 개발에 대한 학습자료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학이 일반적
일 수밖에 없었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에 그것을 해낼 수 있으려면 타고
난 재능과 본인의 열정이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독학
을 통해 일정한 실력향상을 이루고 그것을 꾸준히 발전시켜 가는 경로를
따르게 된다.
개발자의 자질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환상이 바로 여기에서 발견된다.
유년 시절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스스로 발전시켜 문제해결의 경험을 쌓
고 이에 대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이것은 마치 음악이나 미술 분야에
서 타고난 재능을 인정받은 엘리트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그런 서사와
동일하다. 이런 환상은 이후 두 가지 고정관념의 확산에 기여하게 되는데,
첫째, 개발자라는 직종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엘리트 개발자들에게 더욱 강
력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개발자의 능력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예술
이나 체육의 재능처럼 타고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고정관념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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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해진다. 둘째,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다가 뒤늦게 전산 관련 전공을 학
교나 학원에서 이미 확립된 커리큘럼을 통해 배운 개발자들은 성장에 한
계가 있다고 여기는 고정관념이 역시 따라 붙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개발자를 평가하는 외부적인 시선과 자신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내부적인
시선 모두에서 작동하며, 개발자의 성장 과정에서 ‘독학’ 혹은 ‘독자적인
문제해결 경험’이 대단히 중요한 성장의 관문인 것처럼 작동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좋은 개발자가 갖춰야 할 자질이나 유년 시
절의 경험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대체로 다음의 사항들의 집합이다. (1)
유년시절 컴퓨터 활용 환경 (2) 컴퓨터 활용에 대한 관심과 열정 (3) 독학
을 통한 학습 (4)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경험 (5) 자신의 성과에 대한 주변
의 인정이 바로 그것이다. 요컨대, 개발자의 재능을 예체능 분야의 재능
과 유사하게 여겨지거나 소위 ‘영재’라고 불리는 아이들의 경험과 유사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수한 개발자에 대한 환상을 만들게
되고 후발 개발자들의 잠재력을 스스로 폄하하는 효과를 낳는다.
게다가 컴퓨터 활용 환경과 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재 및 커리큘럼의
발전이 이루어진 최근에 있어서 이러한 80년대에 한정된 경험이 지금까
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신호가 아니디. 유년 시절 컴퓨터를
접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다양한 자료들과
우수한 지도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고정관념은 개발자
를 천재들의 일이라고 여기거나 범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만들기 때
문에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낳는다.
나. 개발자의 스킬 향상 경로
앞의 기술이 개발자가 지녀야 할 재능이나 이 재능이 발휘되는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서술할 숙련 향상 경로는 개발자의 영역
에 진입한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에 관련된 내용이다. SW개발자가 평
생 공부해야 하는 직종이라는 점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 새로운 개발 언
어와 환경 및 프레임워크가 계속 나오고 개발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
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개발자는 계속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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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는 강력한 외부적 환경이 존재한다.
여기서 문제는 새로운 기술을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
떻게 학습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독학’의 신화가 강력하
게 작용한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조건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거나 혹은
두 가지 모두 결합한 형태로 드러난다. 첫째, 정형화된 학습 자료나 커리
큘럼에 대한 불신, 둘째, 독자적 문제해결 경험이라는 자산에 대한 고평
가가 바로 그것이다.
우선, 많은 개발자들이 현재 확립된 학습 커리큘럼을 깊이 신뢰하지 않
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히 상대적으로 엘리트 개발자에 가까울수록 이런
경향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다.
“… 제일 싫었던 게 예를 들어 C언어 같은 걸 수강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편하죠, 들어가면 굳이 뭐 저런 얘기를. 근데 이제 시험을 볼 때 교수님이
말한 대로 안 쓰니까 좋은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다 아는 거고 맞
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얘네들은 교수님한테 들
은 대로 쓰니까 맞추고, 저는 또 맞는 얘길 했지만 그냥 까지는 거예요. 그
게 처음엔 되게 짜증났어요.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뭔가 이게 억울한 건 억
울한 건 아닌데, 다른 느낌인데, 그런 게 불편했어요.” (주✽✽ 개발자 인터
뷰 중)

위 인터뷰 내용은 C언어를 이미 중학교 때 독학으로 익힌 개발자가 대
학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진술한 것이다. 자신이 이미 독
학으로 학습한 C언어와 대학에서 수업을 통해 배운 C언어가 실제로는 동
일한 것임에도 그것의 표현이 서로 다르기에 발생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특정한 방식만 강요하는 학습 커리큘럼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
황이다. C언어는 만들어지고 주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확립된 지 무척
오래되어 학습교재 또한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의 로직까지 확립된
분야임에도, 해당 개발자는 그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한 패턴만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고정된 교재로 학습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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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신에게 최적화된 개발의 유형과 패턴을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 여기는 경향이 높다. 이런 고정관념이 엘리트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널
리 퍼진 이유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는 새로운 것이 끝없이 나
온다는 사실 때문이다. 새로운 것이 처음 나오게 되면 이에 대한 학습 자
료나 교재, 강의 같은 것은 전혀 없다. 제로베이스에서 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에 언제나 직면하는데 여기에서 스스로 학습의 돌파구를 만들어나가
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평생 계속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교재나 강의에 의존하는 학습에만 익숙해져 있다면 결국 누군가 교재나
커리큘럼을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학습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이 분야에서 낙오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신의 힘으
로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자에게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사실 모든 개발자가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는 없다. 게다
가 그것을 배우는 시점조차도 가장 빠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새롭게
등장한 모든 기술이 실제로 살아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양한 기술
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실에서 실제로 시장의 승자가 되는 기술은 몇 가
지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최적의 학습의 시점이란 자신에게 너무 늦지
않은 적절한 시점이며 그 당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효율적인 전략이 된다. 제로베이스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사
실 트렌드를 선도하는 일부 엘리트 개발자들에게만 한정하여 중요한 지
점이다. 그러므로 이미 확립된 학습 프로세스에 대한 불신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일부 엘리트 개발자들의 담론이 과도하게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정된 학습 과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게 된 또 다른 배경이 한 가지
더 있다. 이는 몇 달 과정의 집중 학습을 받고 시장에 진출한 소위 ‘학원
출신’에 대한 불신이다. 대체로 자바를 3～6개월 정도 속성 학습을 받고
취업한 개발자들이 기존의 개발자와 기업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들의 실력과 학원의 학습능력 모두를 의심하는 경향이 높
아졌다. 이는 이후 따로 구분하여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이 상황이 학원
에서 사용하는 교재나 그것에서 활용되는 학습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불
신을 키웠다는 점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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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독자적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중요성 강조에 대한 측면이다. 개
발자들이 자신의 실력을 더 높이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독자
적인’이란 부분이다.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러한데, 문제 발견과 정
의에서 독자적이고, 다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원리나 구현과정에서 독
자적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책이나 강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익혀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말 그대로 학습하는 것과 이것을 활용
하여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전제를 가정한다.
사실 이것은 엔지니어링 전반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기도 한데, 개발
자의 업무에서는 특히 더욱 이런 점이 강조된다. 책에서 배웠던 코드는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답이 아니라, 최적의 샘플 중 한
가지에 불과하기에 실제로 그것을 활용할 때에는 다양한 환경에 맞는 변
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변용의 패턴은 일반화될 수 없다. 그래서 개
발자는 실제 구현 경험을 통해 그것을 익혀야 한다. 실제로 개발자의 업
무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다 보니 교실이나 교재에서 배운 코드로는 현장
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무기력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런 점에서 기존의 확립된 학습 프로세스에 대한 불신이 발생한다.
하지만 표준화된 교육 프로세스는 평균적인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하고
진입장벽을 크게 낮춰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독자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개발자에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독립적
으로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개발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위
에서 축적되는 경험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표준화된 교육 프로세스에 대
한 과도한 불신은 개발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불필요한 진입장
벽을 만든다. 또한, 시장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개발자가 필요함에도 일부
특정한 수준의 개발자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런 모든
것이 개발자의 분절화로 귀결된다.
이런 고정관념은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에도 작용하게 되는데
저런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개발자는 개발
자로서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개발자로서의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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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길게 보지 못하고 조만간 자신은 이 세계를 떠나 다른 일을 해야 한다
고 믿게 된다. 이런 단계에 이르면 개발자로서 신규 학습보다는 개발자
이후의 자신이 해야 할 것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쏟게 되고 개발자로서의
경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시장에서 더 빨리 이탈하게 된다.
인터뷰 대상자 중 어떤 개발자는 현재 개발자의 일을 하고 있지만 스
스로 곧 그만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개발자의 경력을 계속 이
어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불투명한 미래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개
발자로서 미래가 불투명한 이유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익혀야 하는 개
발자 경력개발의 수준을 더는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
재 그는 충분한 이력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남들과 차별화된 개발경력과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개발자로서 자신의 미래
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좋은 개발자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앞으로 개발자로서 경쟁우위
를 지속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내렸기 때문이다.

2. 실력주의와 네트워크의 모순적 결합
개발자는 다른 직종에 비해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물
론 대기업의 전산팀에 오래 근무하는 개발자도 존재하지만, 작은 기업에
서 일하는 개발자는 주기적으로 이직하거나 다른 분야로 진로를 변경하
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게다가 하청이나 파견의 방식으로 프로젝트 단위
로 작업을 진행하는 개발자들은 프로젝트 단위로 작업환경과 팀 구성이
새롭게 구성되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개발자들이 어떤 이유와 계기로 이동을 결정하고 실제로 그것
을 행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어떤 개발자라도 더 나은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관리자도 역시 실력이 더 나은 개발자를
섭외하고 싶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개발자
는 다른 기업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고, 관리자 역시 개발자의 실
력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
개발자들의 실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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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들보다 탁월한 실력을 보유한 개발자는 더 우수한 알고리즘을 구현
할 줄 알고, 문제가 더 적은 코드를 생산하며, 무엇보다도 해결하기 어려
운 문제의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실력이라는 것을 사전에 검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신규 개발자에게는 알고리즘 테스트를 하고, 경력 개발자에게는
그가 참여했던 이전 프로젝트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검증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가. 실력주의와 검증의 어려움
개발자들의 실력과 경험은 천차만별이다. 어떤 기업이나 관리자라도
더 우수한 개발자를 선발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검증하기
가 무척 어렵다는 점이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는 개발자의 실력을 정
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깃허브에
서 활동이력이라든지, 기여한 코드의 라인 수라든지, 풀리퀘스트(Full
Request)의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택오버플로우에 등록된
활동이력이나 수치로 환산된 지표 등이 간접적으로 해당 개발자의 실력
과 참여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이다. 그러나 이런 지표들
은 대체로 영어 문화권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는 한국의 개발자
들은 극히 적다는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개발자
들은 대체로 매우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갖춘 엘리트 개발자들이어서 이들
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정적인 자원을 갖고 그 수준에서 최적의 인재를 선발해야 하는 기업
이나 관리자의 입장에서 개발자의 실력을 판별하고 옥석을 가리는 작업
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작은 기업일수록 잘못된 인재 한 명이
가져오는 충격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개발자의 실력을 평가하고 이를
검증하는 작업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지금 그 어, 특히 이제 스타트업 동네 시장은요, 무조건 개발자 중
심 시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갑이고, 스타트업이 을이에요. 그래서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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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어, 되게 스타트업의 놀
라운 그 장면은 어떤 거냐면은 거기 인터뷰를 하러 나온 사람이 ××× 거
예요. 자기가 개발자가 아닌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어, 자기가 쪼랩이야.
근데 만랩을 뽑아야 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업계 전문가 질
의응답 중)

위의 인용은 취업준비생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현직 교수의 답
변 중 일부이다. 이 내용이 현재 더 실력이 나은 사람을 선발해야 하는 기
업이 가진 딜레마를 보여준다. 스타트업의 경우 소수의 인력이 여러 업무
를 담당해야 하고, 소수의 인력으로 품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더 높
은 실력을 갖춘 개발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면접에서 지원
한 개발자들의 수준을 평가해야 하는 관리자와 창업자의 실력이 지원자
보다 더 높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위와 같이 정보의 비대칭에 의한
딜레마가 발생한다.
실력주의는 중요하지만 이를 검증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이 개발자
인력시장의 근본적인 딜레마 중 하나이다. 그렇다 보니, 경력과 실력을
부풀리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런 과장된 정보에 현혹되어 잘못
된 선택을 내린 기업과 관리자는 개발자 인력시장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
게 되고, 이는 곧 우수한 개발자를 선발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악순
환의 고리가 된다.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직장과 분야는 일정하게 존재한다. 다들 SI분야
는 선호하지 않으며 현재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분야를 벗
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들이 옮기고 싶은 곳은 네
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유명한 대기업이나 우아한형제들처럼 평판이 높고
전망이 좋은 스타트업 기업들이다. 개발자들은 이런 곳으로 이직하기 위
해 자신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사실 인제 지금은 신입을 뽑는 분위기는 어 없어졌다고 보시면 어 되는
거 같아요. 신입이 필요한 회사는 없어요. 대기업들도 이제 공채 이런 걸
안 하기 시작했고, 어 ×××××× 도 안 한다고 그랬고, 스타트업은 신입
뽑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래서 신입이 아닌 척을 취준생이라면 하셔야 됩니다. 어, 그게 인제 스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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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이고, 어, 스스로 갈고 닦아야 될 것은, 내가 신입이 아닌 척을 하려면
은 내가 만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를 어쨌거나 하셔
야 돼요. 그런데 학생들 아직 취업을 못 한 분들이 개인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다들 기획을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세상이 놀랄 만한 걸,
이미 세상에 있는 걸 만들면은 좀 없어보이니까 새로운 걸 만들려고 그러
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고요. 이미 세상에 잘 돌아가는 거 비슷한 거 그냥
만드시면 돼요.” (이✽✽ 전문가 질의응답 중)

위의 교수도 개발자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A부터 Z까지 전부 다 할 줄 아는 개발자를
원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발자로서 경력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이런
저런 개인적 작업을 많이 시도하고 이를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려고 한다.
SI에서 일하는 많은 개발자들이 그곳을 떠나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하기를 희망한다. 그들이 SI를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더 나은 노
동환경과 경제적 보상 때문이지만 이직의 기회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
다.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두 진영은 동일한 작업
공간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두 진영의 문화적 차이는 대단히 크다. SI를
떠나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한
실력을 쌓아야 이직에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현재의 자신은 많이 부족하
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다. 이는 스스로를 위축되게 만들고 이 때문에 새
로운 도전에 주저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이 이직하기 어려
운 점은 SI업계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SI 출신들은 실
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는 대중적 인식이 널리 존재하지만 실제
로 개발자들의 실력이 그러한지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충분한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이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
려 부족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인맥을 통해 이직에 성공한 개발자들이 SI
업계에 대한 기존의 나쁜 인상을 더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
다. 이 모두 개발자의 실력과 전문성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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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개발자 실력을 검증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보니, 네트워크를 통한 인력
확충을 시도하게 된다. 주변의 인맥을 통해 실력이 좋은 개발자를 찾게
되고 주변에서 좋은 경험을 공유했던 개발자들을 수소문하여 이직을 제
안하여 이직이 결정되는 모습은 흔히 발견된다.
실제로 인터뷰했던 한 개발자는 개발자로서의 업무 경력은 총 3년 정
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몸담았던 기업은 모두 8개에 달했다. 그는 입사
한 곳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확실히 다음 이직을 준비해야겠
다는 결심을 했고, 지금 직장보다 더 낫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이직 제안
이 오면 이를 바로 수락하곤 했다. 그리고 스스로 이를 “나에게 맞는 곳
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발자의 세계에서 이직과 이
에 대한 준비는 일상적인 수준의 활동이다. 그런데 그가 다녔던 기업의
후반부 4개 기업은 모두 지인의 제안과 추천으로 이직하게 되었다. 그가
확실히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했던 방법은 모두 인맥을 통한 이직이었다.
그가 인터뷰 당시 다니고 있던 곳은 많은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평판이 높
은 기업이었고 자신도 그 직장에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
이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지인 네트워크의 덕분이라고 인정했다.
개발자의 실력을 검증하는 방법은 함께 작업해 보는 것이다. 실제 업무
를 함께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자의 장단점이 여과 없이 드러난
다. 그러므로 개발자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와 함께 일했던 사
람이다. 이런 점에서 인맥을 통한 개발자의 수급은 가장 손쉽게 실력이
좋은 개발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전략이 된다. 이를 거꾸로 하면, 개발자들
에게 일상적인 수준에서 인맥과 평판의 관리는 추후 이직을 위해 중요한
자원이자 투자라는 인식이 생긴다.
연구자 : 근데 보통 페이스북에서 이직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얻으셨고, 그
외에 이직 말고 어떤 경우에 또 그 인맥의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
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참여자 : 사실은 스터디에서. 스터디에서 그냥 이직할 일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이제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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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그냥 거기다 얘기하는 거, 직장 구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여자 : 네. 아,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해보고 싶었단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이랑 항상 개발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 인터뷰 중)

위 인터뷰의 개발자는 자신이 참여했던 스터디 모임에서 새로운 직장
을 추천받았다고 했다. 그는 개발자로서 자신의 경력에서 이 스터디 모임
에 참여하여 활동했던 기간을 대단히 중요한 계기로 언급했다. 실력이 뛰
어난 개발자들이 모인 그런 스터디 모임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자신의 실력이 월등하게 향상되었고 수준 높은 개발자 인맥을
얻게 됨으로써 그가 이직 제안을 받는 기업의 수준이 달라졌음을 내비쳤
다. 물론 개발자로서 그의 실력은 어느 정도 검증되었기 때문에 추천이
되었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게다가 그가 그런 스터디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지인과 온라인 네트워크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연적인 요인으로 새로운 인맥 네트워크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고 그곳
에서 자신의 실력향상을 이루었고, 게다가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까지 성
공하게 됨으로써 그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개발자로 변신하
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개발자의 이력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무척 강
조했다.
연구자 :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참여자 : 거의 100프로 중요합니다.
연구자 :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제대로 된 개발자로서 일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여자 : 아, 그건 꼭 아니긴 한데.
연구자 : 네.
참여자 : 어쨌든 개발이라는 작업이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누군
가는 이제 저 프로젝트에서, 소규모의 대다수 뭐 중요하겠죠. 모
든 것은 사람이 또 하는 거니까 이 프로젝트를 잘 이제 성공적으
로 만들어 줄 누군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꼭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인맥이.
연구자 : 누군가를 꼭 알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꼭 적합하고 유능한 사람
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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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 네. 그래서 주변에 얼마나 훌륭한 인맥을. (최✽✽ 인터뷰 중)

이 개발자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결정적인 요인으로 제시한다. 이는
꼭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개발이라는 일이 원래부터 혼
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업무의 본질적 속성 문제까지 나
아간다. 그러니 평소에 이루어지는 인맥의 관리는 자신이 외부에 비쳐지
는 평판뿐만 아니라, 주변에 누가 어떤 분야에 실력자인지를 파악하고 그
런 사람들과 멀어지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는 데에까지 확장된다. 단순한
이전 직장 동료나 지인의 지인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진행되
는 스터디 모임이나 콘퍼런스, 그리고 개발자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까지
모두가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네트워크의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오게
된다.
다. 네트워크와 실력의 결합 : 사수
사실, 네트워크나 인맥은 삶의 과정에서 우연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한
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직장 동료나 자신과 함께 작업하는 팀
원들, 혹은 자신의 직계 선배나 고참이다. 직장에서 흔히 사수라고 불리
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다. 개발자로서 경력 초기 단계에서
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가 좁고 경험 자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선배와 사수의 조언 및 협업이 이후 개발자로서 경력 향상에 결정
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 단계에서 실력자를 만나 자신의 실력을 빠르
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계기를 얻은 개발자들이 있다.
“네. 근데 이분, 이분이 인제 되게 너무 착하셔서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거
든요. 이분이 나중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2차 계약을 제가 연장 계약이 돼
가지고 이제 2년째 되는 그때에 이분이, 형님이죠, 지금은 형님이라고 부
르는데, 이분이 저한테 혹시 너 개발 해볼 생각은 없냐라고 물어보시더라
고요. 저는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랬더니 제 이력서
를 보셨는데, 이제 정보처리과를 졸업했고, 그러면 컴퓨터는 배웠을 거고,
컴퓨터 인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된 건지는 뭐 베이직, 포트란,
포월을 하면서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이분이 저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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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많은 조언을 해준 것 중에 하나가 학원을 등록해라. 야근하지 않게끔
자기가 해줄 테니 강남에 컴퓨터학원을 등록을 해라. 자바를 배워라. 그리
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혼자 나와 살다 보니까 급여도 되게 적은데
이제 방값 내고, 생활비 하고 막 이러면은 솔직히 학원비도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이라는 학원비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분이 너
는 30만 원이라는 학원비가 부담되겠지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니까
노동부에서 환급이 된다. 70프로까지 환급이 된다. 지원이 되니까 알아보
니까 돼서 70만 원이 환급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다음
달에 환급돼서 받을 거고, 또 다음 달에 30만 원 또 하면은 그 전달에 넣던
거 환급받은 거에서 3만 원만 추가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워라. 이분이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학원을 다녔어요, 강남에. 그 학원을 이제 저녁
에 퇴근해서 바로 학원을 가서 공부하고, 회사에 오면 이분이 숙제를 줬어
요. 너 학원에서 뭐 배웠냐, 뭐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숙제를 안
주시고 처음에는 완전 기초를 배우니까 자바가 뭔지 뭐 이렇게 배우니까
처음에는 내가 배웠던 거를 복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책을 같이 보시면서
이거는 이런 건데 이해했냐, 이해 못 했으면 내가 설명해줄게 하면서 하고
자기 업무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2개월을 가르쳐주시더라고요. 근데 솔직
히 웬만한 학원에서 2개월, 3개월을 배운다고 해서 개발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뭐 나라에서 국비를 해서 1년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진짜 큰 학원에서 리프트X 이런 데서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
정 다 끝나고 나온 사람들. 솔직히 저는 학원을 3개월 다녔거든요. 근데 이
분이 2개월 동안은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시고, 3개월째 될 때 이분이 저한
테 숙제를 줬어요. 자바 프레임워크를 하나 다운 받아서 제 컴퓨터에 세팅
을 해주시고, 게시판을 한 번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때 인제 게시판을 만들
고, 만들어 보고, 그 게시판을 만들어놓고, 만들어서 여기에 인제 첨부파일
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인제 그다음에 뭐, 그다
음 날에는 이미지, 이미지가 화면에 보이게끔 해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숙제를 주셨어요. 제가 3개월 동안 마지막 이제 2개월 하고 3개월째 하면
서 학원 다니면서 학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와가지고 또 아침에 와서 출근
해서 내 업무 한 다음에 짬짬이 뚝딱뚝딱거리면서 또 하고. 이게 너무 재
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최종적으로 제가 2년 6개월, 아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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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정도 됐을 때 이분이 퇴사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랑 연봉
계약이 너무 낮고, 자기 경력이 너무 많은데 회사에서 대우 안 해주니까
자기는 이제 프리랜서로 나가려고 한다. 그때가 이분이 서른일곱 살 때. 저
는 이제 스물아홉이죠. 이분이 나는 프리랜서 나갈 테니 너는 어떡할래, 그
래서 저도 대리님 나가시면 나가겠다. 나 이 회사에서 딱히 배울 것도 없
고. 그랬더니 너는 그러면 이 회사에서 1년만 더 다녀라, 이 회사를. 내가
프리로 나가서 프리랜서 그 시장을 한 번 보고, 내가 업체들도 좀 많이 알
아본 상태에서 너가 갈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그때 너를 부리겠다 하셔서
이분이 이제 퇴사를 하시고, 딱 6개월 있다가 너 이제 퇴사해도 되겠다 하
시더라고요. 6개월 있다가. 그러니까 딱 제가 2년 채웠을 때. 연장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연장 계약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퇴사
를 했죠. 이 형님만 믿고. (조✽✽ 인터뷰 중)

위 개발자는 개발자로서 실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직으
로 말단의 자리로 들어가 경력을 시작했다. 이 단계에서 우연히 좋은 사수
를 만나 실력을 키울 좋은 기회를 얻어 나중에는 이 사수의 도움으로 더 나
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후 실력을 키운 이 개발자는 자신의 실력으로 업
계의 인정을 받게 되고 꾸준히 좋은 대우를 받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 개발자의 경험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지만, 개발자 경
력 초기 단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개발자 커리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직장 문
화에서 사수는 독특한 위치에 놓인 인맥이다. 직장 상관이자, 가장 가까
운 직장 동료이자, 선배이자 롤모델이다. 특히 개발자 경력을 이제 시작
하는 단계에서 이 사수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위 개발자의 예시는
매우 좋은 결과를 낳은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좋지 못한
사수와의 경험으로 인해 큰 잠재력을 가진 개발자의 경력이 제대로 발현
되지 못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개발자의 세계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이직과 경험 및 실력향상 모
두 중요하다. 어떤 사람과 일하는가, 어떤 모임에 합류하는가, 누가 실력
자인지 아는가 하는 문제 모두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인 직장 동료, 그리고 그중에서도 사수라는 독특한 위치의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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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좋은 사수를 만나는 것을 운
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개발자들 사이의 직장 문화를 어떻게 형
성해 나갈 것인지가 개발자의 실력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 그들이 실제 업무
를 추진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에 그렇지만 이에 더해 그들이
경력이 낮은 개발자들의 러닝커브가 결정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중간 관리자는 업무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도 높아야 하고,
최근에 새롭게 부상하는 업계 트렌드도 파악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팀의
운영과 구성원에 대한 인사 관리 능력까지 갖춰야 하는 쉽지 않은 과업을
부담한다. 하지만 현재 많은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는 개발에서 손 떼고
싶어 하는 연차가 쌓인 개발자가 맡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중간 관리
자는 신입 개발자에게 적절한 사수가 되기 어려우며 이런 중간 관리자 밑
에서 경력을 시작하는 개발자는 질 좋은 경험을 축적하기 어렵고 기회비
용마저 소진하게 된다.
개발자도 숙련도와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중
요한 점은 신규 개발자가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성공적으
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조직의 학습에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들이 신규 개발자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개발자 문화는
기본적으로 실력주의에 기반한다. 하지만 위에서 확인했듯이, 실력을 단
기간에 평가하기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네트워크의 중요성
도 대단히 크다. 네트워크를 통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합을 가능
케 하는 문화적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면 실력주의에 대한 믿음과 네트워크
의 중요성이라는 모순적 상황을 극복하는 대안적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
을 것이다.

3. 출신에 대한 다층적 분절
개발자들의 실력을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위에서 이미 서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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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력의 검증이 간단하지 않다 보니 자신의 경력과 이력을 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개발자와의 협업의 경험은 특정 부류의 개발자에
대한 나쁜 인상을 만들어 내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어떤
출신의 개발자는 그 실력을 믿을 수 없다는 인상비평이 확산되고 이는 실
제로 업계에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가. 학원 출신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비 지원 학원은 가장 손쉽게 개발자 스킬을 익힐
수 있는 기관이다. 국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일단 금전적 부담이 적
어 개발자 직종을 지망하는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거쳐가는 곳이기도 하
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것이 3개월에서 6개
월 정도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이기에 깊이 있는 이해를 추
구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학원들이 자신들의 수강생을 더 많이 취업시키
기 위해 이력서를 부풀리는 일까지 하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업계의 신뢰
는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
“그 이후로 아, 학원은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고. 학원 실력이 너무 떨어
지더라고요. 실력이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 트렌드도 잘 모르기도 하고. 트
렌드도 낡았고, 그다음에 뭐 개발자 분도 면접할 때 학원 출신들은 대화해
보면 대화 능력도 많이 떨어질 정도로 너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제가 생
각할 때 이제 개발을 만약 마스터까지 과정을 가려고 한다면 저는 개발 쪽
은 약간 그 온라인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온라인 쪽
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계속 스스로 발전하는 형태여야만 하는 약간 그 특
성이 있는 거죠. 뭐 다른 영역도 비슷하겠는데 특히 개발은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기술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트렌드를 계속 모니
터링하고, 보고, 확인하고 이거를 한두 달이라도 한 친구랑은 대화가 되는
데, 그거를 한 달도 안 하고, 학원만 딱 공부하고 난 개발자야, 이런 친구들
이랑은 키워드 몇 개만 뱉으면 끝나요.” (기✽✽ 인터뷰 중)

위 인터뷰는 4명의 개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자
의 진술이다. 본인이 어느 정도 개발을 할 줄 아는 사람이기에 개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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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자주 한다고 하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학원 출신 개발자의
실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그가 지적하는 학원 교육의 첫 번째 문제
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 낡았다는 점과 기본적인 개념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업계에서 사용하는 기술과 기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오래되어 업계에서는 더
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학습의 깊이도 낮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잘 이루
어지지 않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학원 출신에 대한 이런 인상은 이미 개발자 세계에서 널리 퍼져 있으
며, 학원 출신 개발자 본인들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학원 출신 개발
자들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
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것은 대체
로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학원 출신들은 이를 자
신의 실력에 대한 불신으로 발전시키곤 한다.
학원들 역시 이 논란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 몇몇 학원
들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경력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
이 당장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후 학원 출신에 대
한 낮은 평판을 더욱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
나. 전공과 학력
개발자들은 실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편이지만 의외로 학력수준
과 전공여부에 대한 구분도 함께 강고한 시장이다. 특히 대졸과 고졸의
차이는 대단히 현격한데, 고졸 출신으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개발자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다른 쪽은 솔직히 제 학력도
미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등급도 안 나와요, 솔직히. 다른 쪽에는 중급밖에
안 나와요. 중급도, 어떤 데는 고졸이다 보니까 초급밖에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중략)
“왜냐면 현대 가서도 저는 이제 고졸이라서 초급밖에 안 나오고, 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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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는 고졸이고 경력은 있으니 중급밖에 안 나온다. 단가가 그러면은
뭐 550, 600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450.”
(중략)
“막말로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냉동공학과 나왔어요. 냉동공학과 나왔는데
학원 다니고 나서 개발자 딱 했는데, 한 3년 하니까 중급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대학 4년이면은 무조건 경력 4년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10년을 한 제가 그 사람보다 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3년 한 사람, 대졸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3년
만에 과장 달고.” (조✽✽ 개발자 인터뷰 중)

위 개발자는 고졸의 학력이라서 개발자 등급제에 의한 최고등급이 중
급으로 제한된다. SI 분야에서 단가를 산정하는 데에 개발자 등급제가 쓰
였고, 그것의 영향은 지금도 남아 있다. 그 체계에서 고졸 출신은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고급 개발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실력주의에 대한 높은
믿음이 존재하는 개발자 시장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은 모순적으로 보이
지만 그것이 강력하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이 개발자는 고졸이지만 실력을 인정받아 대기업 SI 계열사의 프로젝
트에 참여할 때 업계 최고 대우를 받았다. 이것으로 그의 전문성과 실력
은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졸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끝까지 자신을 따라다녔다고 회고했다.
그래서 그는 방송통신대학에 등록해서 대졸 학력을 얻으려고 했지만 실
제로 졸업하지는 못했다. 방송대를 졸업하는 것이 개발자로서 그의 전문
성을 높이는 데 그다지 관련이 없지만, 그는 자신의 실력에 대한 온전한
인정을 받기 위해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가 고졸이든 대졸이든 개발자로서의 전
문성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현실에서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은 불합리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대졸과 고졸의 차이는 개발자의 세계에서도 무척 중요하게 작
용하고, 이는 개발자에게도 전통적인 한국의 학력중심 문화가 그대로 반
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력에 대한 개발자의 또 다른 구분과 분절로 전공여부를 생각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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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대학에서 개발이나 전산과 관련된 전공을 이수했는가, 아니면
비전공자지만 나중에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개발자 시장에 진입했는가
여부는 생각보다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비전공자 개발자 대부분이 학원을 통해서 개발자 교육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공여부에 대한 분절은 학원 출신에 대한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4. SI와 스타트업 작업 과정의 분절
SI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유명 개발자 커뮤니티를 잠시 둘러보아도 SI 분야에 대한 불만이나 회의,
그리고 이 분야를 떠나고 싶어 하는 개발자들의 목소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SI 분야가 이토록 부정적인 인식을 얻게 된 가장 중요한 점은 노동
환경의 차이이다. 야근으로 상징되는 과도한 노동시간이 SI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차이는 노동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SI는 고객사가 요
구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프로그램 개발의 오리엔테이
션이 개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이미 주어진 것이며 개발자는
그것을 구현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가장 나은 솔루션인지 여부는 SI
개발자에게 중요하지 않다.
반면,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개발자는 개발의 오리엔테이션이 전적으로
개발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정의 단계가 무척 중요
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의 목표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SI에서
는 문제정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외부에서 이미 결정되어 전
달될 뿐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양 진영 사이의 작업 과정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개발자에게 이 차이는 무척 중요하게 작용한다. 문제정
의의 과정 및 그것에 접근하는 솔류션의 전략을 개발자가 스스로 정의하
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부는 바로 개발자의 창의성과 관련이 된다. 전통
적으로 개발자는 창의성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직종이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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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진정한 개발자는 바로 독창적인 문제 정의 및 해결에 능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오래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SI 개발자는 업무의 특성
과 작업의 진행과정상 이것에 개입할 수가 없다. 따라서 SI 분야에 오랫
동안 종사했던 개발자는 문제 정의를 위한 창의성을 끊임없이 의심받게
된다.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에서 SI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개발자를 뽑는
데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며, 반대로 SI 개발자가 스타
트업으로 이직하기 어려운 현실적 장벽도 바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다.
“자체 휴가든 갑의 눈치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저 재택근무 하겠습
니다, 아니면 저 밖에 나가서 일할래요. 오늘 여기서 너무 답답해, 이러면
그냥 노트북 들고 카페로 나갑니다. 카페로 나가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고
요. 그리고 집에서 만약에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어디 나갔어, 근데 집에
나 혼자 있어, 너무 좋아. 그러면 저 재택 하겠습니다, 하고 집에서 재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발만 하는 게 아니
에요. 이외에 다른 경험도 많이 하게 되는데, 서비스에 대한, BM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사업팀과 같이 회의도 하게 되고요. 사업기획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설치 쪽 연관 작업, 포스 쪽 연관돼 있는 설치작업도 같이 참여
하게 되면서 오프라인의 포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에 제한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밖에 나가서 일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DP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데이터 추출이든 다른
작업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얘기가 저희같이 일했던 사
람이 디지털노마드를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이사님한테 저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제주도 가 있겠습니다, 라고 제주도로 노트북 들고 진짜 글로
갔어요. 거기서 진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트남을 한 2주
동안 갔다 왔어요.” (조✽✻ 발표 중)

위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스타트업에서 작업 환경은 무척 자유롭다.
실제로 모든 스타트업이 이런 조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지만 현실에서 널
리 알려지는 인상적인 사례들은 대체로 이러하다. 이런 예시들이 소위
‘노동력을 갈아넣는’다고 알려진 SI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처럼 보
이는 환상을 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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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I와 스타트업 분야의 노동조건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은 주지
의 사실이며, 이것이 개발자 사이의 분절과 위계를 낳는다.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에서 일하는 개발자들이 SI 분야의 개발자들에 대해 능력적으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막연한 인상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이런 작업 과
정의 차이가 큰 기여를 한다. 하지만 이 차이는 개발자의 능력 때문이 아
니라 산업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 더 난이도 높은 작업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문화적 차이가 차이로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로서 자리 잡게 되
는 데에는 SI 분야에 대한 열악한 대우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들 그곳
을 떠나고 싶어 하니 그곳에 대한 인식이 좋을 리가 없다. 따라서 작업 방
식의 차이를 실력의 차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SI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제3절 개발자 문화의 분절적 담론과 연계된
프리랜서 불평등 노동시장의 전개

이 절에서는 위의 개발자커뮤니티 내부 분절 담론의 결과로서 노동시
장의 불평등이 프리랜서 경제화와 함께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 그 문제
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우선 담론과 함께 중요한 제도의 시장의 문제를
우선 살펴보자.

1. 이름만 프리랜서인 노동자 오분류
최근 ICT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노동 관련 이슈가
불거져 나왔는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 몇몇 노동자들을 극단적인 자
살 선택으로 이끈 극심한 노동강도/장시간 노동, 몇몇 업체 고용주의 노
동자 학대, 예외적으로 유연하고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표적 정보서
비스/IT콘텐츠 대기업 소속 개발자들의 예상치 못했던 노조조직화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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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다. 이런 사안들은 몇몇 불량한 고용주들의 예외적 행위로 인해 돌
출된 문제로 인식되기보다, 사회적으로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적 문
제로 이해되는 경향을 보인다.12)
이러한 상황과 인식의 바탕에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과 이와 연계된 작
업조직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주지하다시피 시스템통합 부문
에 특히 뿌리 깊게 관행화되어 있다. 시스템통합서비스의 주요 고객인 공
공부문, 금융기업, 여타 각 부문의 대기업 등 비ICT기업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정보시스템 부서를 비전략, 비핵심, 지원 부서로 인식해 철저한 외
부화(externalization) 정책을 추구했다. 특히 정원 제약이 큰 공공부문이
나 지난 20여 년간 몇 차례의 대형 차세대 프로젝트를 수행한 금융기업들
의 경우 이러한 추세에서 거의 예외가 없었다. 이들은 소수 대형 시스템
통합 전문회사에 프로젝트를 발주해 왔는데, 이들 업체가 시스템 구성 요
소들을 중소업체에 2차 발주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이 크게
확산되었다. 2차 하도급 업체들은 영세업체가 대부분으로, 상시적 인력
확보 및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했으므로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비공
식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를 고용한다.
이들 비정규 노동자들은 대개 고용계약이 아닌 사업형태의 계약관계를
통해 사업에 투입되므로 이 과정에서 하도급 한 단계가 더 형성되는 셈이
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직적 하도급 계약 사슬이 더 길게 형성되기도
한다. 이 다단계 하도급 기반 계약관계 및 노동시장 형성의 기원에 대해
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2000년대 초반 위기상황의 구조조정과 때마
침 불어닥친 국제적인 ICT 붐, 정부의 대대적인 ICT산업지원 등의 여러
요인으로 ICT 시장의 갑작스런 벼락 경기는 이 시장의 정상적인 생산 및
노동시장 성립과 제도화를 저해한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외주화 과정에서 최근 대기업의 참여를 규제하면
서 과거 이들의 1차 협력업체가 이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
12) 예를 들면, 국민일보는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까지 6회에 걸쳐 IT산업의 노
동조건 문제에 대한 특집 기사 시리즈, ｢
갑을병정 그 아래, 한국 IT 노동자의 한
숨｣
을 실었다(http://www.kmib.co.kr/search/searchResult.asp?searchWord=%B0%
A9%C0%BB%BA%B4%C1%A4%20%B1%D7%20%BE%C6%B7%A1, 접속일자 :
2019.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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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패키지SW업체들이 납품을 진행하고 발주자의 위치에 놓인 IT서비스
기업들은 인력을 공급하는 식의 분업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하도급 구
조화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 규제가 만들어낸 재하청 관행의 활성화라
고도 볼 수 있다.
최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역시 시장의 구조화된 격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뒷받침한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비해 실력 있는 개발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은데, 정작 실력을 갖춘 구직자들
은 (창업을 하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실정이다. 대기업
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클 뿐 아니라 작업과정에서 원
청이 행하는 신분적 차별이나 인격적 모독을 포함한 부당 대우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그 근저에 있다. 최근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에서 낸 한 보고서(2018)에 따르면 SW산업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게
된 동기 중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회피가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도급 증가, 비용압박의 증가와 함께 기업이 인력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숙련을 양성하기보다 바로 투입 가능한 경험 있고 검증된 인
력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한편으로는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한편, 직업 경험이 없는 신규인력의
진입장벽을 한층 높이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신규인력 진입장
벽으로 인한 미경력 노동력 풀의 확대는 다양한 종류의 비공식 인력중개
업의 양산과 비숙련 노동시장의 왜곡을 낳고 있는데 이른바 경력 부풀리
기가 한 예다. 경력 초기부터 숙련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자리에 배치될
경우 경력을 장기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기 쉽다. 이 분야의
교육훈련 제도의 비체계화는 이러한 인력이 제 궤도에 진입하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경력 경로를 만들지 못한 채 조기 퇴장을 하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SI의 프리랜서화는 이러한 시장과 작업과정의 예측불가능성, 다단계화
에 따른 단계별 비용의 최소화, 매칭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
적 문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W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문제를 제기할 때 여타 산
업에도 구조화된 이른바 ‘갑’회사의 횡포 혹은 무책임과 각 단계 업체들

제3장 소프트웨어엔지니어 직종 노동시장의 전개와 프리랜서 경제화II

89

의 인건비 수취라는 패턴이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앞에
서 언급한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보고서(2018)에도 다음과 같은 서술이
보인다.
“SW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심화되어가고 있다.… 원청인 갑이 1차
수행사에 책정하고 지급하는 인건비가 100인 경우, 2차 협력사에서는 70～
80%로 줄어들고 더 내려가 3차 기업이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55～65%
로 인건비는 팍 줄어드는데, 이 같은 경우만 해도 실력이 뛰어나거나 인맥
이나 운이 좋은 경우에 해당되고 3차에서 4차 또는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보도방들이 출현하는데, 이즈음에서는 50% 정도의 인건비는
중간 과정에서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13)”

대체로 이러한 상황을 사실로 볼 수 있지만, 왜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
으로 재연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직종 특수적 분석이 요구된
다. IT서비스 산업의 경우, 아웃소싱이 전략적으로 접근되기보다 2000년
대 초반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종의 규범으로 진행되면서 대기업내부(원
청)의 관리 및 전문 역량이 대거 상실되고 원청과 하도급 간 관행적 혹은
신분적 불평등 관계가 고착된 문제, 관련해 프로젝트 계약상 저작권을 인
정하지 않는 관행(이른바 내재화문제, 박명준 2014), 하도급 단가책정을
작업이 요구하는 유연성과 숙련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경직적, 편의적,
비용논리에 근거한 경쟁적 방식으로 고착시킨 관행14), 훈련 및 자격제도
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한 숙련형성 시스템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
용한다. 경우에 따라 연구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낮은 단가와 그에
연루된 저임금화 문제를 힘과 정보의 비대칭 관계에 배태되는 필연적인
결과로 이해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미시적인 과정에 대한 이
13) 오마이뉴스(2018. 5. 8), ｢
인건비 떼어먹는 ‘보도방’까지… 대한민국 IT산업의 민낯｣
.
14) 이른바 맨먼스 책정 방식으로, 예를 들면 SW설계내용에 요구되는 투입량을 계량
화하는 지표인 function point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고 그에 맞추어 해당 기간에
요구되는 인력 총량을 정하는 방식. 이를 경쟁입찰체제와 연계해 원청이 도급사
에 적정한 맨먼스를 제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해 원청에게 유리한 기
준을 제시한 하도급사에 최종 발주. 이 과정에서 업무별로 세분화된 인력 투입의
양이나 작업과정에 요구되는 우연성이나 유연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여러 작
업상의 무리를 낳게 된다는 점을 노동자들이 공히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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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대체로 간과되는 경향이다.
예를 들면, 원청의 수주를 받은 하도급은 대개 상시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맨먼스에 입각해 발주를 받고 나면 필요한
인원을 알음알음으로 혹은 인력중개업체(자)를 통해 긴급 충원하게 된다.
기간과 인력 수를 기계적으로 연동시킨 맨먼스의 작동으로 계약인원은
인력의 숙련도 및 전문성과 관계없이 반드시 충원되어야 한다.
“개발 기간이 짧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직원을 쥐고 있기 힘든 거예
요. 사람 좀 구해줘, 이거에서 시작한 게 다단계 구조고요. 공사판이랑 똑
같죠. 가지고 있는 명단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관리하진 않아요, 전화만
돌리지 명단만 관리해요. 한 1,000개 가지고 있으면 프로젝트 넣을 때 사람
구해줘, 라고 전화 왔을 때 한 10명 정도 넣을 수 있어요. 잘하니 못하니,
하면 뭐 3개월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냥 일단 3개월 안에 100명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일단 아무나 보내줘, 라고 얘기하는 구조가 현재 상태지요.
원가구조가 낮으니까.” (ICT 전문 컨설턴트와의 인터뷰)

사실 이러한 작동방식은 원청 혹은 1차 전문 수주업체가 프로젝트 전
반을 장악하고 관리할 역량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데서 기인하기
도 한다. 업무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이후의 작업과정은 IT서비스
는 원천적인 개발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유지보수의 영역, 루틴하고 표준
적인 작업과정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당연시되면서 원청 혹은 1
차 수주업체의 투자와 관리는 이 과정에서 상당히 약화되었다.
한편, 솔루션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작업
도 최근의 기술 및 시장 환경에 따라 상당한 유연성을 요구한다. 이런 요
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과 비용논
리에 입각한 이들 기업의 통제하에 일단 수주를 해 생존을 이어가려는 하
도급 기업들의 순응에 의해 IT서비스 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작업기간 상정에 따른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 비예측적인
작업 내용의 변동과 강요된 노동 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전개된다.
“일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픽스드 된 거를 개발하던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가변이어서 업무 범위를 미리 잘 확정할 수 없는 상태죠. 예전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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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옛날 수작업으로 하던 업무를 IT로 바
꾸는 거거든요. 정해진 업무를 전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명확했
어요. 뭘 바꿔야 될지 다 알구요. 필요인력도 예측이 돼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넷뱅킹은 뭘 만들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
아요? 가변성.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전체 예산 한 5억 정도로 예상을 하
고 오더를 내렸는데,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처음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어. 그래서 3억 원어치 일을 더 해야 돼, 라는 상황이 그렇게 발생되
는 거예요. 그런데 수주한 입장에서는 제가 예측을 잘못해서 8억짜리인데
5억밖에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3억 예산 지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성구조가 생겨나는 거예요. 또 옛날
에 1년 정도의 개발 기간이 주어지던 공공프로젝트 등도 요즘엔 3개월 정
도 단위로 3개월 내에 끝내세요, 하고 던지고 관리하지도 않고 그냥 떠버
리는 거죠.” (장기 경력 개발자와의 인터뷰)
“환경 변화, 일의 성격이 바뀐 거에 대해서 지금 회사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구조가 악화되다 보니까… (능력있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자꾸 나와서 프리랜서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
생되고… SI 업체는 완전 전문가들도 있지만, 남아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의 구덩이가 되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장기 경력 개발자와의 인터뷰)
“원청의 담당자 혹은 프로젝트 PM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전문인력한
테 이런 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런 것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을 하
면 편한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니가 책임을 졌으니까 다 알아서 해줘, 라는
거죠. 하청 구조가 그렇게 되니까 일하는 방식 문제도 되게 큰 거 같아요.”
(장기 경력 개발자와의 인터뷰)
“최근 웹디자인을 하는 IT노동자 A씨는 원청업체의 갑작스러운 업무 전
달에 멘탈붕괴를 경험했다. 이미 사업 설계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게 되면 설계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오픈 일주일을 남겨두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라고 합니다. 무리라고 항변
해도 무조건 하래요. 이렇게 되면 저희는 야근할 수밖에 없어요.] IT업계
에 공공연한 이 같은 사례는…. 제안요청서(RFP)와 관련이 있다. 원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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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특정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하청업체에 제시하고 이
를 근거로 하청업체 직원들이 상세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원청이 ‘코에 걸
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추상적 내용을 RFP에 담은 뒤 무리한 요
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자료 : 국민일보 2019년 1월 30일자
｢
IT노동계, 기준이 필요하다… 제안요청서․표준계약서 등 개선｣
)

이 과정에서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온 개발자들은 중소기업의 정규
직보다는 전문 프리랜서로 독립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앞에서 언급한
구조적 문제에 더해 다단계 하도급의 관행이 인간 및 업무관계의 수직화,
관리능력의 부재로 인한 소위 갈아넣기의 상시화와 연결되면서 앞 절에
서 논의한 개발자들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대한 추구, 개발자로서의 정체
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하는 상황이 가세한다. 이러한 상황은 개발자
를 프리랜서로 몰아내는 강요된 자발성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이다. 프리
랜서로 독립했다고 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프리랜서를 하면 발주를 내는 원청기업하고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
니다. 인력회사하고… 또는 그 밑에 또 인력회사 해서 갑, 을, 병 해서 이제
계약을 하면. 그 발주 기관이 지불하는 금액에 인건비만 따졌을 때 그 금액
의 8, 90프로를 만약에 IT 인력이 받는다면, 이거 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달려들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차가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예를 들어
서, S사에서 천만 원을 받고, 5백만 원짜리 주면서 사람을 쓰고, 하는 규모
니까. 기술단가 얘기도 나오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그 회사 등급에 따른 페
이가 거의 20년째 제자리걸음이에요.” (장기 경력 개발자와의 인터뷰)
“그래도 예전 빅3들은 탑클래스 PM(프로젝트 관리자)들이 있어서 프로젝
트 관리들을 (제대로) 하면서 쥐어짰는데, 이제는 1차 하청이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런 역량을 갖지 못하고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측 불가로 쥐어짜기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대형 프로젝트에
서 차세대 뭐 그런 프로젝트 검색하시면 다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지난
한 10년? 그 프로젝트들은 제 시간에 정해진 대로 원하는 목표 시스템을
만들어서 끝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장기 경력
개발자와의 인터뷰)

제3장 소프트웨어엔지니어 직종 노동시장의 전개와 프리랜서 경제화II

93

그런데 프리랜서로 일을 구하고 배치되는 메커니즘은 이들이 진성 프리
랜서라 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발자
문화의 핵심으로 작동하는 문제해결과 오픈소스 공동개발 등의 커뮤니티의
작동, 그로부터의 인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획득되는 명성(reputation)은 개
발자 간 비공식적인 구인과 구직의 일반적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개발과정과 결과에 정답이 없고,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알고리즘 혹은 환
경적 변수에 노출되는 생산과정은 역량 있고, 성실하며, 소통이 가능한
개발자를 필수적으로 요한다. 시장과 개발자 사회에서 어느 정도 명성을
획득할 만한 개발자의 경우는 연결망을 통한 구직이 가능하지만, 초기 단
계에 있는 개발자들의 경우 연결망을 통한 구직은 거의 불가능하다. 프리
랜서에 대한 기업의 선호가 단기 프로젝트가 직면하기 쉬운 시장의 불확
실성에 매우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납기 내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그러
면서도 단가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시장에서 명
성을 얻은 고급 프리랜서와 이러한 목적은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다. 발주
사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주로 전문 하도급 업체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
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난립하는 영세하도급 업체의 비즈니스적 불안정
성은 이들로 하여금 정규인력 할용을 더더욱이나 꺼리게 하는 요소다. 이
사이의 틈을 메꾸는 것이 사업적 전문성을 갖지 않는 인력공급 전문회사
(temporary agencies)와 인력모집 알선 업체들이다. 한국의 독특한 관행
적,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책임 있는 전문 파견 에이전시 사업은 어떤 산
업영역에서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인력의 정규화로 인한 여러 비용
은 당연히 이 분야에서도 회피된다. 따라서 페이 및 인력 관리를 명목으
로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취하면서도 인력에 대한 책임은 피하는 가장 일
반화된 방법이 프리랜서 활용이다. 파견업체가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세
계 어디에서도 관행화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 정착해 있다. 영
세 하도급업체로서도 2년 이상 고용했을 때 정규화할 의무가 있는 파견
기간제 계약직을 쓸 유인을 대체로 찾지 못한다. 이들 인력 회사는 하도
급업체에 프리랜서를 납품함으로써 하도급 가치사슬의 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당연히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프리랜서로 정규직에 비해 조금 더 좋은 단위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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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의 안정성이나 일을 쉬어야 할 때의 위험은 오롯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프리랜서들은 다수의 파견
업체와 거래함으로써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자구적 노력을 한다. 외
국의 경우 발견되는 것처럼 파견업체가 범용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불
확실성을 줄인다거나, 비교적 장기화되는 ICT 프로젝트 등에 노동자를
임대(lease)하는 파견과 사용자 사이의 독특한 고용계약은 한국의 경우에
찾아볼 수 없다. 인력모집 전문 에이전트도 가치사슬의 말단 인력공급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다. 이들은 파견업체 정도의 규모와 전문성을 가지
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더 단기적으로 움직이므로 숙련의 정도가 더
낮은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일회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일명 보도방으로 불리는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속한다. 물론 이때도 노동
자들은 명목상 도급 일자리, 프리랜서를 구하게 된다.
위의 기술에 입각하면, SI에서 파견업체나 인력 알선업체를 통해 소수
1차 벤더나 발주사에, 다수 하도급업체에 공급되는 프리랜서는 고도의 전
문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독립성과 유연성, 업무의 자율성을 갖는 프리
랜서와는 거리가 멀다. 형식적으로는 개인도급계약자이지만, 실질적으로
는 발주사에서 일정기간 정규직과 공간을 함께 사용하며, 발주사 혹은 1
차 프로젝트 책임 벤더의 업무지시와 업무방식에 종속되고 업무 모니터
링을 받는 고용관계 속에 놓여 있다. 프리랜서의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는
동시에 고용관계로부터 오는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SI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프리랜서는 이런 오분류에 의한 파견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한편, 비전문가의 주먹구구식 프로젝트 관리와 저비용 레이스를 벌이는
입찰시스템으로 인한 비현실적인 프로젝트 기간과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점철된 SI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훈련 및 자격제도를 제대로 갖추
지 못한 숙련 형성 시스템의 부재다. 산업 내에 자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격증 이수에 요구되는 필요숙련의 정의나 이를 뒷받침할 훈
련 역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성장과 경력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경우라
면 교육훈련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을 안내자 없이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 적합한 교육훈련 과정을 찾거나 개설을 의뢰하는 것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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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131～132). 비용과 시간에 쫓기는 프
로젝트 상황에서 수주기업 혹은 선배들로부터의 On-the-Job-Training이
나 테크니컬 코칭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국회사무처,
2013: 19).
“제대로 훈련시키는 제도가 없어요. 그냥 진짜 선배, 선배님, 이거 어떻게
짜야 돼요? 이렇게 배우는 수밖에 없는. 아, 너 저번에 국민은행뱅크 저기
통계화면 네가 개발했잖아.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똑같은 거 하거든. 거기
도 개발해줘. 뭐 새로운 기술 필요하니? 아니, 그냥 똑같은 거 똑같이 하면
돼, 이게 이렇게 일하는 구조…. 신입은 보편기술 조금 습득해서 바로 들어
오는데 아무도 안 챙겨줘요. 왔니, 그러고 끝이고. 그런 친구가 한 3개월
있다가 더 이상 이 회사 못 다니겠다, 하고 떨어져 나와요. 혼자 울고 있어
요. 회사로 가면 다행인데, 이제 하청업체 같은 데서, 너 프리, 너 개인사업
자 등록해라. 우리가 해줄게, 해서 되게 낮은 단계에 밀어 넣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이 산업의) 프리랜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이 시장에
저는 80프로는 된다고 봐요.” (김✽✻ 발언내용 중)

대부분의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바우처를 받아 운영되는 학원교육의
질과 체계성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 오히려 개인
이 필요할 때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교육체계를 설
계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는 경우도 많다. 한 전문가는 정
부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게 낫다는 조소 섞인 평가를 내리기
도 한다.
“이력카드를 받으면 거기에 2019년에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용어들이 나와
요. 뭐 산업응용 막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하하하 통신방식, 기종,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언제 말들어진 거냐면, 19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그 양식이에요. 이 동네가, 이 업계가 바뀐 게 20년, 30년 동안 하나도 없다
는 거죠” (김✽✻ 발언내용 중)

기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고, 경력이 진행되는 과정
에서 숙련 상황이 개선되지 못한 채(이는 역설적이게도 앞서 언급했던 맨
먼스의 작동으로 미숙련자들에게도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적지 않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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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어서 가능하기도 하다)
경력을 이어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프리랜서는 그 정의상 숙련 향
상은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으나 이들의 시장 상황상 숙련에 투자할 시간
이나 비용을 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미숙련 혹은
스킬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하는 프리랜서는 SI의 상황이나 SI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을 지속시키고 다시 산업 내 일자리 질의 개선을 만들어내지 못
하는 악순환에 기여한다고 파악한다.
“이런 케이스가 가장 나쁜 상황인데… 학교에서 전문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피씨방 알바 같은 서비스직 알바를 전전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20대 중반이 되었어요. 취업을 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제대로 될 리가 없
죠. 그런 상황에서… 야, 너 개발자 하면은 취업이 잘된대. 나라에서 돈도
준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는 거죠. 국비지원을 학원에 가서 월 30만 원
씩 받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는 이제 개발자야, 취업을 해야지. 이 훈련도
어떻게 겨우 겨우 끝냈고, 근데 그러니까 대충 했으니까 실력이 있을 리가
없죠. 아무 데도 취업이 안 되고, 그런 때에 이제 누가 접근을 해오죠. 야,
저기 너 취업 안 되지? 이리 와봐. 신입인데 너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되
니까 한 2년 차라고 하자. 흔히 말하는 보도방과 경력 후려치기예요. 머리
수는 맞춰야 되니까 앉아 있게 해주고. 사실은 일은 그 옆에 있는 팀의 선
수가 다 하게 되는 구조죠. 그 선수는 자기 실력에 맞는 대가를 당연히 못
받는 거고요.” (김✽✻ 발언내용 중)
“우리끼리는 흔히 폭탄이라 합니다. 네, 프로젝트 중에 몇 명이 있어요. 머
리수를 맞추려고 들어온. 왜냐하면 계약을 멤버수 단위로, 머리수 단위로
하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 시장에 생긴 지가 지금 한 8년, 10년 됐
거든요. 연차는 7년, 8년이 됐어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실력이 없거나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핵심 기능을 개발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왜냐하면 일이 핵심인력, 일하는 사람한테 몰리기 때
문이지요. 바쁘니까 이사람들을 봐줄 여력이 없어요” (김✽✻ 발언내용 중)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산업의 생태계에서 기술과 숙련에 대한 핵심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진입(initial)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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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경력의 마디마디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혀 지식과 숙련 수준을 고도
화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은 이 환경에서 현재 가능하지
않다.
“보편적인 기술을 섭렵하고 갖고 있으면 많이 팔리는 건데, 신기술을 안 갖
고 있으면 몇 년 뒤에는 굶어 죽어요. 근데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스
스로 공부해야 되고. 맨날 야근하고 뭐 주말근무 하다 보면 보편기술을 그
냥 쓰고 있게 되죠. 저요? 저는 좀 잠이 없는 편이라… 요즘도 새로운 기술
을 독학하고 있어요. 언어로직은 꽤 유사하니까 하나라도 정확히 잘 알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한결 쉽지요.” (경력 15년차 SI 프리랜서 엔지니어)

2. 더 나은 일자리로? 부문 간 이질화와 분리 그리고 이동가능성
앞의 통계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 있지만,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의 경력
전망, 특히 SI 엔지니어들의 경력 경로는 길지 않다. 노동자들 스스로도 하
청구조에 묶여서 경력을 지속할 동인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숙련
을 고도화할 교육과 지식습득에 사용할 시간이 없다. 특히 하청 사다리의
밑으로 진입해 초기 숙련형성의 기회와 시간을 잃은 경우에는 빠르게 변
화를 거듭하고 유연성을 더해 가는 이 업계에서 장기전망을 갖기 어렵다.
앞에서 기술했지만 숙련개발자들의 입직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SW개발을 시작하게 된 ‘자연스런’ 계기, 또는 ‘순수한’ 동기이다. 스타트
업의 CTO 또는 SI 업체의 팀장급으로 일하고 있는 경력 15년 차 이상의
고숙련 개발자들은 ‘어떻게 SW개발자가 되었나?’라는 물음에 한결같이
어렸을 때 환경적 영향으로 게임이나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
고, 자연스럽게 대학전공도 전산관련학과를 택하게 되었다는 흐름을 이
야기했다. 이러한 서사 속에서 청소년기에 가졌던 컴퓨터에 대한 흥미는
대학시절 선후배들과 함께 취미 삼아 온라인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만
드는 재미로 이어졌고,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불었던 벤처붐
을 타고 SW개발자로 경력을 시작하면서, 코딩과 디버깅을 통한 문제해
결의 보람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했다. 많은 이들은 SW개발자 이외에 다
른 직종은 고려해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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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직동기 또는 계기는 개발자 경력에도 내적 일관성을 제공했
다. 입직서사는 개발자들로 하여금 SW 개발 업무가 천직(calling)이라는
생각을 강화하게 했고 이러한 확신은 이들이 겪은 SI산업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같은 객관적 조건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그러한 환경 속
에서도 프로젝트를 완료한 성취감, 그 와중에 느끼는 개발자로서의 성장
등의 노동의 주관적 측면에 더욱 천착하는 데도 기여했다. 내적 일관성에
더해 입직서사의 보다 중요한 기능은 숙련개발자들에게 외적차별성을 부
여한다는 점이었다. SW개발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재미와 보람’을 동력
으로 SW산업의 열악한 상황을 헤쳐온 내집단이 서사의 한편에 위치한다
면, SW개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 없이 국가지원 단기교육과정을 통
해 배출된 ‘비전공 학원출신’ 개발자라는 외집단이 서사의 반대편에 위치
해 있었다. 아래의 포스팅은 입직서사를 통한 외적차별화를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전혀 동떨어진 전공의 사람들이 정부 실직자 구제
프로그램 6개월 단기 속성 과정으로 소위 “개발자"라고 하며, SI 업계에 대
량으로 풀리는 것이 너무 싫다. 이런 사람들이 몇 년 이 바닥에서 굴러먹다
가 얻은 얄팍한 지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개발방법으로(유지보수를 전혀 생
각지 않는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생성하는) 끊임없는 야근꺼리
를 생성하는 “프로그래머"라는 사람들이 너무 싫다. 그네들과 같이 몇 년
차 범주에 묶여 연봉협상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는 이런 현실이 너
무 짜증난다.” (온라인 개발자 커뮤니티(OKKY) 포스팅, ｢
난 학원 출신의
프로그래머가 싫다｣
, https://okky.kr/article/76024, 접속일자 : 2019. 11. 9)

인터뷰 참가자들은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이 시작된 계기로 지난 2000
년대 초반에 불었던 자바개발자 양성 열풍을 들었다. 당시, 국내외에서
자바(JAVA) 언어 기반 시스템으로의 이전 수요가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국내에 자바 개발자는 턱없이 부족했다. 구인난이 심각해졌고, 정부와 기
업이 앞다투어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SW 개발직종으로의 입직통
로가 대중화되었다. 하지만 기존 개발자들은 이를 직종 전문성에 대한 위
협으로 받아들였다. 실제, 수십만 명의 학원 출신 자바 개발자들이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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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나오면서 기업들은 인건비를 낮췄고 전반적인 개발자 수준은 떨어지
게 되었다. 따라서 비전공-국비교육학원-경력뻥튀기의 입직서사는 비전
문적이고 비윤리적인 경로로 각인되었고, 그에 해당하는 이들을 주변화
하는 데 동원된다. 아래의 커뮤니티 게시글은 비전공 개발자 본인조차도
동의할 정도로 지배적 서사와 주변적 서사의 정당성 차이가 확연함을 보
여준다.
“일하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것 중 하나가, ‘학원출신 인력들로 인해 전공
으로 나온 인력들까지 고생한다’입니다. 학원출신 입장에서 보면, 일부 수
긍하여 죄송스런 맘도 없잖아 있고 어떤 면은 반박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
데… 저도 학원출신이지만 일부 학원출신분들의 참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전공출신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리할 걸 빤히 아는 만큼 경력 부
풀리기에 별다른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제법 된다는 것. (…) 이런 부류
가 ‘전공자랑 별 차이도 없는데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런 쪽은 쳐내야 한다고 보지만 이외 학원출신까지 매도당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포스팅, ｢
학원출신 IT개발자
로써, 어그로 끌어봅니다｣
, www.clien.net/service/board/park/1570464, 접속
일자 : 2019. 11. 9)

지배적 입직서사는 정부 주도의 SW개발자 양성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을 재생산해 왔다. 2000년대 초반 자바 개발자 양성을 필두로 한국소프
트웨어종합학교, 빅데이터 아카데미, 화이트해커 5천 명 양성을 위한 차
세대 보안리더 양성과정, 그리고 최근의 딥러닝과 블록체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까지, 정부는 업계에서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분야의 교육프로그
램이나 기관을 직접 꾸리거나 민간 교육과정을 독려하고 지원해 왔다. 지
배적 입직서사에서 이러한 정부주도의 SW 인력양성 정책은 능력부족의
인력만 양산해 기존 개발자들의 노동시장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기술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숙련 왜곡 및 노동시장 왜곡은 보다 근본적으
로 SW개발자의 전문가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전문가 커뮤니티를 붕괴시
키는 핵심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예를 들어, 한 개발자가 IT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SW산업의 문제를 진단했다. “학생들이 SW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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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기피하는 현상은 형편없이 떨어진 개발자에 대한 처우와 SW 자체
에 대한 사회경제적 인식이 얼마나 저열한가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정부
가 해야 할 일은 SW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을 개발한다
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가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산과 출신의 인터뷰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매년 줄어
드는 모교 학과 지원자들의 수를 언급하며 일부 몰지각한 ‘비전공 학원출
신’들이라는 ‘악화’가 프로그래밍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는 ‘양화’를 구축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엔지니어 K).
가. 진입 후 경력형성과 관련된 노동시장 내 이동의 양상 : 분절 노동시
장이 노동자 개인의 경력 형성과 노동시장 내 경험에 미치는 영향
SI서비스 부문에서 노동시장의 상향 이동을 포함한 경력 관리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PM으로의 진로가 있지만,
하도급 업체의 엔지니어에게 그렇다 할 경력 경로라는 것이 뚜렷하게 존
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숙련 수
준과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프로파일과 명성이 몸값을
결정하고 이를 경력의 상향화로 인식할 뿐이다. 비교적 성공한 개발자들
은 자신의 프로파일을 토대로 프리랜서로 전향해 독립적으로 사업계약에
나선다. 그럼에도 이 시장에서 경력을 유지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유인일까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선은 부정적이다. 독립 프리랜서 역시 원
청과 직접 계약을 하는 구조는 만들어져 있지 않으므로 다단계 하도급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SI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90프로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걸 계속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유는… 인생이 행복
하지가 않아요. 갑을병정 하도급 과정에서 어 정말 인간적이지 않고, 그 부
당한 대우. 요즘 사람 많이 필요하고 뭐 개발자 뽑는 곳도 많아지고 등등.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앞날이…. 그리고 아주 잘해서 전문 프리랜서로 독
립해 일을 해도 받는 몸값이라는 게 미숙련자와 비교할 때 크게 높은 것도
아니고요.” (김✽✻ 발언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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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0년대 초반 처음으로 한국사회에서 ICT가 산업적 붐을 일으
켰을 때에 거의 모든 개발자들이 이 부문에 쏠려 그중 일부는 컨설턴트나
전문 개발자, PM 등의 경로를 밟아 갔던 것과 비교해도, 지금은 일자리
는 늘었지만 기회는 적다는 지적이다. 산업이 세분화되고 분업화된 데 따
른 고착도 하나의 이유다.
“정말 노력 많이 하는 개발자들 중 SI 쪽에서 스타트업으로 넘어가는 경우
도 있어요, 굉장히 일부. 근데 예전에는 많이 넘어갔어요. 2000년대 초반으
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 개발자는 거의 다 SI에 다 있었어요. 그때는 개
발 부문을 거의 SI가 점하고 있어서 다 여기 있었던 거고. 별의별 사람들
이 다 이 동네에 있었어요. 실력 좋은 사람들은 뭐 네이버도 가고, 삼성전
자 들어가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남아 있는 선수들은 안 나
왔거나 못 나왔거나. 안 나온 분이 있고. 여기 누군가는 지키고 있어야 되
잖아요.” (김✽✻ 발언내용 중)
“다단계 구조의 중간에 있는 분들… 대부분은 어둠 속이죠… 장벽을 넘어
야 하는데…. 이미 산업이 많이 분화되어 버려서…. 분석, 설계, 개발, 이런
걸로 분업화돼 버렸잖아요. 대한민국 IT 역사와 함께 커서 저는 네트워크
도 알고, 단말도, 대충 넓게 알게 되지만. 요즘에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온
3년 차, 4년 차 되는 친구들은 서버 모르고, DB 모르고, 자기는 웹 개발만
했으니까 웹만 알고 이런 친구들이 허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죠. 분업화돼서 돌다가 그냥 도태돼 버리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나이, 나이 한 사십 먹으면 퇴장해 편의점으로 경로
를 돌리는 거죠.” (김✽✻ 발언내용 중)

경제적으로나 일의 의미로나 SI에서의 경력 추구에 특별한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매력적인 것도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
이 많다. 이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문 개발자들이 많이 떠나고 난
SI 부문의 정체, 일자리도 비교적 많고, 앞에서와 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가변성과 도전을 요하는 작업도 많지만 대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문의 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부문에서 전문 경력을 추구하게 하
는 동인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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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쪽 설계하시는 분들 중 나이 한 마흔다섯 이 정도 되었는데 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1,200, 1,500씩 받고 다니시고. 업체를 통하지 않
고 직계약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전부 다 꼽아봐야 100명 될
까요? 최상의 엘리트들. 거기에 비하면 소득이 높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
도 초기 대기업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으셨던 분들이지요. 이런 전문인력이
내는 부가가치가 여러 배 정도 될 거고. 이런 분들의 실력을 바탕으로 하
는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움직이면 해외 수출이나 이런 것까지 이어질
거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청과 제대로 된 계약을 직접 하고, 자
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무엇보다 원청과 일차 전문업체가 지금보다
훨씬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부문을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전망이 있을 거라
고 봅니다.” (김✽✻ 발언내용 중)
“결국에 IT 아웃소싱을 없앨 수는 없지만…. 아웃소싱 업체들이 전문인력
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커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적어도 갑, 그
러니까 원청에서 개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해요.” (김✽✻ 발언
내용 중)

현재 혁신의 동력이 상당히 잠겨버린 SI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
행되어야 할 정책과제가 상당할 뿐 아니라 난해하다. 다단계 하도급의 구
조적 문제 해소와 노동자의 동인을 획득할 수 있는 일자리 질의 개선, 숙
련의 정의와 이에 부합하는 유연하면서도 개인의 숙련전개에 따른 맞춤
형 교육훈련 체계의 설계와 지원 및 관리, 숙련에 대한 보상, 원청과 전문
아웃소싱 업체의 관리 및 개발 과정에 대한 전문성 회복 등 개인적, 구조
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소되어야 이 부문 엔지니어들의 경력전망이 비
로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다른 경력 경로는 솔루션 업체로의 이동
혹은 경력 형성이다. 사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시
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솔루션 업체의 임금이 더 높다고 할 수 없을 뿐 아
니라, 최근에는 전문 1차 아웃소싱 업체의 전문성 약화에 따라 패키지소
프트웨어 업체 역시 늘 일감을 수주할 수 있는 SI의 생태계 속으로 끌려
가는 경향이 있어 양자 간의 경계는 상당히 흐려져 있는 상황이다. 실제
꽤 다수의 패키지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개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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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SI의 하도급 업체로서 기
능하고 있어 양자 간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솔루션 부문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기술력이 중요하다
는 것이다. 주로 주어진 패키지를 시스템에 통합하고 운영하는 데 업무가
치중된 SI와 비교할 때 일정한 자체 기술력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
능력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융합적 능력도 필요하다. 특
히 소규모 업체의 경우 지원조직이 미비하므로 여타 경영적, 행정적 능력
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읽고 대중 소비자 혹은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제대로 혹은 앞서서 파악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
량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장과 AI, IoT 등 ICT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소프
트웨어를 통한 사업영역이 확장되면서, B2B, B2C 영역 모두에서 새로운
상품을 설계하고 유통시키는 솔루션 업체의 확장성이 현저하다. 따라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통하는 데 관심이 있는 지식 노동자들
이 한층 매력을 느끼는 영역은 이 솔루션 부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SI에
서는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원청의 프로젝트에 통합되면서 제공한 용역
개발의 결과에 대한 특허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원청의 부당한 착취의 근거가 된다는 인식이 강한 데 비해, 솔루
션 부문의 경우 제품생산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 특허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식노동자들이 선호한다.
“아웃풋이 제품이냐 아니냐지요. 프로덕트를 만드느냐 프로젝트를 하느냐.
제품은 제품 자체가 복사돼서 돈을 벌어들이고…. SI가 비용형으로 인식
되는 반면, 솔루션은 수익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
를 비용으로 보지 않고 투자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더 높은 인건비를 지
급하는 근거가 되지요. 여기는 또 전문 프리랜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영
역이에요.” (노✽✻ 발언내용 중)

앞에서 언급했듯이 SI가 개발자 노동시장의 대종을 이루던 2000년대
초중반에는 SI로부터 솔루션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현재
로서는 이러한 경력 경로는 쉽지 않다는 인식이다. 중요한 요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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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발역량의 문제다. 아래의 인용은 개발이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오히
려 개발의 매력에 이끌려 빠져들지 않고서는 진정한 개발자로서의 역량
이나 정체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고 있는
가가 문제예요. 대체로 못 갖고 있어요. 그냥 개발이 좋아서 개발을 하다가
일할 곳이 별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SI에서 일했던 경우는 솔루션으로 넘
어온 경우가 많지만, 개발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가 취업이 되네, 월급을
주네, 경제적 목적으로 이 분야에 진입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역량을 갖
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역량뿐 아니라 성향의 차이도
있어요. SI의 경우는 5, 6백짜리 일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어딘가에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는 굉장한 결과물들을 뽑아낼 필요는 또 없어요.
그 금액 어디 가서 대한민국에서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를 못
견디는 사람들은 여기를 도망가는 거고, 그냥 나 앉아 있을 게,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니까… 하는 사람들은 여기 남고.” (노✽✻ 발언내용 중)

이러한 성향과 정체성의 문제뿐 아니라 솔루션과 시스템통합 간 일구성
의 본질적인 차이를 들어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SI의 경우는 대개 대형 프로젝트의 일부를 맡아서 하는 거고. 근데 여기
에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 드릴 테니까 앱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거 해야 하는 거예요. 스킬도 다르고…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고
객이 뭘 원하는지, UX(user experiences)…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를 파악
해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왔
는데… 예쁜 개집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톱질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할
수는 있지만 이 집에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뭐 그거를 잘 파악
해서 예쁘게 만든다는 게 좀 쉽지가 않은 역량이에요. 달리 말하면 서비스
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영
업도 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결과물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는 사람. 물론 그중에서도 싼 거
하는 사람, 비싼 거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예를 들어 ✻✻✻ 씨는 프로젝트
를 할 때는 굉장한 고급 역량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보고 이쪽
일을 하라고 그러면 아마 못할 거야. 갖고 있는 역량, 역량도 다르고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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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도 다르고… 둘 간의 넘나듦이 쉽지 않다, 근데 본인이 원하긴 할까요?
SI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욕은 하면서도.”
(노✽✻ 발언내용 중)

여기서 강조하는 접근과 역량의 차이는 단순히 기술적 역량의 차이뿐
아니라, 구상의 능력과 고객의 의중과 취향을 읽고 소통하는 사회적 숙련
을 포괄하는 역량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량이 없이는 새로
운 제품의 필요를 읽고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역량을 갖추었거나, 혹은 그중 일부 요소를 충족시
킬 수 있는 능력을 팀작업을 통해 구현할 수 있거나, 적어도 여기에 관심
을 갖는 사람이 아니면 단순히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만 가지고 서비
스, 패키지 솔루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고용 패턴과 관련해 적어도 두 가지 함의를 갖는데, 첫째
는 현재 SI 업체의 작업조직 및 사업모델의 특성상 이러한 종합적 능력을
요구하는 패키지 솔루션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고의 구조,
일하는 방식을 모두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서 분석한 바 있
듯이 SI에 대한 문화적 낙인, 솔루션 개발에 대한 우월적 시선이 이러한
차이를 더 강화한다. SI의 작업관행이나 사업모델이 바뀌지 않고는 양자
간의 노동이동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둘째는 이 부문의 지배적 고용패턴
이다. SI에 팽배한 프리랜서화와 달리 이 부문에서는 작업 및 고용의 유
연성이 강조될 수 있지만 의외로 정규직의 활용이 지배적이다. 종합적 역
량을 요구하는 이들 패키지 솔루션 업체의 경우는 역량 있는 인력에 대한
구인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역량 있는 인력의 경우에는
유지(retain)하려는 요구가 매우 크고, 잠재력이 있는 인력의 경우에는 키
워서(making) 유지하려는 요구도 크다. 팀워크에 대한 요구도 크다. 그러
므로 이들 업체의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낮은 단가에 의존하는 프리
랜서를 활용하려는 유인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이 분야에서는 프리
랜서가 다수 발견되지 않을뿐더러 이 분야에서 프리랜서의 확장이 있다
면 이는 수요 측보다는 공급 측에서 주도하는 진성 프리랜서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장기고용과 내부화가 이 부문의 특성은 아니
다. 원하는 직업과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이동을 통해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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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개발자들의 특성과 자율성 및 독립성, 성장기회, 직업적 재미 등을
보장하는 조직을 원하는 프리랜서들은 조직에 헌신하기보다는 개발직종
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신의 경력에 헌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문의
노동시장은 기존의 내부노동시장과는 달리 장기근속보다는 직종 내 이동
이 활발하고 이동을 통한 경력, 숙련 및 노동조건의 업그레이드가 규범화
되어 있다. 최근 성장한 일부 대형 벤처의 경우 장기근속의 경향이 발견
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동은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을 여러 관련 개발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SI에 비해서는 개
발자 고유의 문화와 커뮤니티에 대한 의존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력 에이전시의 개입보다는 개발자 네트워크에 의한 이동이 더 지배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SI와 솔루션 부문 간에는 넘나들기 어려운 장벽이 존재하
고 이는 과거에 비해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업계
에서도 SI로부터 (창업) 솔루션이나, 대기업 개발 등의 부문으로 탈출경
로를 제안하고 이를 일종의 상향 이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이동 경로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모
든 이동이 대체로 개인의 노력과 그에 따른 직종 내 프로파일로부터 만들
어진다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현재까지는 SI가 차지하는 비
중이 절대적이지만, 향후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양자 간 융합의 고도화
에 따라 솔루션 부문의 현저한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간의 경계
를 이렇게 뚜렷하게 긋는 것은 제한적인 시각이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기
업들의 예와 같이 기존의 시스템이 자동화, 컴퓨터화를 요구했던 데 반해
최근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상품과 ICT의 융합에 기존 시스템의 수정
과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SI산업 내부의 경력경로의 고도
화와 함께 SI 개발자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생애에 걸친 기술 및 역량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하
는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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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 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개발자들의 문화적 분절은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나고 있고 이는 개발자 노동시장의 독특한 분절의 양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패키지, SI 및 스타트업 분야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
는 상당하다. 다양한 차원으로 드러나는 문화적 분절은 그러나 개발자 사
이에 위계를 만들고 이러한 위계는 기존의 문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걸
림돌을 만들어내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종으로
서 개발자라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작업하는 방식은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각 업종이 지향하는 비즈
니스 모델의 차이와 작업방식 및 보상구조에 대한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ICT SW개발직종의 프리랜서화에 집중해서 보아도 이들 부문 간의 특
성이 두드러진다. 한국 ICT SW개발직종의 프리랜서 경제화는 다른 부문
에 비해 역설적으로 SI에 두드러진다. 그 동력이 주로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비용절감의 동기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SI의 프리랜서화의 개인도
급계약관계에 놓인 개인 개발자에게 위험을 최대한 전가하는 고용형태로
자리 잡았다. 업무 프로세스의 루틴이 비교적 강하고 혁신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 대형 프로젝트의 책임의 위치에 있는,
1차 벤더로서의 재벌그룹 대형 SI 업체가 혁신의 모멘텀을 잃은 구조적
환경 속에서, 대개의 발주사가 ICT를 혁신과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최소
관리와 비용의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형성된 다단계 사업모델이 노동시장
의 다단계화로 전이되면서 비롯된 현상이다.
한편, 대형 발주사나 1차 벤더보다는, 소형 발주사 및 소형 1차 벤더,
그 밖에 2～3차 벤더에서 주로 발견되는 프리랜서는 독립계약보다 파견
및 모집-알선 에이전시를 매개로 한 계약에 연루되어 있다. 어느 정도 숙
련이 있는 경우 독립계약보다는 파견노동자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고, 미
숙련의 경우 파견업체로부터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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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대체로 일의 과정, 장소, 작업 스케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진성 프리랜서라기보다는 오분류에 의한 프리랜서로 구분할 수
있다. 일과 일 사이 간극을 좁힘으로써 고용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거나
기술 따라잡기를 포함한 숙련향상의 부담을 잘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단기
적으로 생애임금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역설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은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젊고 능력
이 있는 노동력의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앞서 언급한 문화적 경계짓기,
게토화가 강화되고 부문 간 노동력 이동이 억제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
지원에 의해 단기적으로 훈련된 미숙련 노동력의 진입은 비교적 기술을
요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임금이 지급되는 좋은 일자리가 확대된
다는 점에서 임금청년노동정책, 산업정책 측면에서 숨통을 틔워주는 측
면이 있다. 그러나 진입 이후의 경력 경로가 조기에 차단되고 숙련 업그
레이드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가 오분류에 의한 프리랜싱과 쉽
게 결부됨으로써 경력 초기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조직적, 사회적 자원
의 미비 속에서 이러한 정책의 장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청년에 대한 공급에 주로 집중하는 정책보다
산업 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수요 측의 의도적 오분류를 집중적으로 모
니터하는, 나아가 SI의 사업모델을 스스로 고도화하도록 유도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패키지 솔루션 및 인터넷서비스, 앱개발 등 벤처 부문에서는 프
리랜서화가 흔히 발견되지 않는다. 유연한 노동에 대한 증가하는 선호가
있지만, 수요 측이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전개하기에 노동공급 부
족을 강하게 겪고 있기 때문이다. SI에 비해 종합적 관리, 경영, 아이디어
수립, 마케팅, 소비자 대응 및 소통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업그
레이드와 기술 혁신 이외에도 인력의 종합적 능력을 요구하는 부문의 사
정상 비용절감 유인에 입각한 프리랜싱을 비롯한 인력의 유연화보다 인
력의 안정화에 더 큰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분야에서는 프리랜
서가 다수 발견되지 않을뿐더러 이 분야에서 프리랜서의 확장이 있다면
이는 수요 측보다는 공급 측에서 주도하는 진성 프리랜서화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장기고용과 내부화가 이 부문의 특성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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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직업과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이동을 통해 확보하려는
개발자들의 특성과 자율성 및 독립성, 성장기회, 직업적 재미 등을 보장
하는 조직을 원하는 프리랜서들 문화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조직에 헌신
하기보다는 개발직종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신의 경력에 헌신하려는 욕구
가 크다. 따라서 이 부문의 노동시장은 기존의 내부노동시장과는 달리 장
기근속보다는 직종 내 이동이 활발하고 이동을 통한 경력, 숙련 및 노동
조건의 업그레이드가 규범화된 직종내부노동시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개인적 교섭력이 커질 경우, 한국
사회의 전개상, 혹은 한국개발자 노동시장의 국제 통합이 가속화될 경우
노동자가 주도하는 진성 프리랜서화가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개
연성도 높다. 최근 성장한 일부 대형 벤처의 경우 장기근속의 경향이 발
견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동은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여러 관련 개발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SI에 비해서는
개발자 고유의 문화와 커뮤니티에 대한 의존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으므
로 인력 에이전시의 개입보다는 개발자 네트워크에 의한 이동이 더 지배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 ICT SW 직종 노동시장에서 기존의 내부노동시장의
규범과 관행이 남아 있는 부문은 소수 재벌계열 대형 SI 업체의 관리인력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대다수는 직종 노동시장 내에서 경
력의 추구를 위해 유동하는 단기 근속의 정규직과, 소수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진성 프리랜서, 그리고 오분류에 의한 다수의 파견형 프리랜서와 미
숙련의 비자발적 프리랜서로 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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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 SW산업 숙련형성체제의 다양성

제1절 들어가며

숙련형성체제(skill formation regime)는 “숙련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이 숙련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둘러싸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둘러싼 제
도들이 상호 보완성을 갖고 다소간 안정적으로 재생산되는 시스템”을 지
칭한다(최영섭, 2007). 숙련형성체제 접근이 주는 이점은 숙련을 둘러싼
개별 제도(고용제도, 임금체계, 교육훈련제도 등)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
용을 이론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들은 국
가수준의 숙련형성체제의 특징을 분석해 왔다(Crouch, 2006; Busemeyer,
2009; Soskice, 1994). 대표적으로, Brown et al.(2001)은 고숙련 엘리트와
저숙련 노동자들 사이의 숙련 양극화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 분절이 두드
러지는 미국과 영국의 시장주의적 숙련체제, 고숙련 전문직과 중숙련 노
동자들이 균형을 이루며 비교적 평등한 노동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
식 숙련체제, 끝으로 조직특수적 숙련을 갖춘 중산층 노동자층을 중심으
로 낮은 소득불평등 수준을 보이지만 높은 노동강도가 일반적인 일본식
숙련체제를 구분한 바 있다.
숙련형성체제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생산물 시장과도 밀접하게 상호
작용한다(Ashton et al., 2000). 미국의 시장주의 숙련형성체제에서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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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는 노동시장 유연성은 기업들이 고숙련 연구인력을 동원해 파괴적
혁신을 낳는 생산물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숙련체제의 특징은 미국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기술산업 및 금융산
업 등 이른바 신경제 산업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
다. 반면, 독일의 조합주의 숙련형성체제에서는 두꺼운 중숙련 노동자층
이 주체가 되는 점진적 혁신이 두드러지며, 이는 제조업에서의 경쟁력 우
위를 재생산한다(Ashton et al., 2000). 이번 장에서는 숙련형성체제 논의
를 국가단위가 아닌 산업단위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SW산업 내부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이질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SW산업에 대한 이전의 연구는 정부, 발주처, 원청, 프리랜서
개발자 등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들의 관점에서 산업의 구조를 분석했다(권순원ㆍ정동일, 2018; 유재흥 외,
2018; 박명준 외, 2016). 숙련형성체제 접근은 한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와 전략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
에서 선행연구들의 시사점들을 통합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표 4-1>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이질적 숙련형성체제
SW 완제품
가치사슬

SI 가치사슬
1. 가치사슬 지배적
행위자

대기업 계열 SI 업체 외국계 솔루션 회사(오
카카오, 네이버, 배민,
(삼성SDS, LG CNS 라클 등), 소수의 국내
쿠팡
등)
솔루션 업체(한컴 등)

1-1. 조직목표

시장점유율 유지

1-2. 숙련투자

낮음(프로젝트 대금) 중간(License fee)

1-3. 조직학습 수준 낮음
2. SW 개발주체
2-1. 노동시장

스타트업 가치사슬

안정적인 성장

IPO나 인수합병을
위한 ‘급’성장
높음(투자금)

높음

중간

프리랜서 개발자

고용된 개발자

고용된 개발자

외부노동시장

내부노동시장

불안정 내부노동시장

2-2. 숙련실행 목표 발주처/수행처 만족 다수의 거래 고객 만족 다수의 익명 고객 만족
2-3. 숙련척도
3. 숙련측정/보상
자료 : 저자 작성.

납기일 준수

연속성, 유지보수 용이

창의성, 즉흥성

국가 주도(등급제)

조직 주도(HR 제도)

시장 주도(인재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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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 연구는 스타트업 대표, 고숙련 SI 개발자, 스타트업 개발자,
사용자 단체 등 SW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면접조사를 실시했
다. 인터뷰 및 문헌자료 분석결과 SW산업 내부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질
적인 숙련형성체제가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에 요
약한 것과 같이 각 숙련형성체제가 i) 가치사슬 지배적 행위자, ii) SW 개
발주체, iii) 숙련의 보상 및 측정이라는 세 개의 범주에서 차이가 두드러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범주를 세분화해서 보다 정교한 개념화
를 이어갔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세 가지 체제 중 가장 규모가 큰 동시에
저숙련 문제가 심각한 SI 숙련체제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되, SW완제품
과 온라인 서비스 가치사슬의 비교분석을 통해 저숙련 체제가 재생산되
는 기제와 고숙련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2절 SI 가치사슬 : 왜곡된 독일식 숙련형성체제

정부는 ’2011년도 SW산업 육성대책안’을 발표하면서 2011년부터 SW
산업을 크게 IT서비스와 패키지SW 분야로 나눠 산업 및 노동시장 통계
작업을 실시해 왔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분야는 IT서비스로 흔
히 SI(Systems Integration, 시스템 통합) 산업이라고 불리며, 고객이 원
하는 IT시스템을 구축, 관리해주는 기술 서비스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
다. 즉, SI 사업자나 개발자는 SW공학의 전문지식과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두 가지 분야의 지식을 통합해 고객
사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구현한다는 점에
서 고도의 지식․기술집약적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IT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지난
30년간 국내 SI 가치사슬은 저수익․노동집약적 특징을 재생산해 왔다.
여기서는 그러한 가치사슬의 특징을 숙련형성체제 관점에서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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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치사슬 지배적 행위자 : 대기업 계열 SI 업체
20년 이상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 SI 프로젝트
관리자, 개발자, 중소 SI 업체대표 - 은 면접조사에서 한국의 SI 숙련형성
체제가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해 온 핵심요인으로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
의 독과점을 꼽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한 진단은 SI산업의 문
제를 진단하기 위해 무수하게 많이 열렸던 토론회나 간담회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본 프로젝트의 초기 면접조사에 참가했던
대표적 개발자 커뮤니티 운영자는 대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대형 SI 업체
의 역할을 기술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왜 SI 개발자가 그런 나쁜 대우를 받게
됐는가 하는 점이다. 원인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악순환이라는 것이다.
악순환이 어디서 시작됐냐를 묻는다면, 사실 잘 모르겠다. 아마 맨 위에 대
기업이 있겠지. (…) 국내에서 SI 개발을 하려면, S사를 무조건 껴야 한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전체 먹이사슬 중 최고 높은 곳에
서 돈을 쥐고 있으니 별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블로터포럼, ｢
SW 개발
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2013. 11. 11. http://www.bloter.net/archives/
169430, 접속일자 : 2019. 11. 9)

이들은 설립 초기부터 조직규모 확대 및 시장점유율 유지를 조직목표
로 삼았고, 계열사 내부거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안정적인 물적 기반을
제공했다. <표 4-2>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난 20여 년간 SI 업계 1위를
유지해 온 삼성SDS 역시 여전히 매출의 88.5%를 다른 계열사에 의지하
고 있다. 계열사 내부거래는 시장경쟁으로부터 보호망을 제공하며 양적
성장을 가능케 했지만, 역설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시장경쟁력이 핵심
이 되는 최신기술 습득 및 적용의 동기를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된다. 그
리고 대기업 SI 업체들이 가치사슬에서 점하고 있는 지배적 위치로 인해
서 대기업 조직 수준의 기술소외는 산업 수준에서 저숙련 체제로의 ‘경로
의존성’을 발생시킨다.
대형 SI 업체 대부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90년대 초반 그룹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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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내부매출비중
(단위 : 십억 원)
계열사
SI

사업분야

삼성SDS

IT 서비스

에스코어

경영컨설팅, S/W

삼성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부품

장비ㆍ소재

유통ㆍ물류

매출액
(A)

내부매출액
(B)

비중
(B/A)

11,388

10,083

88.5

1,522

941

61.8

15,370

27,254

56.0

삼성SDI

베터리

7,569

2,061

27.2

삼성전기

카메라모듈

6,176

2,940

47.6

세메스

반도체 장비

1,119

1,042

93.1

스테코

반도체 소자

249

235

94.4

삼성전자판매

판매

2,181

1,532

70.2

899

833

93.0

삼성전자로지텍 물류관리

자료 : 해당 기업 2015년 사업보고서, 남종석(2019)으로부터 재인용.

계열사 전산실들을 통합해 출발하였고, 이후에도 저비용으로 계열사들에
게 시스템 유지보수(System Maintenance, 이하 SM)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생산성과 부
가가치의 비선형적 향상이 아닌, 인력규모에 비례해 매출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전형적인 저숙련 노동집약적 숙련체제로의 경로의존성을 만들
어낸다.
SI 대기업들은 자체 개발인력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전체 수주물량 중
에 이들이 개발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아울러
이들을 역량 있는 SW개발자로 키우는 것보다는 개발업무에 대해 최소한
의 지식을 가진 발주관리자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개발업
무 대부분은 중소 SI 업체들로 외부화된다. 따라서 SW 개발관련 조직수
준의 숙련은 축적되지 않는다. 한 대기업 SI 업체 부장과의 인터뷰는 내
부노동시장에서의 교육훈련이 SW기술에 대해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갖춘
프로젝트 매니저(PM)를 길러내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것을 잘 보
여준다.
“자바(프로그램 언어)는 3～4개월 정도 가르치면 대충 기본은 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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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다음에 2～3년 정도 프로젝트 돌리면 대부분 개발자 한 사람 몫은 하게
돼요. 그때 되도록이면 여러 분야를 돌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요. 금융,
제조업, 유통 프로젝트 다양하게. 그래야지 나중에 뭘 알고 PM 할 수 있으
니까." (대형 SI 업체 A사 부장. 22년 차)

면접조사에 따르면, 대형 SI 업체 내부의 인력구성에서 특징적인 것은
과장이나 차장 같은 중간관리직까지는 전산학 전공인력과 비전공인력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지만,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부장과 임원급으로 갈
수록 비전공 출신이 많아진다는 점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전산학을 전공
한 SW개발자들이 조직수준에서 SW 개발숙련이 주변화되는 것을 보면
서 전문직 경력경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조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대형 SI 기업들의 조직문화와 SW개발자로서의 정체성 갈
등과 이어지는 퇴사는 그 과정을 거친 한 개발자의 블로그에서 잘 드러
난다.
“첫 회사를 퇴사했다. 만으로 딱 2년 6개월을 다녔다. 이 회사에 합격했을
때가 생각난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재벌그룹 계열사에서 자식을 훌륭하
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화환이 왔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른다. (…) 가장 큰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동작 과정에는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쓴다는 것이다. 더 깔끔하고, 효율적인 소스코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
은 거의 하지 않는다. 나 혼자서라도 효율적인 소스코드를 만들기 위해 노
력한 적이 있었는데, 관리자가 그런 나를 보더니 ‘너가 지금 일이 적구나.’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술역량을 신장할
수 있을까?” (Preamtree 블로그, ｢
SI회사에 입사하기 전 읽으면 좋은 글｣
,
2018. 6. 28, https://preamtree.tistory.com/133, 접속일자 : 2019. 11. 9)

대졸공채 개발자들의 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형 SI
업체들은 석ㆍ박사 인력들을 경력사원으로 선발해 왔다. 이들 중에서는
산업경영학과 또는 산업공학과 출신이 많았는데, SI 개발 자체를 고숙련
이 필요하지 않는 작업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경영공학 박
사를 마치고 S사에 입사했던 면접참가자는 SI 개발을 “웹과 데이터베이
스를 연결하는 간단한 코딩을 하는 업무”로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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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속성으로 인해 SI산업이 노동집약적 성격을 띠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경쟁력의 핵심은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하는 데 달려 있다
고 덧붙였다. 요컨대,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을 둘러싼 환경과 거기에 대
응한 그들의 조직전략은 SI 가치사슬의 성격을 기술집약적이 아닌 노동
집약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후 그렇게 형성된 가치사슬의 경로의존
성 속에서 지배적 행위자의 위치를 갱신해 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경로의존성이 SI산업의 고부가가치 가치사슬로의 이행을 막으면
서 대형 SI 업체들은 수익성 위기를 겪게 된다. 동시에, 지난 2013년 소프
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대기업의 공공 SI 사업 참여를 제한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는 SI산업에서 철수하기에 이른다.15) 하지만, 이때 대기업
계열 SI 업체 내부노동시장에 있었던 PM급 인력들이 대규모로 중형 SI
업체로 옮기면서 기존의 가치사슬 관행은 재생산되고 있다.

2. SW 개발주체 : 프리랜서 개발자
가치사슬의 지배적 행위자인 대형 SI 업체들이 SW개발관련 숙련보다
는 프로젝트 관리 숙련을 핵심역량으로 삼으면서, 실제 개발업무의 대부
분은 대형 SI 업체들의 외부노동시장에서 이뤄지게 되었다. SI 하도급 가
치사슬에서 실제 개발을 담당하는 중소 SI 업체들은 발주처로부터 프로
젝트를 직접 수급하는 대형 SI 업체들과 인적-사회적 자본의 교환관계로
연결된다. 후자가 전자에게 사회적 자본을 대여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신, 전자는 후자에게 파견이라는 형태로 개발인력을
대여해 주는 관계이다. 개발 노하우와 기술을 자산화하고 그로부터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개발자 파견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인건비를
주 수입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세 SI 업체들은 사실상 인력파견소로 영
업을 하고 있다. [그림 4-1]은 개발용역상의 계약관계와 실제 개발작업이
일어나는 업무관계를 나타낸다.
먼저 발주자(A)는 대기업 계열 SI 업체인 원청(B)와 도급계약을 맺는
다. B는 전체 프로젝트를 기능별로 나눠서 중소 SI업체들(D, C)에게 재하
15) 이투데이(2013. 11. 28), ｢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대형 SI 업체 공공사업 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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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SI 개발용역 개요

자료 : 이종주ㆍ유호석(2018) 재구성.

청을 준다. B사의 PM, 즉 앞서 소개했던 대기업 SI 업체의 내부노동시장
관리직이 이렇게 프로젝트의 조정 및 기획업무를 책임진다. 상대적으로
견실하고 규모가 있는 하청업체(C)의 경우 직접 고용한 직원을 A사 사업
장에 보내 개발업무를 수행케 한다. 이때 C사는 자체적으로 PM을 선정
하고 직원의 개발진척사항을 관리 감독하게 한다. 도급계약의 특성상 B
사의 PM이나 직원은 오직 C사의 PM과 개발업무의 세부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같은 공간(A사 사업장)에서 개발업무를 수행하
면서, B사 직원 또는 PM이 직접 C사나 D사에게 구두지시를 내리는 상황
이 자주 발생한다. 이로 인한 SI 가치사슬 내 위장도급문제가 계속 제기
되고 있지만, 업무지시 내용이 보통 문서로 남지 않기 때문에 A사나 B사
의 지휘명령권 행사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이종주ㆍ유호석, 2018).
한편 하청업체인 D사의 경우 개발인력이 충분치 않아서 이른바 ‘인력
파견업체’라 불리는 영세 SI 업체 E사와 도급계약을 맺는다. 파견법 제5
조 제1항은 SW개발 업무를 파견 가능한 것으로 지정한다. 파견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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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파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 자본금, 20평 이상 사
무실, 5인 이상 지원인력을 갖추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SI
인력파견업체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이런 영세 SI 업체들에는 사장님과 커피믹스 그리
고 정수기만 있다고 ‘정수기 회사’라고 비하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
들은 사실상 파견업체이지만, 위의 조건들에 어긋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파견을 행한다.
이러한 하도급 구조에서 실제 ‘코딩작업’을 하는 주체는 영세 SI 업체
들을 매개로 일감을 받는 프리랜서 개발자들(F)이다. 면접조사를 통해서
프리랜서 SI 개발자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첫 번째 집단은 ‘진성’ 프리랜서 개발자다. 이들은 경력 15년 차 이상
의 고숙련 개발자들로 1990년대 말 인터넷 서비스의 대중화와 소위 벤처
붐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에 속했다. 이들의 입직서사에서 두드
러진 점은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코딩이 재밌어서 별다른 고민 하지 않
고’ 개발자 경력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자
발적으로 ‘날밤 새가며 책이랑 인터넷 뒤져가며 개발하던’, 소위 ‘코딩에
미쳐 있었던’ 경력 초기에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과 개발 노하우를 습
득했고, 당시에는 개발인력풀이 작았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수준의 숙련
을 통해 ‘기술적 지대’를 선점할 수 있었다. 즉, 이들은 숙련개발행위를 노
동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 활동으로 보기보다는 소
명 또는 정체성의 일부로 당연시했다. 비슷한 시기에 개발업무를 시작한
이들 중에서는 스타트업 분야로 진출해 기술적 지대의 실현을 극대화한
사례들도 있었다. 반면, ‘큰 욕심 없이 평생 코딩이 하고 싶어’ SI 업종에
남은 이들은 숙련의 실현을 위해 하도급 업체를 통해 일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두 번째 집단은 형식상 파견 개발자로, 파견업체와 고용관계를 맺
고 있지만 사실상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저숙련 개발자들이다. 이들은 국
비지원 교육기관을 통해 최소한의 코딩 숙련수준을 가지고 파견업체를
통해서 SI개발자 경력을 시작한다. 이후 SW 개발인력을 외부노동시장에
의존하는 하도급 구조하에서, 더 많은 일감과 수입을 거두기 위해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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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부터 이른바 ‘프리’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타 업종의 프리랜서
가 오랜 업계 경력을 통해 충분히 숙련을 쌓아 프로젝트 노동시장에서 경
쟁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고숙련 전문직 집단을 가리킨다면, SI 숙련형
성체계에서는 저숙련 프리랜서들이 다수를 구성하는 특이점을 보였다.
작업장 수준에서 나타나는 SI 가치사슬의 특이점은 [그림 4-1]에도 나
타났듯이 다양한 고용계약하에서 일하는 개발자들이 하나의 사업장(주로
발주처 사업장)에서 협업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상주개발 관행
때문인데 뒤에서 설명할 발주사들의 전문성 부족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
다. 발주사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시스템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
한 채로 프로젝트를 발주한다. 따라서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보안 이슈를
내세우지만,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요구사항을 수시로 변경 또는 추가하
기 위해 개발자들을 자신의 사업장에 두는 것을 선호한다. 즉, 상주개발
관행은 발주사나 원청업체가 도급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개발자나 중소 SI
업체의 직원에 지휘ㆍ명령을 한다는 점에서 위장도급의 문제로 이어진다.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 문제에 더해, SI산업에서 최근 다시 문제가 되
고 있는 ‘반프리’ 계약은 가치사슬 내에서 SW 개발 당사자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불법파견으로 인한 노동조건 및 품질 저
하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정부는 공공 SI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정규직 개발자들을 채용하도록 규정한다(소프
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고용 없이 인력소개업체 역할만을 하고
있는 영세 하도급 업체들의 폐해를 막고 다단계 하도급을 막기 위한 대책
이었다. 하지만 업체들은 반프리 계약을 통해서 이를 우회한다.
[그림 4-2]는 2017년 12월 산업은행의 차세대 프로젝트 과정에서 과로
사를 당한 개발자의 반프리 계약서를 보여준다. 왼쪽은 최저임금 수준인
1,920만 원 연봉에 4대 보험, 퇴직금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오른쪽은
프로젝트 이름과 기간 및 변동가능성, 별도의 금액이 적힌 프리랜서(용
역)계약서다. 이러한 반프리 계약을 맺게 되면 말 그대로 프리랜서이면서
동시에 하청업체(대원씨앤씨) 소속의 정규직이 된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
한 규제를 피해 가기 위해 원청과 하청업체들이 펼치는 일종의 꼼수이지
만,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지역에서 업체로 옮길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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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SI 반프리 계약서

자료 : IT 노조 근로계약서.

점에서,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
에 받아들이게 된다.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숙련실행목표는 명확했다. 정해진 납기일 안에
‘어떻게든 돌아가기만 하는’ 시스템을 납품하는 것이었다. 특히, 고숙련
개발자일수록 납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자연스레 코딩의 완결성 같은 SW개발자
의 전통적인 숙련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노동조건에 처
하게 된다. 한 프리랜서 개발자의 면접조사내용은 이를 잘 보여준다.
“프로젝트 들어가 보면 엉망입니다. 3개월 남았는데 돼 있는 건 거의 없다
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일단 돌아가게는 하고 나오는 게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죠. 상처가 곪았는데 그걸 다 도려낼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일단 그게 안 보이게 반창고만 붙여 놓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
나면 반창고가 떨어지고 그 상처가 또 곪아 터질 거예요. 하지만 그건 이
딴 식으로 판을 만들어 놓고 돌리는 업체들 때문인 거죠.”

물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발주처나 원청업체들은 코딩의 완성도를 바
탕으로 결과물을 평가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
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추구할 유인이 없다. 반면,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
할 때 감수해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은 명확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
나는 오류만을 해결하는 ‘바로잡는’ 데 그친다. 이러한 관행을 묘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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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련 개발자들은 ‘땜질한다’, ‘돌아가게만 해 놓고 나온다’는 표현을 자
주 사용했다.
이러한 숙련실행목표와 관행은 SW개발자로서의 전문직 정체성 실현
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노동의 성과물로부터 개발자들을 소외시키
는 결과를 낳았다. 면접참가자들은 어떤 현장에서 얼마나 고되게 일을 하
였는지는 상세히 묘사했지만, 어떤 앱이나 시스템이 자신의 작품인지 자
부심을 가지고 말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반대로,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스타트업 가치사슬로의 이동을 고려하는 이들이
많았다. 다음 소절에서는 이러한 숙련형성체제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
하고 있는 숙련 측정 및 보상제도에 대해서 살펴본다.

3. 정부주도의 숙련측정 및 보상
2000년대 중반부터 공공부문 SI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개발자의 숙련을
최종학력과 근무연수에 따라 초․중․고․특급으로 나누는 ‘등급제’, 그리
고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등급별 인원수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비를 추정
하는 맨먼스(Man-month) 방식이 숙련측정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 SW기
술자 등급은 <표 4-3>에 정리한 것처럼 8등급으로 분류된다. 분류기준
은 경력과 자격 보유여부이다.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고교
졸업자 수준의 기능사(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대학 이상의 기사(정
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와 산업기사(정보처리, 사무자동
화, 정보보안) △대학원 이상의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로
나뉜다.
SW기술자 등급제가 도입된 배경은 단가경쟁으로 치닫는 하도급 구조
속에서 개발자들에게 적정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등
급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화사업 예산 책정의 근거로 사
용됨으로써 가치사슬에 뿌리를 내렸다. 이후 민수 SI 시장에서도 폭넓게
쓰이기 시작했는데, 파견개발자들의 숙련수준을 측정할 만한 전문성이
없는 발주처들에게 그것을 정량화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를 제공했기 때
문이었다. 개발자의 학력, 근무연수(경력), 자격증 보유여부로 등급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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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표준임금 적용을 위한 SW개발자 분류 기준 및 평균임금
인원
(명)
기술사

기술자격자

348 기술사

평균임금
(M/M, 2017년 기준)
9,414,309

특급기술자

17,531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SW기
술분야 경력자

8,134,214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SW기
10,302 술분야 경력자
박사학위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취득자

6,351,342

중급기술자

기사 자격 취득한 자로 3년 이상 SW기술
분야 경력자
산업기사 자격 취득한 자로 7년 이상 SW
10,533
기술분야 경력자
기사자격 취득한 자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SW기술분야 경력자

4,981,725

초급기술자

13,939

기사자격 취득한 자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한 자

3,979,456

고급기능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
상 소프트웨어 기능분야에서 일정기간 경
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90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
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976,456

중급기능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235
소프트웨어 기능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
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297,592

초급기능사

211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390,211

자료입력원

174

2,370,347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2018).

여한 후 등급별로 필요한 인력을 계산해 프로젝트 비용을 산정하는 맨먼
스 방식이 제도화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SI산업의 임금체제는 일
견 숙련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 표준으로 기능하는
숙련등급이 존재하고, 등급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자의 인건
비가 차등으로 책정된다. SW개발자가 하위등급에서 상위등급으로 올라
가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업무경력과 함께 특정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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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독일의 숙련형성체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초기
업적 숙련평가 및 보상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서술한
SI 노동시장의 특징과도 조응한다. SI개발자들의 노동 및 작업체계는 프
로젝트형 노동시장을 통해 조직되기 때문에 높은 유연성을 보이고, 작업
내용 역시 프로젝트 발주처의 조직특성과 요구조건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과업의 집합으로서 직무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자들과 그들의 이해대변체들은 지속적으로 현 SI산업의 숙
련 측정 및 보상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전통적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체계가 전문성을 가
지고 창의적 작업을 해야 하는 SW산업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보
다 근본적으로, 하도급 가치사슬의 하위에 위치하는 SW개발자를 보호한
다는 취지의 제도를 가치사슬의 상위에 위치한 원청업체들의 사업자 협
회가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았다. 특히, 고숙련 개발자
들은 사용자들 사이의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그들의 숙련에 대
한 보상수준의 상한선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인식했다. 20년 경
력의 프리랜서 개발자는 아래와 같이 등급제에 대한 인식을 밝혔다
“소프트웨어 등급제가 사실 처음의 목적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
리를 해주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은 아무
도 좋아하지 않아요. (…) 20년 넘는 경력이 있어도 기업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초급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러해서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면 그래
이거를 만들어줄게. 그래서 KOSA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거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집단이죠. 초반 목적
은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너희가 자격증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자격증
을 증명해줄게’라고 시작했을 텐데. 회사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정해줄게,
확인해줄게, 이런 식으로 주객전도가 된 거죠.”

개발자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도 등급제가 숙련측정에 있어서 세부
적인 직무연관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선의 의지를 보여 왔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SW기술자 등급제 자체는 2012년 11월에 폐지되었
고,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NC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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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한 ‘IT산업역량체계(IT Sectoral Qualification Framework, 이
하 ITSQF)’로의 전환을 공식화하였다.16) 하지만 ITSQF 역시 대회수상
경력 등 몇 가지 항목을 추가로 고려하고 직무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
할 뿐 개발자들의 속인적 숙련을 정량적 기준으로 평가해 등급화하고 거
기에 따라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기존의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 개선안조차도 가치사슬에 착근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의 등급제를 바탕으로 한 숙련의 교환과 보상은 여전히
강력한 관행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17)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사업비 책
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투입인력 기준 사업대가 산정방식(맨먼스 방식)으
로부터 프로젝트 요구사항들의 난이도와 업무량을 점수로 측정해 사업비
에 기능점수(functional point) 제도로의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18) 간단한 프론트엔드 업무가 가
능한 개발자는 초급으로 월 400만 원 전후, 백엔드 작업이 가능한 프론트
엔드 개발자는 중급으로 월 500만 원 전후, 끝으로 7～10년 차 경력을 가
진 풀스택 개발자는 고급으로 월 600만 원 전후의 인건비를 책정하고 각
등급별로 필요한 인력을 계산해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과정은 현 시점에
도 지배적 관행으로 작동하고 있다.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SI 숙련형성체제의 성격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5소절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제도적 변
화를 적극 수용하고 담지할 수 있는 집단적 주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잠재적인 변화의 주체들, 즉 현 숙련형성체제 내
부에서 구조적 힘의 불균형에 놓인 행위자들은 분절된 이해관계를 가진
채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현 체제 속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
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 예컨대, 낮은 이윤율과 상시적 도산의 위험에 놓
인 영세 SI 업체들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했고, 그 결과 확산된 것이 ‘경력 뻥튀기’라는 관행이다. 아래의 온라인 커

16) ZDNet Korea(2016. 12. 15), ｢
SW기술자 역량인정체계 바뀐다｣
.
17)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2018. 4. 19), ｢
SW기술자등급 폐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주세요｣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5936, 접속일자 : 2019. 11. 9.
18) ZDNet Korea(2017. 12. 19), ｢
SW 아직도 왜?… 실행력 부족이 주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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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 글은 경력 뻥튀기 관행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
“SI 파견업체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다 사람을 보내준 후 고액 수수
료를 받아먹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 고액수수료는 상당해서 아무리 막
입문한 경력 없는 초짜라도 3년 차 이상으로 경력을 위조한 다음 1인당
300만 원의 단가를 받는다면 이 중 100만 원 이상을 파견업체가 떼간다.
말 그대로 앉아서 돈 버는 장사다. 막상 파견 나간 개발자는 초보임에도
뻥튀기 된 경력으로 인해 현장에 나가게 되면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
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과, 일하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르는 것들만
나오는 막막함 속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눈치에 자괴하게 된다.” (온라인
개발자 커뮤니티(OKKY) 포스팅, ｢
it 국비지원을 수강하기 전 유념해야
)
될 사실｣

앞서 언급한 초급(400만 원), 중급(500만 원), 고급(600만 원)이라는 통
상적인 기준은 발주사나 원청업체들이 하도급 SI 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된다. 하도급 업체들은 여기서 수수료를 제하고 개
발자들에게 임금 또는 재하도급 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수수
료만으로는 충분한 이윤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SW개발자 등
급표 기준 미숙련 초급 개발자들을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중급 또는 고급
개발자에 준하는 인건비를 상위행위자에게 청구한다. 위의 게시글에도
나타난 것처럼 경력 뻥튀기 관행은 미숙련 개발자들을 작업장에서 소외
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현업경험이 없는 미숙련 개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2,000만～2,500만 원
의 연수입을 거둘 수 있는 파견 SI 개발 업무는 거절하기 어려운 취업기
회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경력 뻥튀기를 위한 ‘투입물’
로 영세 SI 업체에 취업을 하게 된다. 실제, 국비지원교육과정을 담당하
는 학원들은 90% 이상의 취업성공률을 자랑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이
를 유지하기 위해 파견 SI 업체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된 거에는 정부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안 된다
고 만만한 게 IT라고 국가지원 학원 기준도 없이 미친듯이 늘리기만 하고
학원들은 실적 올리려고 자기네 수업 들으면 100프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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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살 구슬려서 보도방 꼽아주고, 이런 상태인데 정부에서는 나 몰라라 계
속 학원들만 늘리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IT노조 게시판 게시물,
｢
SI는 99%가 경력 속여서 파견 보냅니다｣
, 2016. 2. 24.)

경력뻥튀기를 통해 파견된 저숙련 개발자들이 프로젝트를 떠맡는 기간
이 길어질수록 파견업체는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 프로젝
트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되는 고숙련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짧아진 개발
시간에 쫓겨 높은 노동강도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이해
관계의 상충은 두 개발자 집단이 노동자 또는 전문직으로서 공동의 정체
성을 개발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인터뷰와 커뮤니티 게시글
에서 고숙련 개발자들은 경력 뻥튀기의 주체인 영세 SI 파견업체뿐만 아
니라, 거기에 투입되는 미숙련 개발자들을 그들의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묘사하며 경멸감을 표현했다. 이어지는 소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두
집단이 거시적인 숙련체제를 보는 이질적 시각과 거기서 불거지는 개발
자 집단 내부의 갈등을 그들의 경력서사를 통해 분석한다.

4. SI 숙련형성체제의 미시적 동학 : 개발자 경력서사
SI 산업 숙련형성체제의 미시적 동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개발
자들 사이에 떠오른 지배적 경력서사(master career narrative, 이하 MCN)
를 분석하였다. MCN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개인 개발자들이 제도
적 구조를 어떻게 집단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응하는지, 이어서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경력의 이정표(career milestone,
예를 들어 숙련단계) 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LaPointe, 2010; Trethewey, 2001). SW개발자들 사이에 자리 잡은
MCN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개발자 온라인 커뮤니티들이었다.
구체적으로, 신입개발자들의 경력상담 게시물과 댓글로 달리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MCN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단위로 삼
았다. 한편 댓글에서 벌어지는 토론과 논쟁은 주변화된 경력서사를 확인
할 수 있는 담론적 공간이기도 했다. MCN 분석의 또 한 가지 장점은
SW산업의 이질적 숙련형성체제들이 개발자들의 경력서사 맥락에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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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하게 서로를 호출하는 중첩성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에 대해서는 다른 두 개의 숙련형성체제를 설명할 때 더 자세히 기술하도
록 하고, 우선 여기서는 SI 숙련형성체제의 MCN에 초점을 맞춘다.
개발자들 사이에 더 높은 정당성을 가지는 MCN은 역시 경력 20년 이
상의 고숙련 개발자들의 경력서사였다. 그들의 경력서사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SW개발을 시작하게 된 ‘자연스런’ 계기, 또는 ‘순수한’ 동기
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의 CTO 또는 SI 업체의 팀장급으로 일하고 있는
경력 15년 차 이상의 고숙련 개발자들은 ‘어떻게 SW 개발자가 되었나?’
라는 물음에 한결같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거슬러 올라가는 서사를
구성했다. 아버지 또는 형이 20～30년 전에는 고가였던 가정용 컴퓨터를
구입해서 또래의 친구들보다 먼저 게임이나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학전공도 전산관련학과를 택하게 되었다는 흐름의
서사였다. 이러한 서사 속에서 청소년기에 가졌던 컴퓨터에 대한 흥미는
대학시절 선후배들과 함께 취미 삼아 온라인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만
드는 재미로 이어졌고,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불었던 벤처붐
을 타고 SW개발자로 경력을 시작하면서, 코딩과 디버깅을 통한 문제해
결의 보람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했다. 많은 이들은 SW개발자 이외에 다
른 직종은 고려해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입직동기 또는 계기는 개발자 경력서사에 내적일관성을 제공했
다. 입직서사는 개발자들로 하여금 SW 개발 업무가 천직(calling)이라는
생각을 강화하게 했고 이러한 확신은 그들이 SI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프로젝트를 완료한 성취감, 그 와중에 느끼는 개발자로서의 성
장 등의 노동의 주관적 측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데 기여했다. 내적
일관성에 더해 입직서사의 보다 중요한 기능은 숙련개발자들에게 외적차
별성을 부여한다는 점이었다. SW개발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재미와 보
람’을 동력으로 SW산업의 열악한 상황을 헤쳐온 내집단이 서사의 한편
에 위치한다면, SW개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 없이 국가지원 단기교
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비전공 학원출신19)’ 개발자라는 외집단이 서사의
19) 각종 개발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비전공 학원출신’은 전산전공을 이수하지 않
고, 다른 직종에 종사하다가 SW개발자로 전직한 이들을 일컫는 용어로 널리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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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에 위치해 있었다. 아래의 포스팅은 입직서사를 통한 외적차별화
를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전혀 동떨어진 전공의 사람들이 정부 실직자 구제
프로그램 6개월 단기 속성 과정으로 소위 "개발자"라고 하며, SI 업계에 대
량으로 풀리는 것이 너무 싫다. 이런 사람들이 몇 년 이 바닥에서 굴러 먹다
가 얻은 얄팍한 지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개발방법으로(유지보수를 전혀 생
각지 않는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생성하는) 끊임없는 야근꺼리
를 생성하는 "프로그래머"라는 사람들이 너무 싫다. 그네들과 같이 몇 년
차 범주에 묶여 연봉협상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는 이런 현실이 너
무 짜증난다.” (온라인 개발자 커뮤니티(OKKY) 포스팅, ｢
난 학원 출신의
, https://okky.kr/article/76024, 접속일자 : 2019. 11. 9)
프로그래머가 싫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이 시작된 계기로 지난 2000
년대 초반에 불었던 자바개발자 양성 열풍을 들었다. 당시, 국내외에서
자바(JAVA) 언어 기반 시스템으로의 이전 수요가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국내에 자바 개발자는 턱없이 부족했다. 구인난이 심각해졌고, 정부와 기
업이 앞다퉈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SW개발자로의 입직통로가 대
중화되었다.
반면, 기존 개발자들은 이를 직종 전문성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실제, 수십만 명의 학원 출신 자바 개발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발주처와
원청기업들은 프로젝트 단가를 낮췄고 전반적인 개발자 수준은 떨어지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이들 비전공-학원출신 개발자들이 앞서 서술한 ‘경
력뻥튀기’ 관행에 사실상 공범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그
들의 경력서사는 출발부터 비윤리적인 것으로 각인되었다. 이런 측면에
서 MCN은 학원출신 개발자들을 주변화하는 담론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아래의 커뮤니티 게시글은 비전공 개발자 본인조차도 인정할 정도로 지
배적 서사와 주변적 서사의 정당성 차이가 확연함을 보여준다.

이고 있었다. 많은 내러티브 상에서 ‘비전공 학원출신’ 위에 ‘비명문대 출신 전공
자’, ‘명문대 대학원 전공자’ 등이 일종의 계층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숙련형성의
맥락에서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더 상세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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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보면 종종 듣게 되는 것 중 하나가, ‘학원출신 인력들로 인해 전공
으로 나온 인력들까지 고생한다’입니다. 학원출신 입장에서 보면, 일부 수
긍하여 죄송스런 맘도 없잖아 있고 어떤 면은 반박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
데…. 저도 학원출신이지만 일부 학원출신분들의 참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전공출신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리할 걸 빤히 아는 만큼 경력 부
풀리기에 별다른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제법 된다는 것. (…) 이런 부류
가 '전공자랑 별 차이도 없는데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런 쪽은 쳐내야 한다고 보지만 이외 학원출신까지 매도당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포스팅, ｢
학원출신 IT개발자
로써, 어그로 끌어봅니다｣
, www.clien.net/service/board/park/1570464, 접
속일자 : 2019. 11. 9)

이런 맥락에서 지배적 입직서사는 정부 주도의 SW개발자 양성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재생산해 왔다. 2000년대 초반 자바 개발자 양성을
필두로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빅데이터 아카데미, 화이트해커 5천 명
양성을 위한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과정, 그리고 최근의 딥러닝과 블록체
인 전문가 양성프로그램까지, 정부는 업계에서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분
야의 교육프로그램이나 기관을 직접 꾸리거나 민간 교육과정을 독려하고
지원해 왔다. 지배적 입직서사에서 이러한 정부주도의 SW 인력양성 정
책은 능력부족의 인력만 양산해 기존 개발자들의 노동시장 가치를 떨어
뜨리는 주원인으로 기술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숙련 왜곡 및 노동시장 왜
곡은 보다 근본적으로 SW개발자의 전문가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전문가
커뮤니티를 붕괴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예를 들어, 한 개발자
가 IT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SW산업의 문제를 진단했다.
“학생들이 SW개발자를 기피하는 현상은 형편없이 떨어진 개발자에 대한
처우와 SW 자체에 대한 사회경제적 인식이 얼마나 저열한가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SW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그
것을 개발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가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다”20) 같은 맥락에서, 전산과 출신의 인터뷰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매년
줄어드는 모교 학과 지원자들의 수를 언급하며 일부 몰지각한 ‘비전공 학
20) ZDNet Korea(2013. 7. 15), ｢
싸구려 30만보다 진짜 3천 명을 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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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출신’들이라는 ‘악화’가 프로그래밍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는 ‘양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표현했다(엔지니어 K).
반면, 지배적 경력서사로부터 주변화된 비전공-학원출신 개발자들은
그들이 취한 입직경로의 비정당성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고숙련 개발자
들의 경력서사에 대한 동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그들은 SI
의 지배적 경력경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방식으로 고숙
련 개발자들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파견업체를 2～3년 내에
벗어나 프리랜서로서 숙련을 쌓은 후 궁극적으로는 SI산업을 벗어나, 개
발자로서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ㆍ물질적 인정을 누릴 수 있는 스타트업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향했다. 관련하여 개발자들의 온라인 커뮤니
티나 개인 블로그에 아래와 같은 ‘SI 탈출 가이드’, 또는 ‘SI 탈출기’가 많
이 공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I 시장에는 제대로 된 멘토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대부분 SI 동네의 시
니어들은 커리어나 처우 때문에 고민 중인 사람 설득해서 퇴사 못 하게 하
는 게 일반적입니다. 같은 우물 속에서 살아가는 개구리는 다른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대신에 이런 이야기나 해줄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사람 뽑아줄 거야. 다음 번엔 편한 곳으로 보내줄게. 연봉 때문에 이직하겠
다고?! 그깟 푼 돈 차이 나중에 다 따라잡힌다.” 사기입니다. 당신이 낡은
코드를 재생산하며 매너리즘에 빠져 방황하는 순간에도, 실제 개발 세계에
서는 주말에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트렌드, 도구, 언어 등을 듣고 모르는 것을 하나씩 배워 나가세요.”
(hwang.gg 블로그, ｢
SI 탈출가이드｣
, http://blog.hwang.gg/20190508/, 접
속일자 : 2019. 11. 9)

즉, SI 탈출기는 지배적 경력서사에 대한 일종의 대항서사로 저숙련～
중숙련 개발자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면접조사에 참가한 젊은 개
발자들은 ‘SI 탈출’의 적절한 시기로 6～7년 차를 주로 언급했다. 그것보
다 늦어지면 ‘SI 쪽으로 머리가 굳어지기 때문에” 창의성과 유연한 사고
방식을 요구하는 스타트업의 문화에 적응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실제 스타트업으로의 이동에 성공하는 인력들은 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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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그치고, 남은 인력 중 상당수는 경력발전의 불확실성 혹은 과도한
노동강도로 SI개발자 경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는 어떤가? 한숨만 나오는 분야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의 이탈을 막을
만한 명분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규인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잘 챙기지도 못합니다. 일은 좀 힘들지만 페이가 높아 할 만한 것도
아니고 을이지만 갑보다 기술적으로 경험적으로 위에 있어서 큰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을 잘하고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내니 남들보
다 먼저 퇴근할 수 있는 구조도 못 됩니다. 그러니 이탈이 많을 수밖에 없
고, 앞으로도 그래 보입니다.” (온라인 개발자 커뮤니티(클리앙) 게시물, ｢
직
업 SI 8년 사용기｣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5055512, 접
속일자 : 2019. 11. 9)

요컨대, 큰 폭의 숙련격차 속에서 고숙련 개발자들은 미숙련 개발자들
을 경력뻥튀기라는 전문직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 관행의 공모
자이자 자신들이 감내해야 하는 높은 노동강도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
했고, ‘SW개발자’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에 반감을 보였다. 한편, 후
자 역시 전자를 역할모델로 생각하기보다는 ‘SI 탈출에 실패한’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개발자 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러한 정체성
및 경력서사의 분리는 이질적 노동시장 또는 고용형태라는 물질적 기반
과 연결돼 있었다. 즉, 앞서 서술한 대로 같은 작업장에서 나란히 앉아 코
딩을 하지만 고숙련 개발자들은 독립적 프리랜서로, 저숙련 개발자들은
파견노동자 또는 종속적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상황은 공통의 불만사항
을 만들어 나가는 데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했다. 공통의 직종정체성의 결
여는 이들이 집단적 이해대변체를 결성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드러났다.

5. 저숙련 체제의 재생산
이상에서 숙련형성체제의 구조적 조건들과 그 안에 나타난 SI개발자들
의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구조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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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속에서 우리나라 SI산업의 저숙련 균형이 재생산되는 과정을 살
펴본다.
먼저, 공공기관과 금융업체 등의 발주처들은 SW 개발인력을 내부노동
시장에서 배제하면서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확
하게 기술할 수 있는 능력조차 잃어버리게 된다. 발주업무조차도 수주업
체인 대형 SI 업체로 사실상 외주화되면서 나타난 문제는 업무에 정통한
현업 사용자가 시스템 요구사항 도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진
것이다. 아울러 경쟁입찰에 대형 IT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는 현업부서
인력들이 아닌 외부의 전문인력들, 주로 대학교수들이 평가한다. 자연스
럽게 현업의 업무흐름 또는 직무분석보다는 입찰단가와 같은 정량화가
쉬운 항목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인터뷰에 참가한 거의 모든 이해당
사자들은 이견 없이 낮은 발주품질, 특히 현업의 요구조건을 반영하지 못
한 시스템 발주를 SI 가치사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했다.
“발주자가 당사자인데도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해요. 전문성이
없다 보니 컨설팅을 받아서 제안서를 내기는 하지만 제안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담당자한테 물어도 답을 못 하고, 그 항목들이 무조건 들
어가야 된다고만 해요. 발주 자체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전문
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상적인 발주를 내줘야 합니다.” (경력 8년 차 개발
자. 국회사무처, 2013: 61)

현업의 사용자는 시스템이 납품된 후에야 불만을 토로하는 형태로 SI
프로젝트에 개입하게 된다. 결국, 실제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명확하지 못한 요구사항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시스템을 개
발하고, 납품 이후에는 그러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유지ㆍ보수업무에
시달리게 된다.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문제는 프로젝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물의
질을 확인하는 검수능력 부족과 짝을 이룬다. 그리고 이는 아이러니하게
도 영세 인력파견업체들이 ‘인력장사’를 통해 계속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영세파견업체가 숙련 부풀리기로 파견한 초급개발
자의 숙련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또는 프로젝트 종료가 임박해 임시변통

제4장 한국 SW산업 숙련형성체제의 다양성 133

으로 완성해 내는 결과물의 품질을 구별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전문성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결과물은 곧 또 다른 프
로젝트를 발주해야 하는 필요성을 낳고 이것이 관행처럼 반복되면서 시
스템은 일회용 소모품처럼 최저가에 발주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그 안에
포함되는 개발자들의 인건비도 계속 떨어진다. 이는 발주처와 원청기업들
이 SI 개발업무를 저숙련ㆍ노동집약적 업무로 바라보는 인식을 강화한다.
“기술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고용을 해서 파견 보내야 프로젝트
품질도 좋아지고, 우리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정도 받고요. 지
금은 (발주처가) 아무나 데리고 와서 아무나 쓰는 마인드로 고용을 하니
까 부품 취급을 합니다." (국회사무처, 2013: 43, 부록 1. 프리랜서 IT노동
자 집단 인터뷰 녹취록)

하지만 기술의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
높이가 높아지면서, 발주 전문성 약화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 SI 프로젝트에서 반복되고 있는 ‘차세대 프로젝트’의 실패는 그
단면을 잘 드러낸다. 차세대 프로젝트란 “빅뱅 방식, 즉 완전히 새롭게 시
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칭할 때 쓰는 수사”21)다. 반복적으로 나타
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수동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자원을 집중해서 시스
템을 차세대 IT 환경에 맞게 전환함으로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
하는 것이 빅뱅식 개발방식의 접근이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웹(Web) 기
술을 이용한 인터넷 뱅킹에서 스마트폰의 앱을 통한 모바일 뱅킹을 거쳐
최근의 핀테크(fintech) 기술로 이어지는 기술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러
한 기술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는 차세대 프로젝트에는 보통 1,000명 이상
의 프리랜서 개발자가 투입된다. 하지만 하나의 성공사례가 책으로 출판
될 만큼 성공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고 대부분의 차세대 프로젝트는 실패
로 돌아간다.22)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SI개발자들의 과로사
역시 대부분 차세대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했다. 많은 개발자들은 금융
권 SI 프로젝트의 반복되는 실패사례를 2017년 서비스를 시작해 금융권
21) 디지털데일리(2015. 8. 12), ｢
금융 차세대 IT… 혹평받는 ‘빅뱅’의 반전｣
.
22) CIO Korea(2018. 3. 2), ｢
차세대 프로젝트는 원래 다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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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돌풍을 일으킨 카카오뱅크의 사례와 대비했다.
“내 또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겐 짜릿한 현상이다. 15년, 20년씩 개발을
좋아해 이 일을 해 왔던 이들에겐 도리어 긴 부조리 속에서 기대했던 (당
연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 모르는 대다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다. 모 은행장이 카뱅처
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아주) 조금이라도 알고
있을까? (…) 왜 시중은행은 카카오뱅크처럼 못 하는가? 결론은 단순하다.
외주 개발에 의존하는 은행 IT 운영방식으로는 절대로 카뱅처럼 할 수 없
다.” (PoPit 게시물, ｢
카뱅 신드롬과 차세대 프로젝트｣
, https://www.popit.
kr/왜-시중은행은-카카오뱅크처럼-못하는가, 접속일자 : 2019. 11. 9)

즉, SW 개발인력의 역외주화가 저숙련 체제 재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었고, 실제 현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 비정규
직 노동자 정규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많은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지만 가치사슬 내 다른 행위자들의 소극성 또는 저항으
로 논의가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가치사슬의 하부에서 구조적 힘의 불균형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영세 하도급 업체나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그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
책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조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중소하도급 업체들에게 있어 SI
가치사슬은 진입장벽이 낮으면서도 일감이 끊기지 않고 사업규모를 쉽게
확장할 수 있다는 확실성을 제공한다. 그러한 확실성을 기반으로 이들은
대기업 계열의 SI 업체들의 선례를 좇아 조직의 규모를 늘리고 매출을 늘
리는 것을 추구한다. 지난 2017년에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SI 개발인력
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이들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반발한 가장 큰 이유는
공공 SI 프로젝트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이었다.23) 하지만,
한 개발자의 글은 그러한 조직운영이 어떻게 조직학습을 가로막는지 잘
보여준다.
“고객요구사항을 토대로 약 10억의 금액이 측정되어 보고하면 요구사항은
23) ZDNet Korea(2017. 8. 31),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떨고 있는 SW 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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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고 금액만 반토막이 납니다. 5억이라는 금액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
죠. 그럼 예산관련 부서에서 3억으로 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을 안 하는 게 맞으나… 공고가 올라가면 반드시 참여하는 업체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뒤야… 불보듯 뻔한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
을까요? 저 역시 이건 좀 아니다 싶어 경영진 쪽에 몇 번이나 진행하지 말
자고 얘기를 해봤으나… 돌아오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럼 손가락 빨고 있
을래?" "애들 놀리는 거보단 이거라도 하는 게 좋잖아…." (개발자 커뮤니
티(OKKY) 게시물, https://okky.kr/article/301196?note=1001148, 접속일
자 : 2019. 11. 9)

조직규모의 확장은 사회적 자본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하도급 가치
사슬의 상부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
만 위의 게시글이 보여주는 것처럼 조직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후
에는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수익 SI 프로젝트 수주에 더욱 매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력의 일부를 눈앞의 SI 프로젝트에 투입하지 않고,
패키지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여유자원으로 운용하는 것은 늘 우선순위 뒤
로 밀리게 된다. 패키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데 성공한 한 업
체의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이 그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솔루션 개발하는 데 2년,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 정착시키는 데 3년, 총 5
년 걸린 거 같아요. 그 기간 동안 거기에 투입된 인원들의 매출은 없는 거
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하지만 계속 SI만 하면 미래가 없어요. 개발자들을
오래 두고 싶어도 매년 임금인상을 해줘야 하는데 SI 프로젝트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아쉬워도 내보내고, 회사의 기술력은 떨어지는 거
죠.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봐 왔기 때문에 힘들어도 5년을 버틴 거 같아요."

물론, 중소 SI 업체들이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하
는 것에 가장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은 발주처와 원청업체들의 ‘갑질’
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들이 제시하는 빡빡한 프로젝트 일정
과 잦은 요구조건 변경 그리고 실패에 대한 책임전가는 중소업체들이 프
로젝트를 통해 조직수준의 숙련을 쌓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열
악한 환경에서 패키지 솔루션 SW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대기업들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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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권리를 가로채는 사례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다.24) 이러한 사례들은
중소 SI 업체들로 하여금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성장의 길, 즉 인
력의 파견을 통한 노동집약적 사업모델을 계속 추구하게끔 한다. 이런 맥
락에서 이들 중소 SI 업체 중 상당수는, 구조적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
이익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현 숙련체제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는 제
도적 변화에 반대한다.
끝으로, 가치사슬의 제일 하부에 위치한 프리랜서 개발자들도 저숙련
체제의 재생산 과정에 ‘비자발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온 하도급 업체가 알선하는 SI 프로젝트들을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위치에 있다. 특히, 언제 일이 끊길지 모르다는 프
리랜서로서의 불안정성은 프리랜서 개발자들로 하여금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관계유지를 위해 알선받는 프로젝트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일단 참
여하게 만든다.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이른바 ‘SI 3대 막장’25)이라
고 부를 정도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발주처조차도 새로운
SI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프리랜서 개발자들을 모으는 데 별다른 어려움
을 겪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프로젝트에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몇
안 되는 고숙련 개발자 중 한 명은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저는 프로젝트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나오는 건 일단 거릅니다. 그건 이미
문제가 발생한 프로젝트에 땜방하러 들어가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들
어가면 몸이 다 망가져 나와요.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런 프로
젝트는 확실하게 거부해야지 그런 관행이 없어지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
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참가자 #34)

논쟁적인 성격을 띠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예외적으로 개발자
들이 이견 없이 동의한 명제는 ‘SI 일감이 떨어질 일은 없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은 이를 몇 안 되는 SI개발자 직종의 장점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산업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노동시장

24) 아이티데일리(2011. 11. 30), ｢
대기업 횡포에 속수무책 당하는 중소 SW 업체｣
.
25) 개발자 블로그, ｢
IT 3대 막장 : 금융권, 대기업 시스템에 사고가 터지는 이유｣
,
https://emptydream.tistory.com/3431, 접속일자 : 2019.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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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그나마 SI산업은 행위자성을 발휘해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
는 영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아래의 글은 SI개발자로의 경력전
환에 대해 묻는 상담글에 대한 답변 중 하나로,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개발자가 40대 되면 관리 쪽으로 많이 빠져서 그 이후에는 치킨집 테크
탄다는 얘기도 요새는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 40대 힘들어도 코딩으
로 쭉 가면 오히려 길이 있다고 봐요. 대기업만 고집 안 하면 중소기업은
괜찮은 코딩인력이 없어서 난리예요. 월급은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대기
업 대리만큼 월급은 줘요. 잘하면 중소기업도 탄탄한 곳들이 있고. 회사 망
해도 개발자들은 찾는 곳이 많아서 남자한정으로는 이직이 쉽고.” (개발자
커뮤니티(클리앙) 게시물, ｢
뒤늦게 개발자의 길에 도전해 보려는데… 어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242870, 접속일자 :
떨까요?｣
2019. 11. 9)

요컨대 많은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한편으로는 하도급 가치사슬의 구조
의 불합리성과 힘의 불균형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체제가 보장하는 낮은 불확실성에 만족하는 양가성을 보였다. 특히,
후자는 이들로 하여금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의심과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
분했다. 따라서 체제의 전면적인 변화가 아닌 체제 내에서의 변화를 추구
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2010년대 초반 협동조합 설립 움
직이었다.26) 하지만, 아래의 인터뷰 내용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도급 가
치사슬에서 내면화한 알선 및 관리업무에 대한 불신은 그러한 시도가 유
의미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일단 누군가는 일을 물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업계 인맥이 넓은
사람을 데려오던, 아니면 참여하는 개발자 중에서 누군가 그 일을 전담해
야 하는데. 문제는 내부에서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걔는 일을 찾아
왔을 뿐이고 실제 개발하는 건 우린데 왜 동등하게 몫을 나눠야 하냐’ 그
런 불신이 점점 커지면 깨지는 거죠. 다들 뒷통수 맞은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니까 신뢰가 낮은 것도 문제고요." (참가자 #31)
26) 한겨레신문(2013. 7. 7), ｢
‘IT 이무기’의 권리선언. 개발자들 협동조합 뭉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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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SI 숙련형성체제의 저숙련 균형

자료 : 저자 작성.

이상에서 논의한 SI산업의 숙련형성체제와 저숙련 체제의 재생산 과정
에 대한 논의를 [그림 4-3]에 도식화하였다. 이어지는 제3절과 제4절에서
는 각각 온라인 서비스 숙련형성체제와 SW 완제품 숙련형성체제를 분석
함으로써, 이번 절에서 다룬 SI 숙련형성체제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논
의하도록 한다.

제3절 스타트업 가치사슬 : 미국식 SW 숙련형성체제

1. 가치사슬 지배자 행위자 : 창업자
한국의 스타트업 가치사슬은 지난 정부가 창조경제의 기치를 내세우면
서 양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3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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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록한 스타트업 투자는 올해는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27)
스타트업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증가하는 것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것
이 아니라,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자본의 이윤율이 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승자독식시장에서 거액의 투자금
에 의지해 적자출혈을 감수하면서 서비스 이용자 수를 높이고, 이를 자산
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공개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본이윤을
실현하는 가치사슬 모형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미국식 SW 숙련형성체제의 주요 행위자들은 크게 투자자, 창업자, 개발
자, 사용자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가치사슬의 고유한 특징으로
정부가 스타트업의 창업 및 생존을 돕는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프로젝
트를 발주하는 주요 행위자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투자자들은 [그림 4-4]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스타트업 성장곡선
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엔젤투자자(Angel Funders), 벤처캐피털
(Venture Capital), 대중투자시장(Public Markets)으로 나눌 수 있다. 엔젤
투자자들은 주로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로 구성되며 스타트업이 이른바
‘죽음의 계곡’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씨앗자금(Seed capital)을 제공한다. 스
타트업은 창업과 함께 시장조사, 제품개발, 제품테스트 등에 초기투자금
을 투하할 수밖에 없는데, 창업 초기에 맞닥뜨리는 시장ㆍ기술ㆍ인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에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 청사진 수준인 사업모델에 투자를 하
는 초기투자자들은 보통 3F(Friends, Family, Fool)로 불리는데, 높은 위
험을 감수하는 만큼 향후 스타트업이 주식상장(Initial Public Offering)에
서 성공할 경우 천문학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분 스타트업의 1차 목표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벤처캐피털로부
터 ‘시리즈 A’의 투자를 받는 것이다.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해
당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이나 서비스가 시장검증을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엔젤투자가 창업 초기에 스타트업이 회사법
인의 형태를 갖추게 하는 데 기여한다면, 벤처캐피털은 본격적인 사업을
27) 전자신문(2019. 10. 27), ｢
9월 신규 벤처투자 3조 원 돌파… 연내 4조 원 돌파, 신기
록 경신 유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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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스타트업 성장곡선 및 투자유치단계

자료 : AptoNova(2014).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공급한다. 벤처캐피털은 모태펀드가 출자한 돈으
로 스타트업에 투자해 수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신의 사업모델
에 따라서 초기 스타트업, 즉 시리즈 A에 투자해서 높은 투자차익을 노리
는 벤처캐피털과 시리즈 B, C, D 등의 시기에 후속투자를 해서 투자금 회
수율을 높이는 벤처캐피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타트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함
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안정적으로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재무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 IPO)라 하고, 이후 투자는 공적인 방식을 띠게 된다.
IPO를 통해서 엔젤이나 벤처캐피털 같은 사적 투자자들은 자본이익을 실
현하게 되고, 오랫동안 일해 온 엔지니어들은 주식옵션을 통해 그간의 헌
신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한편, 비상장 스타트업 중 기업 가
치가 1조 원을 넘어선 기업을 ‘유니콘’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데, 쿠팡,
크래프톤, 옐로모바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엘앤피코스메틱, 위메
프, 지피클럽,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야놀자 등 9곳이 그 목록에 올라 있
다. 이들 유니콘 기업, 그리고 그에 근접한 스타트업들은 실리콘밸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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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과 같은 SW개발자들을 존중하는 조직문화와 높은 보수를 내세우면
서 개발자들에게 어필하고 있고, 이 중 몇몇 기업들은 직접 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하면서 개발자들의 숙련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1%대의 초저금리가 지속되
는 와중에 외국 스타트업들의 성공적인 IPO 사례, 국내의 유니콘 기업들
의 등장,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스타트업 육성의지는 시장의 유동자금을
대거 스타트업 가치사슬로 이끌었다. 좋은 사업모델이나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투자자들과 스타트업
사이의 힘의 추는 스타트업 쪽으로 기울게 된다. 스타트업 가치사슬에서
투자자들은 스타트업의 조직운영방식은 물론 SW서비스나 생산물 설계
에 관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투자자들은 창업자들이 재량껏 투자금을 사
용해서28) 과감한 목표설정과 조직운영을 통해서 조직을 성장시키는 것을
독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후속투자, 더 나아가 IPO를 통해서 그
들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창업자
들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은 ‘급성장’을 조직의 목표
로 삼는다.
스타트업 가치사슬에서 기술숙련에 대한 투자는 매우 높다. 창업자들
의 투자금 지출항목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개발자 인건비
다. 충분한 수의 개발자를 확보해, 빠른 시간 내에 SW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 조직을 성장시키기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구상과 기획만으로 진행되는 엔젤투자 이후, 더 엄격한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획한 대로 웹이
나 앱에서 작동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최소한 4～6
명의 개발자들을 필요로 한다.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 2개월 된 창업자는
인터뷰에서 개발팀 구성과 채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털어놓
았다.
“프런트엔드, 백엔드, UI, 안드로이드, IOS, 프로젝트 리더. 최소한 5명 가

28) 면접조사에 참가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투자금을 태운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
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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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시작해야 하는데, 요즘 쓸 만한 개발자들 뽑는 게 엄청 어렵거든. 결
국 먼저 프로젝트 리더를 뽑고 걔가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팀을 구성하는 형태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스타트업에 누가 오려고 하
겠어. 그러니까 돈을 더 주는 수밖에 없지. 우리는 결국 전에 받던 임금에
서 20% 더 주기로 하고 팀 꾸렸어.”

이는 투자자들과 스타트업 사이의 구조적 역학이 스타트업과 개발자
사이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타트업이 증가하면서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 개발자들의 몸값 역시 상승
했다(스타트업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 더 자세히 서술
한다). 예를 들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개발자 연봉은 3
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29) 스타트업들은 더 안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대형 상장 IT 회사 또는 유니콘 기업과 경쟁하여 인력을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숙련개발자들을 영입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재정적 자원을 투자한
다. 스타트업이 가치사슬의 모델로 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실제로
대형 SI 또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로부터 유니콘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으
로의 숙련개발인력의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전통산업과
는 반대되는 숙련인력들의 움직임으로 스타트업이 IPO에 성공할 경우 개
발자들 역시 대규모의 자본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가치사슬의 특징에 기
인한다. 실리콘밸리의 한 대형 SNS 서비스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개발자
는 이러한 인력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렇게(IPO를 통한 스톡옵션 실현) 성공해서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된
개발자들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스타트업 이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결국은 큰 조직에서 부품으로 돌아가는 월급쟁이일 뿐이잖아요.
스타트업으로 옮기면 더욱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회사가 잘 풀
리면 30대에 은퇴하고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잖아요. (…) 한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VC 중에서도 개발자 출신들이
상당수 있다고 들었어요.”

스타트업 가치사슬과 SI 가치사슬의 차이는, 후자의 경우 기업규모에
29) 한국경제신문(2019. 3. 6), ｢
귀한 몸 모셔오자… 뺏고 뺏기는 ‘SW 개발자 쟁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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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요구하는 숙련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분절된 노동시장이 나타난
반면, 전자에서는 각기 다른 규모를 가진 기업들이 하나의 노동시장에서
숙련개발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다. 치열한 인력경
쟁에 직면해 대규모의 개발자들을 필요로 하는 대형 스타트업 또는 IT
대기업들은 가치사슬 내 숙련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
로, 음식 배달서비스 앱인 ‘배달의민족’ 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017년부터 ‘우아한 테크캠프’를 열고 있다. 8개월간 30～40명 규모로 진
행되고 이 중에서 절반 정도를 채용한다. 마찬가지로 배달 앱인 ‘요기요’
를 서비스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도 잠재력이 높은 개발자들을
선점하기 위해 16주 과정의 ‘루키히어로 인턴십’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 프로그램 ‘머신러닝 스터
디 잼’ 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연간 만 명 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개별 개발자의 숙련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타트업
들의 조직학습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개발자들이
더 높은 숙련기회와 임금을 찾아서 이직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의 대표나 CTO는 기술문서와 같은 형식지를 남겨놓을 것을 개발자들에
게 요구하지만, 개발기간의 단축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개발문서를 남기
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관련하여, 조직수준의 학습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스타트업 개발자들 사이에 만연한 개인주의적,
능력주의적 문화를 들 수 있다. 개개인 개발자들의 능력을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선발하는 방식은 역설적으로 그들 사이의 협업을 가로막는 요인
으로 작동한다. 결국, 개발자들이 이직함과 동시에 서비스나 제품에 관한
숙련의 상당부분이 사라지게 되고, 업체들은 서비스 개발 및 유지보수 작
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끝으로, 조직수준의 숙련이 형성되지 않는 이유는 가치사슬의 특징과
도 관련이 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시장에 내놓은 서비스에 대한 사용
자들의 초기반응이 우호적이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개선하기보다
는 조기에 종료시키고 새로운 서비스 구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문제
는 이럴 경우 이전에 서비스를 함께 개발했던 단위-프로젝트 리더(PL),
프로젝트 매니저(PM), 디자이너, 개발자–는 보통 해체된다는 점이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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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개발하고 공개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들은 각 구성원들의 개별화된
암묵지로만 남게 된다. 이러한 조직수준의 학습의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를 함께 개발한 팀 구성원들을 통째로 영입하는 인재인수(acquihire)
와 같은 공격적인 인력확보전략이 역시 실리콘밸리를 따라서 한국의 대
형 스타트업 사이에도 유행하고 있다.30) 이어지는 소절에서는 이러한 가
치사슬의 거시적 구조를 상호작용하는 개발자들의 미시적인 노동시장 행
동 및 숙련전략들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SW 개발주체 : 불안정 내부노동시장 개발자
스타트업 가치사슬에서 개발자들은 보통 한 기업과 고용관계를 맺고
SW 서비스나 제품 개발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스타트업 창
업자들은 조직의 성장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는 것
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하우스 개발을 선호
한다. 내부노동시장을 통한 개발은 가치사슬 생산물의 특징과도 관련이
있다. 은행의 온라인 뱅킹앱이나 공공기관의 온라인 서비스와 같은 SI 가
치사슬의 생산물의 개발과정은 ICT 기술에 친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의 사
용패턴까지 고려해서 개발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조건이 일정 정
도 표준화돼 있고, 안정성을 중시하며 보수적인 접근을 취한다. 스타트업
가치사슬에서 일하는 개발자들은 SI 가치사슬이나 SW 완제품 가치사슬
의 개발과정을 제조업과 같은 전통산업에서 나타나는 워터폴(Waterfall)
방식에 비유했다. 즉, 발주처나 원청업체의 사전 계획 및 승인-작업 순서
결정-분업으로 이어지는 인력의 효율적 운용에 초점을 맞춰 SW를 개발
하는 방식이다.
반면, 스타트업 가치사슬 생산물은 ICT 기술에 익숙한 40대 이하 대중
으로 주 사용자층을 설정하고 이미 출시된 서비스들과 차별화하는 독창
적인 요소들을 개발의 초점으로 삼는다. 아울러, 개발과정에서 잠재적 사
용자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서비스의 세부특징을 정의해 나가는 경우가

30) 조선일보(2016. 4. 11), ｢
‘사람이 재산’… 인재 모셔오려 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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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이러한 생산물의 특징에 맞춰서 가치사슬에서 이상적인 SW 서비
스 생산과정으로 떠오른 것이 애자일(Agile)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은 우
선순위 변화, 고객들의 요구사항 변화, 개발 기술의 변화 등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실행 중심의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운영을 목
표로 한다. 이는 아웃소싱보다는 인하우스 개발을 전제로 하며 개발자에
게 창의성, 즉흥성, 적응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숙련을 요구한다. 한 스타
트업 창업자는 SI 가치사슬과 스타트업 가치사슬에서의 숙련실행의 방법
과 목표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스타트업이 SI 개발자들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
는 것은 맞아. 시키는 대로 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머리가 굳었다는 이미
지가 있거든. 그리고 자기 회사 제품이 아니라 늘 남의 것을 개발하다 보
니까 열정이 떨어진다는 선입견도 있고. (…) 스타트업에서는 개발자가 고
객이 어떤 부분에 만족하고 어떤 부분을 싫어하는지 읽어내고 그걸 코드
로 풀어내고, 거기서 사용자 피드백이 오면 거기에 맞춰 또다시 코딩하고,
계속 고쳐가는 과정인데, SI는 데드라인 정해놓고 납품하면 거기서 끝이니
까 스타트업에는 잘 맞지 않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어.” (참가자 #02)

인터뷰 내용이 말해주는 것처럼 SI 가치사슬과 스타트업 가치사슬에서
요구하는 숙련척도와 그에 따른 바람직한 개발자 인재상은 상호 배타적
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유연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숙련의 실행을 위해 스
타트업 기업들이 인하우스 개발자들을 조직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내부노
동시장, 예를 들어 SW 완제품 가치사슬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우리
가 ‘불안정 내부노동시장’이라고 이름 붙인 스타트업의 인력운영 방식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은 실리콘밸리의 조직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면
접에 참가한 창업자들 중 대부분은 넷플릭스의 기업문화와 채용, 인재관
리 원칙 등을 담은 문서(culture deck)31)를 접한 적이 있고 이상적인 방
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유와 책임(Freedom & Responsibility)

31) 넷플릭스 조직문화 문서의 한국어 번역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slideshare.net/watchncompass/freedom-responsibility-culture, 접
속일자 : 2019.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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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성과(High Performance)를 강조하는 넷플릭스의 문화는 가치
사슬의 유니콘 기업들을 통해 고스란히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었다. 다음
은 그러한 유니콘 기업 중 하나인 T사의 신입개발자를 위한 기업문화 소
개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T팀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칙은 ‘효
율성과 유연성의 동시추구’입니다. T팀의 문화가 모두에게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성과를 내는 것보다 직업 안정성과 편안함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 T팀 안에서 행복을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탁
월한 능력을 가지고 변화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어울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멋진 성과를 내고, 그를 통해 시장에 혁신
을 공급하는 일, 그 과정에서 팀원들의 존경을 받는 것, 그리고 훌륭한 동
료들과의 상호 존중 속에서 일하는 것이 큰 도전 없이 안락하게 사는 것보
다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32)

개발자에게 자율성을 제공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 즉 지속적인 개인성
과향상을 요구하며 동료 개발자의 아이디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권장함으로써 협업보다는 약탈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아마존이나 우버 같
은 실리콘밸리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운영방식33)은, 그 강도는 다르지만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일생활
균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위에서 소개한 T팀의 대표는 한 인터뷰에
서 다음과 같이 스타트업 가치사슬에서 일하는 개발자의 마음가짐에 대
해 얘기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창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계시며, 하고 계신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
다 보니 보통 조직에서 보기 어려운 수준과 강한 업무 강도로 엄청나게
몰입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 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정말 세상을 바꾸
는 서비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잖아요. 저는 솔
직히 말해서 워라밸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일에 몰입하는 경험이 없다
면, 세상을 바꾸는 서비스는 못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메시지 속에
32) 기업의 익명성 유지를 위해 출처를 명기하지 않았다.
33) The New York Times(2015. 8. 16), “Inside Amazon: Wrestling Big Ideas in a
Brusing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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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가치와 일체화하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개발이 ‘노동’으로 느껴지
기 시작한다면 새로운 조직을 떠나는 것이 개발자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
직하다는 명제가 깔려 있다. 같은 맥락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개발자
를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볼 때 조직이 서비스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개발자가 공감하는지 여부가 개발능력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급성장이라는 조직의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서비스’의 실현이라는 개
발자의 이상과 접목되면서 개발자들은 역시 내부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긍정적인 속성으로 받아들였다. 면접에 참가한 개발자들은 2～3년에 한
번씩 이직을 하는 것을 개발자로서의 성장을 위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
고 있었다. 유연성과 경쟁, 그리고 사업가적 정체성의 내면화는 특히 그
들이 다른 숙련형성체제에서 일하는 개발자들을 언급할 때 선명하게 드
러났다. SI 가치사슬의 개발자들은 대형 SI 업체 정규직으로 일하든 프리
랜서로 일하든 상관없이 자기주도성과 생산물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SW 완제품 가치사슬에서 일하는 개발자들은 자기발전 대신 안
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절하 되었다.
자율성, 유연성, 사업가적 기질과 같은 스타트업 가치사슬의 이데올로
기는 최근 공유 오피스를 통해서 물질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
료에도 불구하고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강남-역삼-선릉-삼성역 구간에
몰려 있는 공유오피스를 임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에 대해 창업자들은
개발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답했다. 강남역에 위치한 한
공유오피스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한 창업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얘기했다.
“강남역에서 판교까지 신분당선 타면 20분인데 거기로 옮긴다고 하면 지
금 있는 개발자 반은 그만둘 거야. 구로로 가면 지금 내는 임대료의 절반
만 내면 되는데, 그러면 개발자를 뽑을 수가 없어. 원래 동탄에 오피스를
내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집이 동탄이라서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데도,
강남 쪽이 아니면 안 오겠다고 하니 어쩌겠니. 좋은 개발자를 뽑는 게 가
장 중요한데. 결국 그래서 여기(강남역)로 오게 됐지. 여기서 일하는 것이
쿨하다는 헛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 있는 거 같아.” (참가자 #32)

148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Ⅱ) : 소프트웨어 개발자

개발자들이 내부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내면화한 결과, 몸담고 있는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원래 내세운 가치에 위배되는 모습을 보이거나(예
를 들어 다른 스타트업으로부터 개발용역을 받거나 정부 프로젝트에 과
도하게 매달릴 때), 조직성장이 더디다고 느낄 때(예를 들어 서비스의 사
용자 수가 정체될 때)는 미련 없이 조직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들이 스타트업들이 몰려 있는 강남 일대를 선호하는 이유는 좋은 근무환
경뿐만 아니라 역시 공유오피스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언제든
지 새로운 스타트업을 소개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 용
이하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불안정한 내부노동시장이라는 숙련형성체제
의 특징은 사용자인 창업자에게도 불확실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지금까지 서술한 스타트업의 가치사슬의 지배적인 내러티브에
비판적인 소수의 창업자들과 개발자들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그들은
현재 스타트업 가치사슬과 노동시장 작동방식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
을 표했다. 지난 2013년에 창업했고, 꾸준한 매출증가라는 성과를 내고
있으면서도 조직 규모는 6명 규모로 유지하고 있는 창업자는 자신과 개
발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가치관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투자금을 막 받아서 사람을 뽑고 조직을 키우는 게 좋은 걸까요? 아무리
좋은 기치를 들고 창업을 해도 조직성장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순간 창업
자도 개발자도 고통스러워진다고 생각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함께하고 있
는 개발자들도 이 판에서 10년 정도 구르고 난 후에 깨달은 거예요. 다 먹
고 살자고 하는 건데, 직원들이랑 가족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
큼만 벌 수 있는 회사라면 성공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그래서 저희는 투자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투자를 받는 순간, 투자자
들의 기대에 맞춰 성장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 출근은 이틀
만 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 하고요. 매출이 늘어서 한 명분 연봉을 더 지
급할 수 있겠다 싶을 때만 사람을 더 뽑아요. 그렇게 합류를 원하는 개발
자들이 3～4명 기다리고 있어요. 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IT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개발자들이에요.” (참가자 #17)

물론 이와 같은 이른바 ‘먹고사니즘’ 스타트업을 지향한다고 밝힌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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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개발자는 소수에 그쳤다.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해 더 많은 대중이
SW 서비스나 상품을 사용하도록 조직을 성장시킴으로써 사회나 시장의
변혁을 추구한다는 스타트업 이데올로기는 그만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
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대로, 투자금의 계속되는 유입, 스타트업 창업
의 증가, 그리고 개발자들의 불안정성 내면화는 역설적으로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내부 개발팀을 꾸리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
다. 다음 소절에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창업자들의 대응이 SI와 스타
트업 가치사슬의 노동시장의 거리를 좁히는 추세에 대해서 논의한다.

3. SI와 스타트업 가치사슬 및 노동시장의 중첩
이질적인 숙련척도 및 숙련사용 관행은 두 가치사슬의 노동시장을 분
절시켰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스타트업 가치사슬의 창업자들은 SI 개
발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스타트업
가치사슬에서의 폭발적인 개발자 수요는 SI개발자에 대한 ‘선입견’을 약
화시키면서 두 노동시장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SI 가치사슬과 스타트업 가치사슬에서 요구하는 숙련척도가 반드
시 상호 배타적이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견해를 몇몇 창업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하면 꼰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SI 출신 개발자들의 장점도
확실히 있어요. 구현방향을 일단 결정하면 군말 하지 않고 묵묵하게 거기
에 따라 개발하는 거. 이 바닥(스타트업)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 중에서는
입을 너무 많이 터는 개발자들이 많거든요. 이 방법론을 써야 한다, 저 방
법론을 써야 한다, 그런 논의가 중요한 것은 맞는데, 일단 결정을 하고 나
면 그대로 가는 게 맞거든요. 에자일도 중요하지만 일단 일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에 비해 SI 출신들은 이거 언제까지 하자라고 하면 칼같이
맞추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운영팀이나 영업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
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참가자 #38)

이는 곧 워터폴 방식의 개발방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스타트업 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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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에서도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특히, 경험이 많
은 창업자나 기획자가 SW 서비스의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개발자를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SI 출신 개발자들이 거기에 적합한 인력이라는 인식이 폭넓
게 존재했다. 특히 연구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기술 스타트업이 아닌, 표
준화된 기술을 사용해 웹/앱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대표들은 SI
개발자들을 채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낮은 심리적 장벽을 가지고 있었다.
한발 더 나아가 SI 개발자들을 채용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실용적인 장
점을 강조하는 창업자들도 있었다. 최근 100억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한 창업자는 SI 출신 개발자들의 채용과정에 대해 아
래와 같이 말했다.
“개발팀 10명 중에서 4명이 SI 출신입니다. 3년 차 한 명, 5년 차 두 명 그
리고 7년 차 한 명이네요. 당연히 개발팀장이나 팀원들이 인터뷰해서 뽑았
고요. 단, SI 쪽에서 받던 연봉보다는 10% 정도 덜 받는 것으로 계약했어
요. 함께 일하면서 개발자로서 능력이 모자란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
었어요. 시리즈 B 투자를 받게 돼서 이제 개발자를 더 뽑아야 하는데 당연
히 이번에도 SI 개발자들을 뽑을 거고요.” (참가자 #41)

이 인터뷰 내용은 SI와 스타트업 노동시장이 중첩되는 구체적인 조건
을 잘 보여준다. 먼저, 스타트업 가치사슬의 창업자들과 기술책임자들은
주로 SI 경력 5～6년 차 개발자를 영입하기를 원했다. “아직 SI 개발관행
의 때가 묻지 않아” 새로운 숙련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
유였다. 아울러 낮은 연차의 SI 개발자들을 영입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타트업 가치사슬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개
발자를 PM으로 삼아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로 인하우스 개발팀을 구
성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이나 발전단계에 따라서 웹/앱 개발과정의
일부를 SI 가치사슬로 외주화하는 사례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최근 K-뷰티 열풍을 타고 화장품 상품기획과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스타
트업을 시작한 20대 창업자는 정규직 직원 6명을 모두 기획 및 마케팅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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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로 채우고, 앱과 웹 쇼핑몰 개발 및 유지보수를 모두 SI 용역 업체에
맡기고 있었다. 쇼핑몰 서비스와 같이 이미 표준화돼 있는 개발영역은 외
주화하고, 투자금을 사업모델의 핵심영역에 집중하는 조직운영은 특히
유통․물류 관련 스타트업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스타트업
의 서비스 규모가 커질 경우, 외주업체 직원으로서 개발에 참여한 SI 개
발자가 해당 스타트업 업체의 인하우스 개발자로 이직하면서 스타트업
가치사슬로 이동하는 경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들의 회계․세
무업무를 자동화하여 대행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의 대표는 서비
스 운영 4년 차에 이르면서 개발업무 일부를 SI 전문업체로 외주화하거
나 SI 업체가 파견하는 개발자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
면서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우리는 이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을 조
금씩 고쳐나가기만 하면 되거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개발자들이 일이
재미없다고, 자기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 런
칭부터 함께 한 친구도 있는데 허무하지. 차라리 키워서 쓰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특성화고 졸업하는 학생도 만나봤는데 너무 어린 것 같고…. 마침
아는 친구가 SI 업체를 운영 중인데, 거기에 부탁해서 파견 보내달라고 하
려고. 오히려 그게 더 안정적일 거 같아. 하여튼 요즘에는 개발자가 갑이
야.” (참가자 #03)

이 인터뷰 내용은 내부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역설적으로 외
부노동시장에 의지하는 게 SW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창업자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아직 스타트업 가치사슬의 담론을
내면화하지 않은 SI개발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수요우위 기조
속에서 개발자를 확보․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다. SI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험이 많은 PM을 가진 스타트업,
서비스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스타트업, 기존 산업의 사업모델을 온라
인에 구현한 스타트업들이 스타트업 가치사슬로 이동하는 경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에 이상에서 논의한 두 가치사슬 노동
시장의 중첩을 도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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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SI․스타트업 가치사슬 노동시장의 중첩과 인력이동

자료 : 저자 작성.

SW 개발인력의 이동과 관련해서 [그림 4-5]에 나타낸 것처럼 스타트
업 가치사슬 내부에서도 노동시장의 분절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기술 스타트업은 연구개발을 조직의 주요 활동으로 삼고 기술 수준
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투자에 성공할 경우 수익률도 높은 스타트업이다.
따라서 투자금의 규모가 서비스 스타트업에 비해 크며 석․박사 인력을
주로 채용하고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기간도 더 길다. 풍부한 투자금을 바
탕으로 우리나라의 대형 IT 업체나 해외 IT 업체에서 고숙련 경력개발자
들을 채용하기도 한다. 대형 IT 업체에서 기술 스타트업으로 이동하는 인
력들은 자율성을 존중하는 스타트업의 조직문화를 선호하거나 또는 사업
가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기술
스타트업들도 인터페이스 구현 업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서비스 스타트
업으로부터 중숙련 인력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한 이동을
통해 중숙련 개발자들은 임금을 상승시키거나 대형 IT 기업으로의 이동
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 서비스 스타트
업은 사업모델의 참신함과 마케팅의 차별화를 통해 시장 선점을 노리는
데, 서비스 개발 자체는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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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일수록 저비용․고효율 인력운영의 목적으
로 SI 개발자들의 채용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았다. SI 개발자들 입장에서
는 그러한 업체들을 통해 다소 임금의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스타트업 가
치사슬에 진입함으로써 더 좋은 노동환경과 잠재적 임금상승의 기회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이질적인 두 가치사슬의 노동시장은
담론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분절돼 있지만, 개인 및 조직수준에서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인력의 이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절 소 결

이번 장은 숙련형성체제 접근을 통해서 한국의 SW산업에서 공존하고
있는 이질적 가치사슬들을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SI, SW 완제품,
스타트업 숙련형성체제를 ‘가치사슬 지배적 행위자’, ‘SW 개발주체’, 그리
고 ‘숙련의 보상 및 측정방법’ 등의 범주를 사용해 분석했다.
SW산업을 대표하는 SI 숙련형성체제에서는 대기업 계열의 대형 SI 업
체들이 저숙련 제체로의 경로의존성을 만들어 낸 지배적 행위자 역할을
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열사 내부거래는 그들에게 안정적인 양
적성장의 기반을 제공했지만, 시장경쟁을 위한 SW 기술력 강화보다 프
로젝트 기획과 관리능력을 핵심역량으로 선택하도록 이끌었다. 그 결과
내부노동시장은 프로젝트 관리자를 육성하는 제도적 장이 되었고 시스템
을 구현하는 개발업무의 대부분은 외부화되었다. 그 결과 프리랜서 개발
자들이 가치사슬의 SW 개발주체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개별 프리랜서
개발자들에게 부족한 사회적 자본을 대여함으로써 대기업이 수주한 SI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그 사이에 위치
하는 가치사슬이 형성됐다. 자연스럽게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숙련실행목
표는 발주처 또는 수행처인 대형 SI 업체들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이 되었고, 그 목표의 달성가능 여부에 따라서, 즉 시스템의 기술적 완성
도보다는 ‘그럭저럭’ 작동하는 시스템을 납기일에 맞춰 구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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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숙련의 척도로 자리 잡았다. 한편, 등급제와 신고제는 이러한 하
도급 구조하에서 프리랜서 개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고
안되었지만, 오히려 저숙련 체제를 재생산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미
시적으로는 하도급 업체들이 인력중개를 통해 취하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비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치사슬로 끌어들이는 미숙련 개발자
와 코딩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재미로 개발자 경력을 시작한 고숙련 개
발자들 사이의 정체성 단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단절은 이들이
공통의 집단적 이대해변체를 조직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고, 그
들을 아우르는 이해대변체의 부재는 저숙련 균형을 재생산하는 기제 중
하나로 나타났다.
반면, 스타트업 가치사슬에서는 자본을 공급하는 엔젤투자자 또는 벤
처캐피털보다 SW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하는 주체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배적 행위자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온라인 서비스 스
타트업들은 기업공개나 인수합병을 궁극적 목표로 조직의 매출을 급성장
시키는 것을 당면과제로 삼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개발자
들을 채용한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내부노동시장은 실리콘밸리의 인력관
리기법을 담론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고 극단적인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했다. 가치사슬로의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불붙인 스타트업 창업의 증가
로 개발자들 수요가 늘어나면서 개발자들도 그러한 불안정성을 내면화하
고 있었고, 이는 조직수준의 숙련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창업
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SI 노동시장과 스
타트업 노동시장 사이의 중첩, 즉 SI개발자들의 스타트업 가치사슬로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W산업이라는 정책적 공간에 함께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SI개발자
는 나쁜 일자리라는 낙인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반면, 스타트업 개발
자는 젊은 층이 선망하는 고소득 일자리로 떠오르고 있다. 면접조사 결과
는 두 노동시장의 인지적 거리는 SI개발자에 대한 선입견을 확대 재생산
하는 부정적 담론으로 인해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SI와 온라
인 서비스 개발이 요구하는 기술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젊은 개발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스타트업 가치사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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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치사슬 노동시장 사이의 인력이동을 활
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SI 가치사슬로부터 스타트업 가치사슬로의 이동
에 대한 논의는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가 주최하는 경력관리세미나나 개
인 블로그와 같은 비공식 공간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를 공식화하는
경력상담 또는 인력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스타트업 가치사슬의 투자자들과 창업자들이 실리콘밸리 가치사
슬을 이상적 모형으로 제시하면서, 문제의 여지가 있거나 제도적 환경에
맞지 않는 요소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대
표적인 것이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한 일부 창업자들과 창업자 출신 행정
가들의 비판적인 태도다. 이들은 한결같이 실리콘밸리의 사례를 논리적
근거로 들면서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창의적 노동’에 임하는 개발자
들의 자기발전과 스타트업들의 혁신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될 것
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혁신과 열정 담론에 비해 실리콘밸리 기업
들의 약탈적 내부노동시장 정책과 그로 인해 강제되는 장시간 노동, 개발
자들의 지나친 경쟁 등에 대해서는 분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장에
서 서술한 스타트업 가치사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그것을 위한 정책
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개발자들과 그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도 참여하
는 공론의 장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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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소프트웨어 개발자 지원 정책

제1절 문제 인식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고용형태로 구분이 되기 어
려운 직업집단이기도 하다.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한다면,
이들이 프리랜서인가 노동자인가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
고 프리랜서 집단 안에서도 숙련과 업무방식에 따라 차별된 분포를 보인
다.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이 업무를 뜻에 따라 조절하는 진성 프리랜서
가 있는가 하면, 단순노무직이라 보아도 좋을 만큼 그다지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유사 프리랜서가 있는 것이다.
진성 프리랜서는 이미 자신의 능력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그에 걸맞
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하부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
리지는 못한다. 심지어 평판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계약, 특히 과
업의 변경, 과업기간 지연 등을 감수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진성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교섭력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공
정 거래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계약서 체결이나 과업 내
용과 기간의 명확한 설정, 적정한 도급금액 산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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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IT 기술의 속성으로 볼
때, 빠른 변화를 요구하므로 재교육의 필요성 정도일 것이다.
우리가 고민하여야 할 문제는 숙련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단
순노무직이나 다름없는 유사 프리랜서일 것이다. 이들은 무늬만 프리랜
서이지 사실은 임금노동자의 신분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들의 문제는 두
가지이다. 교육훈련의 불충분과 노동집약적 하도급구조이다. 이는 정부가
이미 숙지하고 있는 문제이며, 대안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는 편이다. 교
육훈련의 불충분에 대해서는 인력양성 정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노동
집약적 하도급구조는 맨아워 산정 금지, 다단계 하도급 금지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고숙련 상태의 프리랜서에게도 해당한다. 이들도 다단
계 하도급 구조의 하위에 들기 때문에 적정한 대가를 받기가 어렵고, 과
업기간 연장, A/S 등에서 열위에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고숙련 프리랜
서가 해당하지는 않고,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프리랜서가 시
장의 평판을 의식하여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문제는 저숙련으로부터 고숙련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조직 내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향상훈련이나 OJT를 통
하여 자신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이 기
회를 가지기가 어렵다. 스스로 숙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만
하나 일에 쫓겨 이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이는 결국 프리랜서를 대
상으로 하는 일종의 향상훈련 기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하되 본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훈련 참여 기간에 수입
감소의 보전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직업능력개발사
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
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직면하여 있다. 자
신의 능력을 충분히 알리지 못함과 더불어 자신이 획득하는 프로젝트 정
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프리랜서가 다단계 하도급 구
조의 하위에 위치함으로써 강화된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제공되는 일련의 정책
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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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재 설정,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이며, 어떻게 실행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제2절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정책

대체로 정부가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정책
은 다음과 같다. 물론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ICT/SW 분야 전반에 대한 인력 양성 정책이지만, 이 정책이 소
프트웨어 개발자에게도 해당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표 5-1>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력 양성 정책
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②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 양성
③ ICT 멘토링
④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⑥ ICT 학점 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⑦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자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이트(https://www.iitp.kr/kr/1/business/ctgrD.it, 2019년
12월 21일 접속).

1. SW중심대학
SW중심대학사업은 SW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대학교육을 SW 중심
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이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0년까지 거슬
러 올라갈 수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3). 초기 SW전문인력 부족을 해
소하기 위해 ｢
대학ICT신모델확산지원사업(2010년～, 서울어코드)｣
과｢
SW
특성화대학(원)사업(2012년～)｣
이 2010년에 추진되었고, 그 뒤로 ｢
ICT/
SW창의연구과정(2012년～)｣
과｢
산학협력특성화(2012년～)｣
를 신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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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2015년도 대학 SW교육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사업명

수혜
인원

대학

대학원

비고

5,400

18개

-

- 대학 ICT교육의 질적
개선

240

4개

2개

- SW전공 집중교육(해
외교육, 산학협력 등)

200

-

미정

- 대학원생 산학협력 프
로젝트

700

50

4개

-

- 학부생 산학협력 프
로젝트

3,085

180

15개

-

- 중소기업 고용연계 석
사과정 지원

3,500

260

5개

-

- 비전공자 SW복수전
공 지원

2,000

미정

미정

미정

- 비전공자 SW교육 확
대

27,750

6,330

46개

2개

* 중복지원 제외 총 40
개 대학

예산

SW ① 대학ICT신모델
7,400
확산 (서울어코드)
전공
역량 ② SW특성화 대학(원)
8,135
강화
(학부/대학원)
③ ICT/SW창의 연구
2,930
과정
산학
협력 ④ 산학협력 특성화
강화
⑤ 고용계약형 SW
석사과정
SW ⑥ 개방형 ICT융합
과정
융합
교육
강화 ⑦ 실전적 SW교육
합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5. 7), p.3.

｢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2008년～)｣
도 지속 운영하였다. 그리고 SW융
합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
개방형ICT융합과
정(2013년～, SW복수전공)｣
을 지원하고, ｢
실전적 SW교육지원(2015년
신규)｣
을 신설하였다.
[그림 5-1]은 SW중심대학 5대 운영 원칙이다. 이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무형 인재 양성일 것이다. 이를 산학협력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7.)가 소개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 2015년부
터 2019년까지 총 35개 대학이 소프트웨어중심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2015년에는 8개교 1,034명(평균 129명)이 소프트웨어 전공자였으나 2018
년 30개교 4,830명(평균 161명)으로 약 125% 증가하였고, 성균관대와 국
민대 등 13개 대학은 소프트웨어 단과대학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산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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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SW중심대학 5대 운영원칙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5. 7), p.3.

<표 5-3> SW중심대학 연도별 지정 현황(2015～19)
선정 대학
2015년(8개교)

가천대, 경북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아주대,
충남대

2016년(6개교)

국민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여대, KAIST, 한양대

2017년(6개교)

경희대, 광운대, 단국대, 중앙대, 조선대, 한동대

2018년 상반기(5개교)

강원대, 건국대, 숭실대, 한림대, 한양대ERICA

2018년 하반기(5개교)

동명대, 선문대, 우송대, 원광대, 제주대

2019년(5개교)

대구가톨릭대, 안동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충북대

2019년 추가(5개교)

동서대, 배재대, 상명대, 한국외대, 호서대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7), p.1;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9), p.1.

장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 428명이 교수로 초빙되었으며, 산학협력 프로젝
트 수행이 증가하고, 인턴십 확대도 이루어졌다. 2019년 하반기에 5개교
가 추가됨으로써 총 40개의 SW중심대학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예산은 2019년 650억 원에서 2020년 800억 원으로 150억 원이 증액되
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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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SW중심대학 사업 실적
실적 내용
신규 교수 채용

총 428명(2015년 42명, 2016년 112명, 2017년 122명,
2018년 152명)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2015년 161건 → 2018년 1,131건

국내외 인턴십 수행

2015년 368명 → 2018년 2,319명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7), p.2.

<표 5-4>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턴십에 참가하는 대학생이 늘었다는 점
은 긍정적이다. 이들이 실제로 취업이나 창업으로 전환되는가는 추적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뒤에서 소개할 부트캠프에 참여한 대학생을 면담하
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부트캠프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바로 재학하는
학교가 SW중심대학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자신의 진로를
단순히 전공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전공과 함께 SW실기를 재학 중에 익
히면서 SW 분야로 취업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SW
중심대학이 앞으로 SW 전문인력의 공급망으로서 충실한 기능을 맡을 수
있을지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 양성
이 사업은 반드시 SW개발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는
“청년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으
로 혁신성장 8대 선도분야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
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4: 1)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2019년 예산은 28,000백만 원(1,400명 교육 예정)이다(정보통신기획평가
원 사이트, 2019년 12월 23일 접속 후 확인).
2018년에 사업이 시작되어 29개 교육기관과 총 40개 교육과정을 선정
하였다. 이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작한 사업이며, 당초 4차 산업
혁명 핵심인재 1,200명을 양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
부, 2018. 8: 1). 사업 참여 기관은 산학연 관계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참
여하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게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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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한컴 MDS, KBS미디어, 서울대병원 등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p.2). 그리고 2019년에는 26개 교육기관, 33개 교육과정이 선정되었다(과
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4: 1).
아래의 표는 2019년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제
명을 토대로 볼 때, 개발자 양성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 5-5 참조).
<표 5-5> 혁신성장 인재양성 프로그램(2019)
분
야

번
호
1

인공
지능

빅데
이터

수행기관

교육
인원

모바일 로봇 인지 및 이동을 위한 인공지능 실무인력 양성
한국로봇융합연구원 48
과정

2 인공지능 자연어처리(NLP)기반 기업 데이터 분석

멀티캠퍼스

48

3 산업융합형 인공지능 청년혁신가 양성 교육과정

한국표준협회

96

4 실용 중심의 인공지능(AI)개발자 양성 과정

씨에스리

48

5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전문가 과정

㈜비트컴퓨터

48

한국품질재단

72

1 Real Project 기반 기업 주문형 클라우드 SW 개발

에스에이피코리아(주)

48

2 AWS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 및 인프라 구축 과정

주식회사
케이지에듀원

48

한국클라우드컴퓨
팅연구조합

48

4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전문가 과정

한국전파진흥협회

48

1 빅데이터분석기반 지능소프트웨어 전문 인재양성 과정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48

2 실무 프로젝트 기반 빅데이터 전략 마에스트로 과정

한국경제신문

96

3 지역전략산업기반 빅데이터 서비스개발자 과정

(사)스마트미디어
인재개발원

48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48

5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

한국생산성본부

72

6 기상기후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과정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48

6

클라
우드

과제명

3

4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별(게임&자동차부품 산업) 맞춤형
머신러닝 개발자 양성 과정

차세대 클라우드컴퓨팅 구축 및 오케스트레이션 개발
실무 과정

바이오 빅데이터 및 정밀의료 전문인력 집중 교육훈련
양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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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의 계속
분
야

블록
체인

번
호

과제명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24

2 블록체인 시스템 엔지니어 양성과정

주식회사
에프앤이노에듀

48

3 기업주도형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자 양성과정

한국전파진흥협회

24

한국표준협회

72

(재)광주테크노파크

24

재단법인
다산인재개발원

48

3 AR/VR/MR 융합 콘텐츠 개발 실무 프로젝트 과정

메디치이앤에스

48

4 AR/VR 기반기술 및 콘텐츠제작 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48

5 실무기반 AR/VR 핵심인력 육성과정

㈜비트컴퓨터

48

1 프로젝트 지향 자율주행차 전문인력 양성과정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4

NVIDIA 플랫폼 기반 자율주행차 구현을 위한 SW개발 및
㈜한컴MDS
실무프로젝트 과정

48

1 GCS 기반 드론 SW개발자 양성과정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4

2 ROS 기반 자율비행 드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과정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48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48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청년혁신가 양성

1 산업융합형 AR/VR 프로젝트 전문가 양성과정
2

자율
주행
차

2

VR/AR 및 가상 시뮬레이터 융․복합 콘텐츠 신시장
창출을 위한 인재양성

드론

스마
트공
장

교육
인원

1 블록체인 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

4

AR
․
VR

수행기관

1

중소 방산업체의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협동로봇테크니션 및 컨설턴트 양성과정

2

스마트팩토리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S/W개발자 인력양성 디에스엠이정보시
과정
스템(주)

3 스마트공장 CPS 지향형 지능로봇 관제기술 개발 과정
4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별 맞춤형 스마트팩토리 SW개발
실무자 양성 과정

48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24

한국품질재단

48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4.), pp.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2.)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
지 6개월 동안 진행된 1차 연도 사업에서 37개 교육과정이 진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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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명의 교육생이 수료를 하였다고 한다(p.1). 그리고 수료생의 10%에
해당하는 111명은 지멘스(독일), NTT Data(일본) 등 해외 기업, 포스코
ICT, 네오위즈 등 국내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p.2).
아울러 2019년부터는 교육 대상자 수를 매년 1,40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2021년까지 총 5,400명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p.2). 2019년에는 9개 교육 과정을 선정하였고, 추경예산 60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 4대 분야 실무인
재 300명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10: 1).
이 사업은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SW전문인력의 양성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이 현장의 빠른
기술 변화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라 하겠다.

3. SW 마에스트로
이 사업은 SW분야의 최고전문가가 멘토가 되고, 고등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등이 멘티가 되어 집중 프로젝트 멘토링을 통하여 글로벌 SW인
재를 육성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업의 2019년 예산은 7,596백만 원
이다(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이트, 2019년 12월 23일 접속 후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3. 14.)에 따르면, 2010～18년에 총 856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고, 이들의 취․창업률은 90.4%로 국내 대졸자 전체
취업률 67.5%보다 22.9%p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p.2). 2019년에도 2018년
의 100명보다 50명 많은 150명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과학기술정
보통신부, 2019. 3. 8: 16).

4.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프랑스의 ‘에꼴42’를 벤치마킹한 사업이다. 에
꼴42는 자기주도학습의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핀란드, 스페인, 일본 등 세계 13개 국가 17개 도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고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12: 1). 매년 500여 명의 교육생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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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해결하도록 한다. 이는 2년 비학위과
정이다. 학장은 이민석 교수(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로 선정이 되었다(과
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6: 1). 교육 장소는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416)이다. 2019년 예산은 350억 원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
부, 2018. 12: 4).

5. ICT 멘토링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한이음 사이트, https://www.
hanium.or.kr/portal/hanium/mainOverview.do에 2019년 12월 25일 접속
하여 확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
터(IITP)가 주관하는 인력양성사업이다. 대학생이 멘티가 되어 멘토인
ICT기업 전문가와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륵 함으로써 대학생
의 ICT/SW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대학
내 SW동아리 학생이 소상공인 맞춤형 SW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실전형
개발능력을 배양하고, 실무형 SW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도 아울러 가지
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학생이며, 사업규모는 2019년의 경우에 예산이 4,761백만
원이다. 650개 팀 내외로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6.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지원
SW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에 “SW전문인력양성기관(SWETI)”으로 지정하여 정부가 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SW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도모
한다는 취지로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SW/SW융합분야이다. 사업규모는
2019년의 경우에 예산이 800백만 원으로 과제당 평균 9천만 원 이내로 제
한하였다(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이트, https://www.iitp.kr/kr/1/business
/ctgrD.it에 2019년 12월 2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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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CT학점연계 프로젝트인턴십
이 인턴십은 정보통신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관련 직무 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이론
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실전형 ICT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사업목표이다.
지원대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동
법 시행령 제12～13조에 따른 기업, 대학, 학생이며, 연수기업은 ICT직무
중심의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이고, 참여대학은 정
보통신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 전문대학 등이며, 학생은 참여대학 정
보통신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이다.
사업규모는 2019년의 경우에 예산이 2,000백만 원이며, 연간 220명 수준,
학기별 100명 내외 4～6개월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이트, https://www.iitp.kr/kr/1/business/ctgrD.it에 2019년 12월 25일
접속).

8. 실리콘밸리 부트캠프
그런데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재단에서 추진한 사업 한 가지가 ‘실리콘
밸리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 교육과정’이다. 이 사업은 연구진이 실리콘밸
리에서 일하는 한국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재의 청년재단으로부터 당시의 결과보고
서를 입수하여 재차 확인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IT분야 전공자나 경력자를 미국 실리콘밸리 기
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아래의 내용은 Silicon
Valley Boot Camp 결과보고서(51파운데이션, 2017)를 참고하여 작성하였
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전문가가 멘토 역할을
함으로써 이들이 현지의 업무방식을 익히고, 취업 준비를 도와주는 내용
을 담고 있다. 프로젝트 이름은 ‘실리콘밸리 부트캠프(Silicon Valley
Boot Camp)’라 하였다. 교육은 2016년 8월 8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참가자는 2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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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부트캠프 온라인 홍보

자료 : 51파운데이션(2017), p.5.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 프로젝트를 주관한 단체는 ‘51파운데이션’으로
이 단체가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전문가에게 협업을 제안하고,
이 제안에 응답한 전문가를 프로젝터 리더로 선임하였다. 최종적으로 선
정된 프로젝트 리더는 9명으로 엔지니어 5명, 디자이너 2명, 프로그램 매
니저 1명, CTO 1명이었다. 전공도 수학과, 컴퓨터학과와 같이 이과계 출
신이 있는가 하면, 영문과, 경제학과와 같은 인문사회계 출신도 있었다.
프로젝트는 온라인 이외에도 청년희망재단, 대학교, 스타트업 기관․단
체 등 오프라인으로 홍보가 이루어졌다. [그림 5-2]와 같이 페이스북과
온오프믹스를 통해서도 홍보가 실시되었다.
1차 서류 전형에는 총 100명이 지원하였으며, 개발자 71명, 디자이너
29명이었다. 이 밖에도 모집 관련 문의가 쇄도하여 마감을 1주일 연장하
고 추가로 접수를 받았으며, 1차 서류 평가, 2차 역량 테스트, 3차 면접을
통하여 총 20명을 선발하였는데 개발자 15명, 디자이너 5명으로 구성하였
다. 당초 계획은 개발자 16명과 디자이너 4명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으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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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상황에 따라서 이 계획을 변경하여 4 : 1에서 3 : 1로 구성하였다고 한다.
당시에 제시된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았다.
① 대학생 이상 및 취업 준비생, 개발․디자인 분야 전공자 및 경력자
로 교육 수료 이후 3개월 이내에 인턴 및 취업이 가능한 자
②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③ 다른 재단 훈련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 불가
④ 비자 결격 사유 없는 자
2차 역량테스트는 1주일간 진행되었는데 서류가 접수되는 순으로 진행
되었기 때문에 시작-종료일이 접수일자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었다. 역량
테스트는 개발자와 디자이너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먼저 개발자는 다음
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되었다.
① Hackereart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 테스트를 진행
② 제한시간 90분 동안 5문제 풀기(테스트가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거
나 다시 시작이 불가)
③ 이메일로 각각 부여받은 URL과 비밀번호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
④일주일 기간을 주고 자신이 테스트에 임할 수 있는 시간에 테스트 진행
⑤ 역량테스트 문제
디자이너에게는 2016년 7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메일로 안내가 발
송되고, 다시 문자로도 테스트 내용이 안내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며, 이틀의 시간이 주어졌다.
① 두 가지 주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디자인 작업을 진행한 뒤
에 결과물을 제출
주제 1. Travel with friends(for both pre-trip and on-the-road
experiences)
주제 2. App to enhance offline shopping experience
② 디자인 결과물은 스케치/와이어프레임/유저플로우맥/사이트맵/컨셉
모델/페르소나/유저리서치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이디어와 디자
인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 주요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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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UI/Visual 디자인 결과물을 반드시 포함
③ 결과물은 온라인상에 업로드 후 URL을 제공, 혹은 PDF 형식으로
공식 이메일로 제출
④ 모든 결과물은 7월 23일 12시까지 제출
[그림 5-3] 부트캠프 역량테스트 문제

No.

문제명

내용

1

Square Number

Warm up question. 입력된 수의 제곱을 출력

2

Balanced String

입력 문자열에서 알파벳이 짝수번 출현하는지 여부를 출력

3

Milly and the
Magic Numbers

일정 범위 내에서 소수(prime number)로 나눌 수 있는
숫자의 개수를 출력

4

Remove Duplicates 문자열 안에 중복된 알파벳이 있는지 여부를 출력

5

Logical String

괄호, 중괄호 등이 제대로 열리고 닫혀 있는지 여부를 출력

자료 : 51파운데이션(2017), p.14.

[그림 5-4] 실리콘밸리 부트캠프 단계별 전형 결과표

자료 : 51파운데이션(2017),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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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면접은 행아웃을 통해 2～3회 화상 면접으로 진행하였으며, 리더 1
명이 1:1로 행아웃 면접을 하여 1(불합격), 2(가합격), 3(합격)점으로 평가
하였으며, 2(가합격)는 다른 리더가 2차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과정에서
영어 면접도 실시하였다.
<표 5-6> 킥오프 기간 일정표
시간

월(8/8)

화(8/9)

수(8/10)

목(8/11)

금(8/12)

Daily
Target

소개/프로젝트
리뷰

프로젝트 결정

프로젝트 수행

프로젝트 수행

프로젝트 수행 :
원격 준비 완료

10:00～
11:00

입소식

User Validation 아이스브레이킹

개발자 : Code
Lab 수행
디자이너 :
디자이너세션 진행
개발자 : Code
Lab 수행

프로덕트
디벨로프

11:00～
12:00

입소식

User Validation

팀별 세션

12:00～
13:00

점심

점심

점심

13:00～
아이디어 피칭
14:00

프로젝트 피칭

개발자/
디자이너 분리
세션

14:00～
아이디어 피칭
15:00

프로젝트 피칭

Data Structure
프로덕트 디자이너
브라운 백 세션
리뷰 to All
(유호현)

프로덕트
디벨로프

15:00～
아이디어 피칭
16:00

개발자 : Code
Lab 세션
최종 프로젝트 (강태훈/김동현) 프로덕트 디자이너
결정 및 팀빌딩
리뷰 to All
디자이너-브레인
스토밍(야외)

프로덕트
디벨로프

16:00～ Ideation Session
17:00
(김정은)

팀별 회의
(툴 선정 등)

17:00～ User Validation
18:00 Session (김동현)

팀별 회의

자료 : 51파운데이션(2017), p.18.

Code Lab

디자이너 :
디자이너세션 진행
점심
개발자 : Code
Lab 수행
디자이너 :
디자이너세션 진행

프로덕트
디벨로프

점심

프로덕트 피칭

프로덕트
디벨로프

프로덕트
디벨로프

프로덕트
디벨로프

프로덕트
디벨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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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면접은 전공 면접에서 합격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PM 3명이 참여하였다. 팀워크 경험,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최종 평가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총 20명이 선발되어 2016년
8월 3일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에 명단을 발표하였다.
2016년 8월 3일에 입소식이 청년희망재단 이벤트홀에서 교육생 20명,
프로젝트 리더 5명, 51파운데이션 2명, 청년희망재단 3명이 참석한 가운
데 있었다. 이때 프로젝트 리더 5명은 개인 휴가를 내고 일시 귀국하였다
고 한다(현지 면담 결과). 입소식에 이어서 오후부터 5일간 단기 집중과
정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첫째 날 아이디어 피칭에서 23개의 제품 아이디어가 제시되었고, 논의
끝에 5개의 아이템을 선정한 뒤 다음 날에 프로젝트 피칭을 통하여 ‘여행’
과 ‘멘토링’이라는 프로젝트 2개가 결정되고, 전자의 프로젝트 팀명은
‘Goober’, 후자의 프로젝트팀명은 ‘YODA’로 정하였다. 3일 차부터는 제품
개발에 들어갔다.
그리고 2016년 8월 16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10～18시 지정된 장소에 교육생이 출근하여 일반 회사와 동일한 업
무패턴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소통은 주로 행아웃과 메신저를 활
용하여 한국의 교육생과 미국의 리더 사이에 이루어졌다. 6개월 일정표는
<표 5-7>과 같다.
프로젝트 결과는 실제로 안드로이드와 IOS에 런칭이 되었으며, 여행
앱은 ‘PINGO’로, 멘토링 앱은 ‘BridgeMe’로 런칭되었다. 두 앱 모두 현재
애플스토어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표 5-7> 정규과정 일정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아이템 선정 프런트엔드 개발 프런트엔드 개발 프런트엔드 개발 프런트엔드 개발 프런트엔드 개발
팀빌딩
백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
기획 회의 UX 디자인 작업 UX 디자인 작업 UX 디자인 작업 UX 디자인 작업 UX 디자인 작업
전체 스케줄링
프로토타입
이력서 컨설팅 안드로이드 런칭 IOS 런칭
업무분담 진행
구직활동 시작 이력서 컨설팅
구직활동
개발환경 준비
구직활동
자료 : 51파운데이션(2017),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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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실리콘밸리 취업을 목표로 하기에 영어 수업도 진행되
었는데 월, 수, 목 2시간씩 일상회화, 비즈니스 회화, 주제 토론 등으로 교
육이 실시되었다. 이 밖에도 실리콘밸리 헤드헌터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
시하는 등 총 6회의 특강도 제공되었다.
교육생 수료식은 2017년 2월 1일에 있었는데 2명이 교육을 그만두어
18명이 수료를 하였다. 이후에 채용을 지원하여 해외에 인턴으로 6명이
취업하였으며, 국내에 4명이 취업하였다. 그리고 2명이 창업하였다. 이 가
운데 1명은 실리콘밸리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현지 면담 결과).
다만 정부가 바뀌면서 청년희망재단이 청년재단으로 개편되고, 이 과
정에서 이 프로그램은 더 이상 실시되지 못하였다. 51파운데이션이나 당
시 프로젝트 리더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지 면담에서 많은 아쉬움을 토
로하였으며, 만일 청년재단이 다시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국민대학교와 협업을 하여 2개월 과정의 부트캠프가 2
회 실시되었다. 최근 충남대학교와도 부트캠프 운영을 두고 논의가 진행
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많은 수의 청년, 소프트웨어 개발자/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하는 것
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부트캠프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새롭게 확
인하고, 국내외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재가동을
검토해 볼 만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관계부처 합동(2018. 9.)에서 부트캠프를 성공사례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에 띈다. 관계부처 합동(2018. 9.)은 몇 줄에 지나지 않지
만, 해외의 성공사례로 미국의 코딩부트캠프를 소개하고 있다. 2016년 부
트캠프에서 배출한 인력 1.8만 명의 73%가 풀타임으로 고용되었다는 것
이다.
부트캠프는 인턴십보다 단기적 교육프로그램이기에 바로 취업으로 연
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인턴십에 앞서 저숙련단계의 취업희
망자(대학생, 구직자 등)가 참여하여 자신의 동기를 재탐색하고, IT 기술
을 쌓는 경험을 가지며, 구직 경로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
다. 이미 국내의 몇 스타트업 기업(플랫폼)이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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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는 만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취업희망자가 어떠한 경로로 취
업을 하게 될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3절 경력 관리34)

SW개발자는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직이 잦은 편이다. 특히 거래를 하였던 업체가 휴/폐업을 하는 경우에 자
신이 계약서나 과업결과보고서 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다면, 프로젝트
를 통한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정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SW개발자 경력 관리를 위
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①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
체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업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삭제 <2015. 6. 22.>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
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
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34) 이 절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사이트와 협회 SW개발자 경력관리 사이트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두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전자는 https://www.sw.or.
kr/site/sw/main.do(2019. 12. 15 접속)이며, 후자는 https://career.sw.or.kr/(2019.
12. 15 접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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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가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
술경력증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하
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
정 2013. 3. 23., 2017. 7. 26.>
⑦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사항 및 신고 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
의 유지ㆍ관리 방법,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절차, 제5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5. 23.]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7은 경력관리기관을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2008년 12월 19
일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경력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제17조의7(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지정) 법 제24조의3 제5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08. 8. 7.]

이 사업을 SW기술자신고제도라 하며, SW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정의
에 따르고 있다. 먼저 기술자격으로서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정이 되는 경력은 SW관련 분야에서 30일 이상 업무를 수행
한 경우이며, 학력은 관련 법령(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SW기술분야를 전공한 사람(｢
초․중
등교육법｣또는 ｢
고등교육법｣
)이거나 경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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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단일등급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사무자동화

정보기기
운용

게임그래픽전문가

컴퓨터
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게임기획전문가

정보보안

정보보안

게임프로그래밍
전문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전문가

자료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https://career.sw.or.kr/gif/gif02.jtml, 2019.
12. 15 접속).

기술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근무경력의 경우에 근무경력확인서
원본과 경력 및 기간 증명서류이다. 그런데 프리랜서의 경우는 경력 확인
이 어려우므로 ‘기술경력’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경력은 기술
경력확인서 원본이나 용역계약서와 경력 및 기간 증명서류이다. 기타 경
력의 경우는 학력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원본, 자격국가기술자격증
사본/취득사항 확인서, 교육 수료증 사본, 상훈표창장, 상장 등의 사본으
로 증명이 가능하다. 다만 자격, 교육, 상훈은 SW관련 분야만 해당한다.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자료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https://career.sw.or.kr/gif/gif01.jtml, 2019.
12. 15 접속).

수수료는 25,000원이며, 이는 신규 등록의 경우이다. 변경사항을 추가
로 할 때는 연간 5,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비
용은 2,000원이다.
이 경력 관리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프리랜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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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인정되는 능력을 오히려 저평가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견
도 있고, 반대로 그나마 저평가를 방어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력이라는 정보가 시장에서 유용하려면, 대칭성을 담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대칭성은 공정한 제3자가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제3자가 최근 나타나는 프로젝트 업무를 거래해 주는 플랫폼 기업이
될지 현재와 같이 관련 협회가 될지는 경력 관리의 편의성, 시의성, 객관
성 등을 어느 쪽이 확보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고숙련 프리랜서는 이미 시장에서 자신의 능력과 경력이 인정
되는 만큼 이 체제에 편입될 유인을 갖기가 어렵다. 결국 이들이 참여하
지 않는다면, 반대로 경력 관리 프로그램은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숙련자가 아니라는 일종의 낙인(stigma)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거래 플랫폼과 협회가 모두 유
념하여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제4절 업무 환경의 공정성 확보

여기에서 제목을 업무 환경이라 이름하였으나 사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하위에 있는 프리랜서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
로써 이들이 처한 업무 환경이 간접적으로 보다 나은 쪽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정책이라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서 첫째로는 공공
SW사업의 다단계 하도급 개선과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들 수 있다(미래
창조과학부, 2015. 1. 29: 5). 둘째로는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현황을 공
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신규로 발주
하는 SW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로는 SW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단
운영을 들 수 있다. 이를 차례로 알아보기로 하자.

1.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2014년 12월 30일부로 개정된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은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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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1. 7: 1; 보도자료에는
‘2014. 1. 7.’로 되어 있으나 오기라 할 수 있다). 이 개정 내용에 주목할 만
한 것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개선이다. 이전까지 공공 SW사업은 원도
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다단계 하도급이 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SW사업의 품질 저하와 중소기업 수익 악화를 초래하였고, 이
영향은 SW개발자에게도 미쳤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첫째, 공공 SW사업에서 원수급사업자의 일정기준 비율(50%) 이상의 하
도급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둘째,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셋
째, 하도급업자에게 합리적인 대가가 보장되도록 하수급업자와 원수급사
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게는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부정
당 제재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2. 분할 발주
분할 발주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
<표 5-8> SW사업 분할발주 도입방안
쟁점사항

도입 방안

비고

분할발주에 따른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하여
사업지연
사업지연 방지

계약특수조건에
반영

설계서 표준화
표준산출물을 마련하고 계약자(설계자)는 이를
유도 및 품질제고 토대로 설계서를 작성

표준산출물
마련

사업의 연속성

구현사업자에게 설계서 인계․교육을 설계자의
과업으로 지정

계약특수조건에
반영

설계서 완성도

ㅇ설계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설계 오류, 누락
등 설계검증 및 과업의 적정여부 검토
ㅇ수요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달청이 대행

-

계약금액 조정

과업변경․추가, 재작업이 발생될 경우
활용하도록 세부 계약금액 조정기준 마련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 마련

발주기관의 전문 시범사업에 미래부․조달청 발주지원 전문가를
인력 부족
전담 배치하여 발주 전 과정에 걸쳐 지원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5. 4. 22.), p.5.

미래부․조달청
발주지원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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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현행 발주방식(일괄발주)과 분할발주 비교
현행(일괄발주)

계
약
이
행
방
식

분할발주

◦동일 기업이 설계와 구현을 일괄수행 ◦사업 특성에 따라 설계분할 또는 설
- 또한 발주자가 설계서를 검사하는 계우선방식에 의한 분할발주를 선택
절차가 없어 계약자 책임하에 설계 적으로 적용
를 실시
- (설계우선)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
◦일반적으로 일부 설계를 실시하고 그
동계약1)으로 발주하되,
결과에 따라 구현하는 과정을 반복하
․설계자는 설계서를 우선 납품하고,
여 최종 납품
구현사업자는 그 설계서에 따라
구현
- (설계분할) 건설공사와 같이 설계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은 납품된 설계서
를 토대로 구현사업을 별도 발주

◦설계와 구현을 일괄 발주함에 따라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여 재작업 비율을
2)
계약행정기간이 짧음
최소화하고, 사용자 품질 만족도 증가
장
◦발주기관은 1인의 계약자를 상대하므 ◦설계서가 변경이 되면 계약조건에 따
점
로 계약관리가 편리
라 정당한 대가를 주어 SW사업 제
값주기 실현
◦설계와 구현이 혼재되어 요구사항이 ◦설계분할발주는 계약행정기간이 추가
불분명하여
소요
단 - 현행 정부계약제도하에서는 제안요 - 조달청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서 등 계약목적물이 변경되지 않
설계우선방식을 도입
점
으면 계약금액 조정 곤란
◦발주기관은 다수의 계약자를 상대하
므로 계약관리가 불편
주 : 1)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제2조에 따라 2∼5인 이하의 구성원으로 공
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구성원은 분담내용(설계와 구현)에 따라 나누어 계약
을 이행하고 책임을 지는 계약방식.
2) 일본의 경우, 분할발주로 인한 재작업 비율은 기존 40.3 → 2.2%로 감소하고,
품질만족도는 44 → 70%로 증가(일본 발주자협의회(2012), ｢
SW매트릭스 조사｣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5. 4. 22.), p.6.

SW사업의 구현이 진행됨으로써 최종 단계에 이르면, 사용자 요구 사항
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재작업이 발생함으로써 사업 효율성 저하와 함께
과업 변경에 따른 대가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아 SW 기업의 수익 악화,
SW개발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미래창
조과학부, 2015. 4. 22: 2).
이는 다음과 같은 발주 절차와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첫째, 소프트
웨어용역 계약특수조건으로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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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구현사업자 간의 분쟁유발요인(설계서의 하자, 납품지연책임 등)
을 없애도록 하였다. 둘째, SW사업 개발공정별 표준산출물을 통하여 요
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설계서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셋째, 계약
금액 조정 가이드로 재작업이나 과업 변경이 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
도록 하였다. 넷째, 발주 지원 전문가를 발주기관에 전담 배치하여 발주
기관의 정보화 역량 부족에 대처하도록 하였다(이동현, 2015: 141).

3.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현황 공개
이는 2012년 11월부터 SW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법
제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공공 SW사업 법제
도 준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참여하한, SW
분리발주,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상세화,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특정규격
명시금지 등의 여러 항목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종합
하여 공표하는 것이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2. 3: 1～2).

4. SW모니터링단 운영
2015년에 발족한 SW모니터링단은 한국SW협회 회원사, 지역진흥기관,
학계/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다음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첫째, SW사업의
불공정 하도급, 불공정 발주관행에 대한 제보사항 접수 및 민원 대행, 둘
째, 불공정행위 사례 자료 축적 및 정책 개선 건의, 셋째, 사례집 발간 및
불공정행위 사전 예방활동 추진 등이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6. 25: 1).

5. SW 제값주기
SW 제값주기로는 SW개발사업 표준단가 인상, 상용SW 유지보수료율
상향 조정이다. 2014년의 경우에 표준단가는 4.4% 인상되었으며, 유지보
수료율은 2014년에 10%가 책정되었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1. 29: 2). 이
전에는 8%였으며, 2015년에는 12%, 2017년에는 15% 내외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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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먼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산하기관의 51개 SW사업(1,222
억 원)을 시범대상으로 선정하여 네 가지 항목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미래
창조과학부, 2015. 3: 2). 네 가지 항목으로는 첫째, 사업 발주 전에 예산
대비 사업 규모가 적정한지, 둘째, 사업기간이 사업규모에 맞게 계획되었
는지, 셋째, 하도급 기업의 안정된 수익 보장과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하여
하도급 제한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며, 넷째, 발주기관이 대가 없이 과
업 변경을 요구하는지, 과업 변경 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지 등이다.
둘째로는 공공 SW사업 발주․관리에 전문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발주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게다가 퇴직 SW 전문가를 활
용한다는 계획도 추진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4. 27). 이는 “고용시
장에서 퇴직한 SW시니어에게는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기관은 SW시니어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노하
우, 인적 네트워크 등을 전수받는 기회로 활용한다는”(미래창조과학부,
2015. 4. 27: 1) 취지였다. SW시니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5-10> SW시니어의 단계별 역할
단계

기획단계

발주단계

사업관리단계

사업종료단계

기획안 검토, 예산 기능점수(FP) 산정, 하도급 관리, 과업
지원
산출물 검토,
확보를 위한
제안요청서(RFP) 변경시 적정대가
내용
인수기준 지원
기술지원
작성 지원
산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5. 4. 27.), p.2.

셋째로는 우수 발주기관을 선정하여 정부가 시상하는 것이다. 이는 현
재에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 한 예로 2019년 상반기에 소프트웨어 사
업 우수 발주자로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고용정보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농협은행의 담당 직원 4명(기관별 1명)이 선정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
부, 2019. 6. 20: 1).

6. 공공SW사업 혁신방안(2017년 12월)
2017년 12월 14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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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공공SW사업의 문제점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이 불명확하여 빈번한 과업변경 및 업무증가 초래
○ 발주기관의 잦은 과업변경 요구와 추가 과업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미흡
○ 발주자의 일방적인 작업장소 지정으로 과도한 파견근무 및 기업비용 부담 가중
○ 발주기관이 SW지재권 단독소유 또는 기업의 지재권 활용을 과도하게 제한
○ 공공기관이 민간SW와 유사한 SW를 개발․무상배포하여 기업 이익 침해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7. 12. 14.), p.1.

<표 5-12> 제도개선 추진방안 요약
[요구사항 명확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사전심사 제도 도입
◦불명확한 요구사항→ 과도한 과업 변
경․추가→ 개발자 근로여건 및 기업
수익성 악화
* 과업범위 산정 가능 제안요청서
3.6%(2016)

- 상세한 요구사항에 따라 효율적 사
업관리
- 기업수익성 및 개발자 근로여건 개선
- 요구사항, 과업규모 변경 최소화

[과업 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추가과업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없
이 잦은 과업 변경 및 추가
*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
* 수주기업 50%가 과업추가․변경 경험

- SW사업 제값주기 문화정착
- 업무 예측 가능성 제고로 초과․휴
일 근무 감소 등 개발자 근무환경
개선

[원격지 개발 활성화] 기업 제시 SW작업장소 협의원칙 강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일방지정 → 과
도한 파견근무 → 기업 수익 약화 및
우수 개발자 이탈
* 지방 파견비용 부담: 150만원(1인/월)

- 개발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우수인력 유입 및 기업수익성 개선
* 사업예산 외 추가 파견비용 절감

[SW지식재산권 기업 활용촉진] 기업 요청시 SW산출물 제공
◦SW산출물 기업활용 제한으로 전문
지식 축적미흡, 업무생산성 저하
* 산출물 기업소유 제한 86.1%

- 기업의 특정업무지식(domain knowledge)
축적․활용 → 전문기업 성장
- 업무생산성 증대로 SW품질향상

[상용SW활성화] SW영향평가 의무화․유지관리요율 상향
◦공공기관의 유사SW 개발․무상 배
포 → SW기업 매출 급감
◦낮은 유지관리요율(국내기업 15% vs.
글로벌 기업 22%)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7. 12. 14.), p.2.

- 창의․도전적 민간SW시장 보호
- 안정적 유지관리로 신제품 개발 등
SW기업 성장기반 제공(～2022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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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혁신방안’이 발표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방안 마련을 위하여
“SW ‘아직도 왜?’ TF”가 구성되어 9차에 걸쳐 간담회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TF를 통하여 다음의 문제점이 재차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제시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제안
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이다. 이를 이하여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둘째, 과업 변경․추가 시에
는 적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
도록 하고, 공공SW사업의 과업범위를 과업내용서로 일원화하기로 하였
다. 셋째,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정부가 원격개발 근무지원센
터를 설립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넷째, SW사업 산출
물 활용 촉진으로 수주기업이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SW사업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때, 발주기관이 제공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
기로 하였다. 다섯째, 상용SW 활성화이다.
이 방안은 2018년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를 아래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7.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면 개정
1987년 12월 4일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이 제정되어 1988년 7월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그 사이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다가
1995년 12월 6일에 전부 개정되었으며, 2000년 1월 21일 전부 개정되면서
명칭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으로 바뀌었다.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18
년 2월 21일이며, 2018년 11월 30일 정부가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
출하였다.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의 첫 번째에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이 들
어 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에서 계약 공정성 확보
를 위하여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적정 사업기간과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목적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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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먼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조문을 살펴보기로 하
자. 이는 제22조와 제23조이다. 개정법률안의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2조는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교육․훈련 실시, 산학연 협력 강화,
경력개발 지원, 인력수급 분석, 인력 취업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
<표 5-13> 소프트웨어진흥법 법률개정안 제22조, 제23조
제22조(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
트웨어융합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소프트웨어인력”
이라 한다)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자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재교육을 포함한다)
2.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3. 소프트웨어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4. 소프트웨어산업의 인력수급 분석 및 소프트웨어인력의 관련 업계 진출기회 확대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나 연구소, 그 밖의 기관
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
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체계
적인 소프트웨어 실기 교육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소프트
웨어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정한다.
자료 : 정부(2018. 11. 3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944, 2018.
11. 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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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지원도 내용에 포함하고 있어 소프트웨
어 인력 양성 체계의 얼개는 갖추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교육․훈련 실시와 산학연 협력 강화는 신규 인
력 양성을 통한 양․질적 인력 확보이며, 기존 인력의 재교육과 경력개발
지원으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전
문인력 양성기관의 기능이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학원 프로그램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이 노동시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인력 양성기관
의 지정과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이 시시각각
으로 진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기술의 진보를 적시에 반영하
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확보․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의 지역산업맞춤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참고로 하면 좋을 것이다. 이 사
업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그
리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유지에 노력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완벽하게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
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법률개정안 제22조 제3항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
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
이는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로 이름하고 있다. 제37조에서는 공정계
약의 원칙을 강조하고, 계약서 작성 의무사항과 불공정한 계약 기준을 명
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한다는 것도 명문
화하였다.

제37조(공정계약의 원칙) ①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
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과 범
위, 계약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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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명(｢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기명날인
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 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
액과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
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3.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한쪽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민법｣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
여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소프
트웨어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를 하도록 제40조에 규정하고,
발주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41조에 담았다.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
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연 2회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발주기술 지원) ① 정부는 발주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발주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기술교육 등 필요한 교육과정
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자, 협회 또는 그 밖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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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공공발주는 전면개정안 제43～49조의 내용이다. 제43조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범위’로 공공발주의 과업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
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발주자의 비전문성을 고려하여 작성
에는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분석․설계사업을 분리하여 발
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44조는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제45조는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제49조에 소
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범위)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
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상세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외부전
문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상세한 요구사항 작성에 필요한 별도의 분석 또는 설계
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제44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계약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적정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사업종료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48조 제2항, ｢지방재정법｣제50조 제
2항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적정 대가 지급 등) ① 국가기관 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 대가를 지급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국가기
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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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ㆍ일정ㆍ규모ㆍ투입인원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 산정에 필요한 정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대가 지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전자정부법｣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
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이 ｢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하 이 조에서 “사무관장기관의 장”이라 한다)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할 때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
어사업의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였는지 및 제44조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전협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7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
자가 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사업금액은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 발주하는 경우에
는 각 사업금액 중 낮은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
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을 말한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인 대기업만 해당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기관
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
2.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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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
정되어 관보에 게재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인 경우
4. 제39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인 대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
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시킬 수 있다.
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
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적절한
지 평가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
하여야 한다.
제48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조 제2항 제3호 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
여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계약 체결 시 그 기준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
관 등의 장은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등 수행 장소에 대한 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
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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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
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
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처럼 지금까지 SW 업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소프트웨
어산업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모두 담겨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만
아직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까운 현실이
다.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이 법률안에 의거하여 정부 당국을 비롯
하여 관계 기관이 SW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경주한다면, 단기간의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근
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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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과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는 한국 ICT산업 소프트웨어개발 전문직종(이하 SW전문직)의
노동시장 변화와 프리랜스 경제화에 대해 44명의 방대한 개발자와의 인
터뷰에 기반한 질적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그간 한국에서 비정규 노동
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보고가 제출되었지만,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는 독
립 및 종속 도급계약 등 개인도급계약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축적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져온 제조업의 보완 혹은 대체
재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지식, 창의, 문화 경제, 즉 신경제산업(new
econmoy industries) 부문에 대한 본격적인 노동 연구는 아직 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다. 이 연구는 노동분야 연구의 이러한 틈을 메꾸기 위
해 새로운 노동계약형태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종속 및 개인 독립 도급
에 기반한 비정규노동시장의 전개, 특히 프리랜스 경제화를 신경제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보다 정확하게는 신경제
산업 부문 중 앞으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중핵에 해당하는 SW 개발 부문 노동시장의 특성 및
변화와 프리랜서화의 전개에 주목하는 연구다. 한편 이 연구는 이전에 크
게 주목되지 않았던 다음 세 가지 쟁점을 연구의 핵심 축으로 삼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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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의 차별을 꾀한다. 첫째, 프리랜서화 그 자체의 특성이나 확산 정
도에 주목하기보다는, 지난 20여 년간 전개되어 온 산업 생태계 및 조직
구조의 고찰을 통해 산업적 특성이 노동시장에 전이되는 지점을 가치사
슬의 전개와 부문 간 분화를 통해 포착하고, 프리랜서화를 이러한 노동시
장 구조변화의 맥락에서 이해하려 하였다. 둘째, 지식․문화 경제에 있어
노동자들이 내재되어 있는(embedded)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식․문화경제의 전개가 기존의 시장이나 정책 논리로부터 독립적인 사
회적(societal 혹은 community) 논리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를 추동하는 문화적 논리와 규범의 작동에 대한 이해가 긴요하다. 이 연
구는 이런 맥락에서 공급 측 노동자들의 행위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시장의 특성과 분절의 공고화 경향을 개발자 문화를 통해 포착하려고 시
도하였다. 문화의 독립적 작동논리에 대한 섬세한 포착과 함께 문화-경
제-제도적 요소를 잇는 통합적 사고가 가능할 때 보다 진전되고 창의적
인 정책 함의 도출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셋째, 노동력에 대한 양적, 질적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지식전문분야로서 SW직종 노동시장의 변화를
포착하는 데 숙련기제에 대한 분석은 핵심적이다. 한국의 숙련형성기제
에 대한 연구 축적은 국가주도 산업화 이후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신경제 산업의 새로운 숙련형성기제에 대한 이해는 더더욱 지체된 상태
다. 한국적 숙련기제가 과연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개념화될 수
있는지,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새로운 경제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경제가 노동자의 개인적, 집합적 역량에 크게 의존한
다는 점에서 특히 긴요하다. 이 연구 역시 숙련기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
구는 아니지만, 숙련형성기제가 반영하는 산업적, 노동시장적 분절구조를
드러내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적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는 신경
제산업 내 숙련기제 관련 연구의 디딤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세 측면에서의 분석결과와 연계해 그간의
관련 정부 정책을 이어지는 별도의 장에서 자세하게 살피고, 정부 지원
아래 민․관에서 진행된 다양한 숙련화 시도, 기존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
하려는 정책적 전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더 나아간 정책적 함의
를 도출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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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석 부문으로 볼 수 있는 제2장에서 제4장까지의 주요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산업의 특성을 살피는 한편,
SW전문직종 노동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프리랜스 경제화의 특성을 최
근 시행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ICT 산업 및 노동시장 실태조사”결
과에 기대어 고찰했다. 이 장을 관통하는 두 개의 핵심 키워드는 SW전문
직 노동시장(occupational labor markets)과 프리랜서 경제(freelancer
economy)의 전개로 볼 수 있다. 이 두 키워드는 각기 독립적이지만, 지식
기반 신경제산업의 확대에 따라 겹침면이 점차 넓어지는 추세로 두 개념
의 긴밀한 상호 연계를 염두에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테크놀로지와 혁신을 기반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신경제산업은 관
료적 위계조직 원리와 친화성이 낮다. 디지털 기술의 끊임없는 고도화와
혁신에 따라 점차 짧아지고 있는 기술 수명주기(life cycle)는 전문가를
관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직능력을 약화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내
부화하는 데 따른 거래비용을 높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소속조직의
규범보다 전문가 커뮤니티와 시장의 규범이 더 중요한 작동원리를 제공
하는 직종 노동시장의 부상과 확대는 신경제산업하에서 불가피하다. 신
경제산업 내 위계조직의 관리자 역할도 내부인력에 의존하는 사업기획과
해당 인력에 대한 관리보다는 조직 밖 외부자원 동원․관리․조정으로
전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식기반 디지털 신경제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ICT산업 SW전문직종은 이러한 새로운 직종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대표 주자로 자세히 들여다볼 만한 부문이다.
한편, 정보통신디지털기술의 발전, 노동자 구성 및 노동규범의 변화, 금
융화의 진전에 따른 기업의 고용유연화 전략 및 비용절감 정책 등을 배경
으로 신경제 산업에서 가장 현저한 노동시장변화는 프리랜스 경제화다.
비단 프리랜서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전통적 고용관계의 쇠락과 함께 개
인을 단위로 한 아웃소싱시장의 확대와 해당 규범의 확산을 프리랜스경
제화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프리랜서 일
자리가 줄 수 있는 독립성과 유연성, 조직으로부터의 자유 등에 대한 대
중적 관심이 늘고 있지만, 실제 ICT 부문에 SW개발 직종 노동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화의 위험과 그에 따른 노동시장 분절적 경향을

제6장 결론과 제언 193

강조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한편으로는 지식경제의 확산과 함께 고용관
계의 종속성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추구하는 독립 노동자의 확대 경
향은 불가역적인 노동시장변화의 현실로서 기존 제도주의 인식 지평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도, 해당 현상이 노동자에게 가하
는 불안정성을 간과하여 과도하게 이상화하는 저간의 경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약 10여 년 전 미
국의 SW노동자 및 노동시장에 대한 민속지적 연구를 수행한 Barley와
Kunda(2006)의 선구적 저작과 궤를 같이한다.
연구대상인 SW 개발직의 경우,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른 과업의 분
할과 단순화, 용이해진 모니터링의 노동과정 변화와 함께 삼자적 고용관
계의 확산이라는 환경적 변화에 직면해, 경우에 따라서는 고도의 전문직
조차 교섭력 저하가 불가피하고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이들은 상대적으로 단위기간 소득이 높은 편이지만, 소수의 스
타 프리랜서를 제외한 대다수 프리랜서들은 일자리와 소득의 (생애) 지속
가능성에 대해 상시적 불안감을 안고 있다. 즉, 장기화될 수도 있는 취업
공백기의 소득불안정, 빠른 기술 변화에 따른 숙련 및 지식의 노후화 가
능성과 재투자에 요구되는 (기회)비용, 중년 이후 새로운 전문지식 습득
능력 저하 가능성 및 업계의 연령차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단계 산업구조가 고착된 산업환경에 놓여 있는 한국의
프리랜서들은 외국에 비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더 큰 불안을 안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 정규 일자리를 구직 중인 프리랜서 비중이 높다
는 최근의 설문조사결과(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2019)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사 대상의 70%가 넘는 다수 프리랜서 SW개발자가 정규화
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프리랜서들에게 불안이 팽배하다
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프리랜서 노동시장은 사회연결망에 의
존하는 일자리 구하기, 빈번한 이동, 관료적 조직 통제로부터의 독립성
추구, 유연한 노동시간 등 고용계약이 아닌 노동계약 중심의 창의 지식산
업 유연노동시장의 일반적 특성을 상당히 공유한다. 특히 사회연결망에
대한 강한 의존성은 앞에서 서술했듯이 과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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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곤란함과, 결과의 불확실성, 전문성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정보의 비
대칭성 등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이 직종 시
장을 움직이는 핵심요소다. 전술한 Barley와 Kunda(2006)가 제안한 이른
바 떠도는 전문가(itinerant experts)들은 이미 한국 SW전문직 노동시장
에서도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 기존의 한국노동시장에서는 좀처럼 발
견되기 어려웠던 현상으로, 이제 개발자들에게 이동은 지위와 임금상승
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노동시장 기제로 인식되고 있고 그 핵심에 개발
자 네트워크가 작동한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작동방식을 경제적 합리성에 의존하는 일반적 해
석은 이 시장에 대한 절반의 이해에 불과하다. 개발자 문화의 독특성, 즉
동업자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유지함으로써 직업 정체성을
넘어 개인 정체성을 유지․재확인하는 독특한 전문가 커뮤니티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 시장의 독특성이 존재한다
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개발자 문화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개발자들의 노동시장 이동을 만들
어내는 동인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모은 질적
자료에 따르면 이동을 추동하는 요인은 숙련 및 개발자로서의 개인적, 사
회적(혹은 집합적) 정체성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더 효율
적이고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개인주의에 기반한 협업 네
트워크 추구’가 이들이 지닌 직업적 도덕률(moral)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런 모럴 추구가 어려운 조직을 회피하고, 이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장
(fields)을 찾는 적극적 행위가 이동으로 발현된다. 좋은 개발자로서 재미,
도전, 성취감에 대한 추구(예를 들면 구루(guru)에 대한 무한한 동경과
희구)는 더 나은 현재적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대기업을 떠나 소규모 벤
처기업으로의 경력 이동도 기꺼이 감행하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된다. 자
율적 시장 교섭력을 갖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개발자(free agents)의
사고방식이다. 이들 혹은 이들의 경로를 추구하는 초기경력 개발자는 재
미, 도전, 학습, 성취감을 동반하지 않는 작업 및 조직환경을 낮추어 보고,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는 동류의 개발자를 낮은 카테고리에 묶어 인식하
면서 동류의식을 확산, 강화하고 자신들을 구별 짓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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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직종 노동시장 내에서 이러한 모럴과 이동패턴을 공유하지
못하는 개발자들도 있다. 산업 생태계 내에서 자율적 시장 교섭력을 발휘
하기 힘든 위치에 존재하거나, 인적자본을 갖추지 못한 미숙련 개발자들
은 전제적 시장(market despotism)에 의해 비자발적 이동 패턴을 보인다.
예를 들어 정규직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고 재하도급업체나 인력파견업
체에 연루된 프리랜서의 프로젝트 단위 이동을 떠올릴 수 있다. 이들은
설혹 자율적 이동이 가능할 만큼의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
서 언급한 자유로운 이동자 커뮤니티(free agents)가 부여한 낙인(예컨대,
“SI에서 뼈가 굵은 개발자는 루틴하고 고정된 작업방식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테크니션일지는 몰라도 유연성, 기민성(agility)과
자유로운 사고를 요하는 새로운 제품 개발에는 적절치 않다. 즉 (진정한)
개발자로의 전환은 어렵다”)으로 인해 이동의 한계에 부딪히기 쉽다.
경제논리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개발자 문화는 한편으로는 시장과 조
직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자율규제가 작동하는 개발자 커뮤니티 형성
에 기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한 개발자 문화는 개발자 규범에 부합
하는 “좋은” 개발자와 규범을 충족하기 어려운 개발자를 구별 짓는 직종
내 불평등 재생산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개발자 직종 내
이동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즉, 산업 내 지난 20여 년간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들어낸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는 개발자 문화에 의해 공
고화되는 경향이다.
제3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시스템통합(SI), 패키지, 스타트업 분야 등
세 개 분야의 상이한 개발자 문화가 어떻게 노동시장 분절을 강화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분절적 직종 노동시장이 어떻게 프리랜서화에 작용하는지
살폈다.
한국 개발자들의 문화적 분절은 개발자 노동시장의 독특한 분절 양상
과 연계된다. 특히 패키지, SI 및 스타트업 분야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
적 차이는 상당하다. 다양한 차원으로 드러나는 문화적 분절은 직종 내
개발자 문화의 다양성, 즉 부문 간 차이에 그치지 않고 개발자 사이에 위
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위계는 기존의 불평
등 문제를 강화하거나 개발자내부 이동을 제약할 수 있다. SW개발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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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노동시장 내 동질성을 전제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노동시장뿐 아니라
작업 방식에 있어서도 이 세 분야의 차이는 완연하다. 이는 각 부문이 지
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와 보상구조 차이, 그리고 앞서 언급한 개발
자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 작동 논리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ICT SW개발직종 내 세 부문 간 특성은 상이한 프리랜서화로 연
결되고 있다. 국내 ICT SW개발직종의 프리랜서경제화는 역설적으로 작
업의 표준화 및 루틴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SI에 두드러진다. 그 동력은
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비용절감에 있다. 따라서 SI에 크게 확산된
개인도급계약관계는 개인 개발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며 취약한 (준)전문
직(precarious professionals)을 확산하는 주요 노동계약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루틴한 업무 프로세스가 일반적이고, 혁신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는 SI 비즈니스의 모델이 그 근원에 있다. 대형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1
차 벤더, 주로 재벌그룹의 계열사인 대형 SI 업체가 혁신의 모멘텀을 잃
은 구조적 환경 속에서, 대개의 발주사가 ICT를 혁신과 부가가치 창출보
다는 최소관리와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상황과 맞물려 형성된 다단계
사업모델(혹은 밸류체인의 거버넌스 구조)이 노동시장의 다단계화로 연
결되고 그 위험이 사슬의 말단에 있는 개인도급자에 전가되고 있다.
대형 발주사나 1차 벤더보다는 소형발주사 및 소형 1차 벤더, 그 밖에
2～3차 벤더에서 주로 발견되는 프리랜서는 독립계약보다 파견 및 모집알선 에이전시를 매개로 한 계약에 연루되어 있다. 공히 프리랜서로 부르
지만, 어느 정도 숙련이 있는 경우 독립계약보다는 파견에이전시와 지속
적 관계를 맺는 파견 고용에 더 가깝고, 미숙련의 경우 파견업체로부터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개 일의 과정, 장소,
작업 스케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진성 프리랜서라기보다
는 오분류에 의한 프리랜서로 볼 수 있다. 취약한 프리랜서들은 들어오는
일은 무엇이든 수용해 일과 일 사이 간극을 좁혀 고용과 소득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기술 따라잡기를 포함한 숙련향상의 부담을 잘 해결할 수 없
으므로 본인의 시장성이 높을 때 가능한 생애임금 확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부담을 크게 느낀다. 이는 역설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강
하고 숙련의 지속가능성이 제약된 프리랜서를 양산한다. 이런 특성은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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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능력 있는 노동력의 진입을 제한하고, 이들 프리랜서의 타율성, 실력
없음에 대한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문화적 경계짓기, 게토화
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직종 내 부문 간 노동력 이동이
억제된다. 업무를 표준화하고 루틴하게 설계할 여지가 높은 부문의 SI의
특성상 미숙련 노동력의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도 여기에 가세한다. 정부
지원에 의해 단기적으로 훈련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입해 온 배
경이다. 미숙련 노동력에 대한 정부지원은 어느 정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임금이 지급되는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왔다는 점
에서 임금청년노동정책, 산업정책 차원에서 숨통을 틔워주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지원 방식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즉 유행하는 한 가
지 기술을 단기에 습득해 진입한 인력이 앞에 언급한 여러 이유로 추가적
인 숙련(업그레이드)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경력 경로가 조기에 차단되
고 오분류에 의한 프리랜싱과 쉽게 연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직종
내 저숙련 노동력의 게토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동원할 수 있는 조직
적, 사회적 자원이 미비한 개인이 숙련, 네트워크, 명망에 의해 작동되는
직업 노동시장에 제대로 안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진입기 단기 훈련을 통한 대규모 노동력 공급에 집중하는 정책의 의도하
지 않은 부작용을 이 부문 노동시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패키지 솔루션 및 인터넷서비스, 앱개발 등 벤처 부문에서는 의
외로 프리랜서화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유연한 노동에 대한 선호가 증가
하고는 있지만, 수요 측이 노동공급 부족을 강하게 겪고 있어 노사 양측
에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계약 관계가 형성될 여지가 적기 때문이
다. SI에 비해 유연한 소규모 조직이 많이 포진하고 있고 이들은 많은 경
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뿐 아니라 기술 혁
신 이외에도 종합적 관리, 아이디어 수립, 마케팅, 소비자 대응 및 소통
등 개발인력에게 종합적 능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따
라서 회사의 입장에서 인력의 유연화보다 인력의 안정화에 더 관심을 기
울이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이 분야에서 프리랜서의 확장이 있다면 이는
수요 측보다는 공급 측에서 주도하는 진성 프리랜서화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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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 해도 전통적 고용관계와 같이 조직이
주도하는 장기고용과 내부화가 이 부문의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개발
자들은 조직에 헌신하기보다는 개발직종의 경계 안에서 자신의 경력에
헌신하려는 욕구가 크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직종시장에는 자율성, 독립성,
성장기회, 직업적 재미 등을 보장하는 조직을 원하는 강한 개발자 문화가
작동한다. 원하는 직업과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직종시장 내
이동을 통해 확보하려는 개발자들의 성향 혹은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
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거래를 통해 노사 간 거래비용을 절감하려는 내부
노동시장과는 달리 이동을 통해 숙련화, 경력 추구, 취향을 포함한 노동
조건의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종 노동시장이 빠르게 형
성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개인적 교섭력이 커질 경우, 혹은
한국개발자 노동시장의 국제 통합이 가속화될 경우 노동자가 주도하는
진성 프리랜서화가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확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최근 성장한 일부 대형 벤처의 경우 장기근속 정책이 발견되
기도 하지만, 이 연구가 수행한 다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동은 이 시장
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의 양
상에 있어서도 SI에 비해 개발자 고유의 문화와 커뮤니티에 대한 의존이
더 강하므로 인력 에이전시의 개입보다는 개발자 네트워크에 의한 이동
이 더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한국 ICT SW 직종 노동시장에서 기존의 내부노동시장
규범과 관행이 남아 있는 부문은 소수 재벌부문 대형 SI 업체의 관리인력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대다수는 직종 노동시장 내에서 경
력의 추구를 위해 유동하는 단기 근속 정규직과, 소수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진성 프리랜서, 그리고 오분류에 의한 다수의 파견형 프리랜서와 비
자발적 미숙련 프리랜서로 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숙련형성체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SW산업에서 공존하고 있는 이질적인 제도적 장(institutional field)들을
가치사슬 지배적 행위자, SW 개발주체, 그리고 숙련의 보상 및 측정방법
등의 범주를 사용해 구분했다.
먼저, SI 숙련형성체제에서는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이 저숙련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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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하는 지배적 행위자 역할을 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열사
내부거래는 그들에게 안정적인 양적성장의 기반을 제공했지만, 시장경쟁
을 위한 SW 기술력 강화가 아닌 프로젝트 기획과 관리능력을 조직의 핵
심역량으로 선택하도록 이끌었다. 그들의 내부노동시장은 프로젝트 관리
자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SW 개발업무 부분은 외부화되었다. 그
결과, SI 숙련형성체제에서는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개발자들
이 SW 개발주체로 자리 잡게 된다. 아울러, 이들 프리랜서 개발자들과
대기업 SI 업체들 사이에서 프로젝트를 중개하는 하도급 업체들이 가치
사슬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를 잡았다. 주로 공공기관이거나 금융기관인
발주처들의 낮은 전문성으로 인해 시스템의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납기일
에 맞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프리랜서 개발자의 숙련 척도
로 자리 잡았다. 한편, 제도적 장에서 작동하는 등급제와 신고제는 외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숙련에 걸맞
은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고안되었지만, 오히려 저숙련 체제가 재
생산되는 제도적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영세하
도급 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비지원 SW 교육프로
그램들을 매개로 가치사슬로 끌어들이는 미숙련 개발자와, SW 개발과정
그 자체가 주는 내재적 동기가 가치사슬로 이끈 고숙련 개발자들 사이의
정체성 단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단절은 공통의 집단적 이해대변
체를 조직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고 숙련형성체제 내의 힘의 불
균형을 재생산하는 기제 중 하나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타트업 가치사슬에서는 자본을 가치사슬에 투여하는 투자자들
보다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는 주체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배적 행위
자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 스타트업들은 IPO나 인수
합병을 궁극적 목표로 조직의 매출을 급성장시키는 것을 당면과제로 삼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정규직 개발자들을 채용하고 있었다.
스타트업의 내부노동시장은 실리콘밸리의 인력관리기법을 담론적 기반
으로 삼고 있었고, 전통적인 산업과는 다르게 높은 불안정성을 보였다.
지속적인 투자금 유입에 힘입은 스타트업 창업의 증가는 개발자들 수요
를 팽창시키면서 개발자들 역시 그러한 불안정성을 자신들의 경력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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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해 긍정적으로 내면화하고 있었다. 역설적으로, 내부노동시장의 불안
정성은 조직수준의 숙련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창업자들의 부
담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SI 노동시장과 스타
트업 노동시장 사이의 중첩, 즉 SI 개발자들의 스타트업 가치사슬로의 이
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지는 제5장에서는 그간의 관련 정부 정책을 산업정책과 노동정책
차원에서 개관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개발자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하층에 속하면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 거래 질서를 위
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면서 개발자 인력양성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먼
저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정책은 SW 중심대학,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
중 양성, ICT 멘토링, SW 마에스트로, SW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
원, ICT 학점 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을 들 수 있
다. 다만 이 교육 프로그램이 SW 개발자 시장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여
전문성을 높여가는 경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재단에서 추진하였던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
교육과정’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디자이너가 되고자 하는 청년에게 자신
의 능력을 새롭게 확인하고, 국내외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재가동을 검토해 볼 만한 교육프로그램이다.
그리고 SW개발자의 경력과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장치
로서 정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SW개발자 경력 관리를 위탁하
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 경력 관리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긍․부정적 인
식이 있지만, 경력이라는 정보가 시장에서 유용하도록 대칭성을 담보하
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제3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
렵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하위에 있는 프리랜서를 위해서는 공공SW사업
의 다단계 하도급 개선과 분할발주 시범사업, 공공SW사업 법제도 준수
현황 공개, SW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단 운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SW제
값주기로서 SW개발사업 표준단가 인상, 상용SW 유지보수료율 상향 조
정이 있다. 2017년 12월 14일에 발표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
업 혁신방안’은 2018년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 구체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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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개정안에 지금까지 SW 업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담
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은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정부 당국을 비
롯한 관계기관이 SW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경주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결론 맺었다.

제2절 연구의 일반적, 조직적 정책함의

우선 앞에서 분석한 문화적 관점에 입각해 몇 가지 일반적인 정책제언
을 하고자 한다.
개발자 자격에 대한 신화의 해체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컴퓨터 개발
자는 ‘천재’와 유사한 고정적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었다. 이는 개발자들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이런 이미지는 일종의 신
화로 작용하는데, 대략 이런 식이다.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접하고 스
스로 이를 터득해 나가면서 이런저런 작은 해킹의 경험을 축적하고, 스스
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세상에 내보임으로써 주변의 인정을 받는
‘천재’ 스타일의 개발자가 진정한 개발자의 이념형이라는 신화가 그것이
다. 이런 신화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오랜 역사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흔히 알려져 있다. 첫째, 실제 천재 개발자의 스토리가 과장되어 말 그대
로 신화로 된 것이다. 흔히 자기 집 차고에서 창업하여 기업을 성공시킨
미국의 몇몇 창업자들의 이야기가 이것의 전형이다. 어린 나이에 하버드
를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애플
을 창립한 스티브 워즈니악과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시대
적 배경의 문제가 이런 신화를 부추긴다. 80년대까지 집에 컴퓨터가 있던
가정은 흔치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조건에서 성장한 아이는 당연히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압도적인 경험적 우위에 있었다. 그런 격차는 당
연히 노력으로 극복되기 어려운 것들이고 그렇기에 타고난 능력으로 포
장되는 자연스러운 신화화 현상이 완성된 것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집집
마다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고 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은 전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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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관심과 역량의 문제가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천재적인 능력이나 특
별한 자질을 타고난 사람이 개발자에 적합하다라는 선입관은 개발자라는
직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개발자 내부의 불필요한 격
차를 재생산하는 문제를 만든다. 따라서 개발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신화
를 해체하고 개발자를 다른 직종처럼 제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떤
직종이든 숙련도의 차이는 반드시 발생하지만 진입 자체에 제한을 가하
는 문화적 기준은 적절한 개발자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련한 교육의 내실화도 필요하다. 우선 학원 교육의 내실화가 중요하
다. 현재 한국의 개발자 학원교육은 대체로 3～6개월 기간 동안 주로 자
바를 익히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교육만으로 실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란 무척 어렵다. 그렇기 때문
에 실력을 부풀리고, 이에 따라 학원출신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
환이 반복된다. 또한 국비지원 교육은 좋은 정책이지만 교육의 준비가 되
지 않은 수강생들까지 참여하고 학원은 더 많은 학생유치를 위해 이런 학
생들까지 받는다. 하지만 동기부여가 낮은 학생들이 높은 성취를 얻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학원출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따라서 학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교
육과정의 전체적 개편 및 배출되는 인력의 수준을 통제하는 절차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
개발자가 되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대학에서 전공을 하는 것은 보편
적인 방법이다. 이런 모든 종류의 교육은 개발자로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 도움받을 곳이 그다지 없고
전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능 있는 개발자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개발자들은 일정한 기간마다 도약이 필
요하고 재학습이 필요하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초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개발자는 평생 공부해야만 하는 직업이다. 신기술은 계속 쏟아져나오
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진다. 그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는 끊임없는 학습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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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외부의 단체와 기관이 필요
하다. 게다가 개발자라 하더라도 분야를 변경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
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풀스택 개발자로 변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주변
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개발자들이 자신의 경력발전을 위해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더욱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발자와 관련된 교육기관들은 대체로 시장의 진입만을 위해 존
재한다. 개발자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면 그다음은 각자 알아서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개발자 노동시장 내에 개발자들이 고정된 것이 아
니라 꾸준히 이동하는 역동적인 노동시장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개발자로
진입 이후의 교육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개발자 임금구조의 개혁이 요구된다. 스타트업 분야에서 개
발자 임금은 시장 여건에 따른 개인 교섭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에 비해,
SI 분야는 여전히 등급제의 영향이나 인원수 및 노동시간에 기반한 맨먼스(man-month)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임금구조는 상한
과 하한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최하급 개발자에게는 진입 유인 동기가
발생하지만 최상급 개발자에게는 오히려 임금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개발자의 업무라는 것이 시간에 비례하여 결과물이 축적되는 방식
도 아니고 문제의 난이도와 구현의 용이성 및 요구되는 완결성의 수준이
모두 제각각이다. 이런 조건에서 개발자의 임금구조를 전통적인 제조업
방식으로 묶어두는 것은 개발자의 성장 동기를 만들어내지 못할 뿐만 아
니라, 이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내지도 못하게 된다. 따라
서 부문별 개발자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 임금보상체계의 수립을 위한 제
도적 가이드라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제언을 노동시장에서 즉각 실현시키기는 어렵다. 이보
다 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현장과 정부정책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현장과 관련된 정책 방안은 많이 열거할 수 있지만 몇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산업생태계 특히 SI의 생태계를 보다 혁신적이고 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SI의 특성상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일단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반
복적이고 루틴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디지털 컨버전스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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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청이 되면서 금융을 비롯한 제반 부문에서 내외부의 생산 및 서비스
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편이 추구되고 있다. 상당한 혁신이 요구되
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시스템을 모두 뒤바꾸는 개편이 시행될 수도 있
다. SI 전문 업체를 비롯해 내부 혁신과 숙련 체계, 노동자의 숙련지도를
만들고 정부의 규제에 앞서 이런 상황을 저해하는 불공정, 부당 거래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생태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직 구조
및 가치사슬 거버넌스상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 모든 상황의 동
인이 급격한 조직 축소와 비용 절감, 그리고 그에 따른 관리 능력의 부재,
도덕적 해이, 시스템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납기일만 맞추면 된다는 사
고 전반을 흔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 혹
은 발주자와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되는 대형 1차 벤더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의 자체 코드의 정비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 오분류로 인해 질적 생산을 저해하는 프리랜서 계약관계에 대한 표
준 계약서 정비, 계약여부 모니터링 시스템,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enforcement) 모니터링 시스템을 생태계 내에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
하다. 그리고 개인 도급계약자가 스스로 숙련 및 경력 관리, 업그레이드
를 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숙련 지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협회이나 사용자 자체 규약으
로는 20년 이상 굳어져 온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 생태계 내 노동자 대표
와 사용자 대표, 업계 전문가가 정례적으로 만나서 이러한 노력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거버넌스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조직 혹은 프로젝트 차원으로 내려가 사전에 있을 수 있는 경우
의 수에 대비하고 기획할 수 있는 전문 관리자의 역량 배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섭력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일자리 안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 단위의 예측가능성이다. 다음 프로젝트 계약을 언제 해야
할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내 프로파일을 심화할 수 있을지는 프리랜
서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데, 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
이 늘어지고 결국 실패에 이르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기업이 관리와 기술에 대한 노하우, 리더십을
겸비한 관리자를 양성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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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일이 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할 때, 그것도 프리랜서 경제하에서
서로 팀워크 없는 구성원 간에 비교적 단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절반 이상 기획과
관리 능력에 달려 있다. 구성원 특히 독립도급 노동자의 성공적인 프로젝
트 경험은 이들의 일 수명을 연장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술
분야의 관리와 구성원 간 소통 분야의 관리(팀워크 관련 프로젝트 매니지
먼트), 관리와 기획 분야의 관리가 총체적, 체계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전
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이는 팀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 조직에도 매우 중
요한 일로 이 분야의 작업장 혁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려로 전개될
수 있다.

제3절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력 개발을 위한 제언

1.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 요약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저숙련 상태의 개발자는
단순노무직에 머무르고 전문성을 갖춘 진성 프리랜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하부에 속하기에,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래의 불공정성 문제에 시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력 양성과
공정 거래 질서를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가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정책은 다음
과 같다. ICT/SW 분야 전반에 대한 인력 양성 정책이지만, SW 중심대
학,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 양성, ICT 멘토링, SW 마에스트로, SW 전
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ICT 학점 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의 정책은 효과성만 갖춘다면 SW전문인력의 양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다만 이 교육 프로그램이 SW 개발자 시장에 양
질의 인력을 공급하여 전문성을 높여가는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지
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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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재단에서 추진한 사업 한 가지가 ‘실리콘
밸리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 교육과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의 IT분야 전
공자나 경력자를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
로그램이다. 2016년 8월 8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20명이 참가하였던
부트캠프는 수료자 가운데 해외에 인턴으로 6명이 취업하였으며, 국내에
4명이 취업하였다. 그리고 2명이 창업하였다. 이 가운데 1명은 실리콘밸
리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정부가 바뀌면서 이 프로그램은 종
료되었으나 다행히 한 대학교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명맥을 잇
고 있다. 많은 수의 청년, 소프트웨어 개발자/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트캠프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새롭게 확인하고,
국내외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재가동을 검토해 볼
만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다음으로, SW개발자의 경력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SW개발자
경력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력 관리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려 긍․부정적 인식이 둘 다 존재한다. 경력이라는
정보가 시장에서 유용하려면 대칭성을 담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대칭
성은 공정한 제3자가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제3자가 최근 나타
나는 프로젝트 업무를 거래해 주는 플랫폼 기업이 될지, 현재와 같이 관
련 협회가 될지는 경력 관리의 편의성, 시의성, 객관성 등을 어느 쪽이 확
보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고숙련 프리랜서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낙인 효과(stigma effect)에도 정부
는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하위에 있는 프리랜서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업무 환경이 간접적으로 보다 나은 쪽
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정책으로는 공공SW사업의 다단계 하도급 개선과
분할발주 시범사업, 공공SW사업 법제도 준수현황 공개, SW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단 운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SW제값주기로서 SW개발사업 표
준단가 인상, 상용SW 유지보수료율 상향 조정이 있다.
2017년 12월 14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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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혁신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방안의 요점은 첫째, 제안요청서 요
구사항 명확화이다. 이를 위하여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정
부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둘째, 과업 변경․추가 시에는 적정 대
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공공SW사업의 과업범위를 과업내용서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셋째, 원
격지 개발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정부가 원격개발 근무지원센터를 설립
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넷째,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
진으로 수주기업이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SW사업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때, 발주기관이 제공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
다. 다섯째, 상용SW 활성화이다. 이 방안은 2018년에 소프트웨어산업진
흥법 개정안으로 구체화되었다. 지금까지 SW 업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모두 담겨 있다고 보
아도 좋을 것이며,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이 법률안에 의거
하여 정부 당국을 비롯하여 관계 기관이 SW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경주한다면, 단기간의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정책 제언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한 우선 고려사항으로,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SI
부문에 정부지원 단기훈련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저숙련노동력의 게토화
경향에 대해 정책재고가 필요하다. 청년을 타깃으로 한 단기훈련-공급중
심 정책보다, 진입장벽을 낮추어주는 기존의 공급정책을 어느 정도 유지
하되 이제 중장기 숙련 맵 작성을 통한 숙련의 지속가능성과 고도화를 꾀
하고 이를 통해 산업고도화와 노동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의 중심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연고가 취약한 개발자들이
직종 내 사회적 연결망에 보다 긴밀히 통합되도록 하는 간접 지원, 즉 수
요 측의 의도적 오분류를 집중적으로 모니터하고, 나아가 SI의 사업모델
과 산업 구조의 체질을 부문 내에서 스스로 개선, 고도화하도록 유도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섬세한 산업-노동시장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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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력 개발, 그리고
공정한 대우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다양하게 수립, 시행되고 있다. 물
론 일정 부분 성과도 획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
직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
자를 포함한 ICT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ICT 인력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ICT 인력 일자리
의 질적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연구가 관심을 가
지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경력 진로(career path)를 거치면서 제 몫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결이다. 현재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
결하는 한 가지 대안이 온라인 프로젝트 매칭일 것이다. 이랜서나 크몽,
위시켓, 프리모아 등의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자신을 찾는 업
체의 프로젝트를 검색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는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다만 연구진이 면담한 프리랜서 일부는 아직은 회의적이라 한다. 아
직 플랫폼 기업이 ICT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거래 당
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 이는 플랫폼의 발달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책 당국의 관심도 필요하다. 특히 이 플랫폼을 직업안정법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직업안정법의 적용이 필요한가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무엇보다 프리랜서의 향상 훈련을 위해서는 이들이 직업능
력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저숙련 프리
랜서에게는 부트캠프와 같은 단기간의 집중 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특히 최근 배달의민족을 비롯하여 플랫폼 기
업이 스스로 이와 같은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고 있음은 환영할 만한 일
이다. 플랫폼 기업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갖추고, 특히 채용과 연계하
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2020년부터 직업능
력개발사업체계에서 프리랜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을 통하여 향상
훈련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교육
과정이 직업훈련시장에서 공급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 정부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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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로, 프리랜서는 단기간 업무의 특성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
다. 게다가 보험료 납부나 다른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여 고용보험 가입
을 꺼리기도 한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들의 향상 훈련이 가능하다. 프리랜서는 현
재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자
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실시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산업협회를 의제 사업주로 간주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기술자 경력 관리 제도를 응용하여 소액의 회원
비를 프리랜서가 납부하도록 하고, 이들이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협회
에 신고를 하되 프로젝트 수주비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하며, 여
기에 협회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
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협회가 향상 훈련에 직접 개입하는 것도 가
능하지 않을까 한다.
다섯째로는, 저숙련 프리랜서가 실제로는 단순노무인력으로 공급되는
탈법적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들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쉽게 인
력이 SW 분야에 정착되지 못하고, 저숙련 프리랜서의 유입․이탈이 반
복되는 과정에서 이들을 공급하는 기업만 인건비 장사로 유지하는 악순
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근로감독의 실시와 강화만이 이 문제의 해결책
임을 정부는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집약적 구조를 가진 한국의 SW 개발 시장은 이 구조에 안착하여
현상 유지를 지속할 경우에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는 연구진이 실리콘밸리를 방문하였을 때 만났던 한국인 SW개발자와
컨설턴트로부터 들은 얘기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SW 시장의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집약적 구조의 SW 개
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환경 속에서 자유롭
게 일하고자 하는 SW개발자 프리랜서의 양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들이 업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자신의 일과 생활에 균
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보고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원천은 양질의 전문인력에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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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정부정책과 관계된 제도적 개선책에 더해서 가치사슬을 구성
하는 행위자들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 강조했다. 특히 SI산업의 숙련 측정 및 보상체제가 처음 의도한 대로
외부노동시장의 SW개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독
일식의 조합주의적 숙련형성체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해당사자들인
개발자들의 집단적 이해대변체가 제도의 세부내용을 조율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내에서도 건설산업과
영화산업 그리고 최근에 방송산업에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가치사슬의 주
요 행위자들이 동등한 높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가치
사슬의 숙련 및 노동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 사례가 있었다.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이해대변체인 IT 노동조합이 이미 존재하고 지난 15년간 제
도개선 투쟁을 통해 정당성과 정책역량을 쌓아온 만큼, 그러한 다자 간
협의체를 통해 집단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
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스타트업 가치사슬에 속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
은 대형 IT업체들에도 노동조합이 설립된 만큼, 그 어떤 행위자보다 SW
개발자들의 현실과 지향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두 가치사슬에 속하는 노
조들이 상호 연대를 통해 개발자들의 숙련형성이나 경력설계를 체계적으
로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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