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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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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Friedman, 1977; Edwards, 1981). 이들 중 일부 학자들은 브레이버만의 노동과정
에 대한 연구가 노동계급의 주관적인 의식을 다루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3) 이후 앤드류 프
리드만(Andrew Friedman), 리처드 에드워드(Richard Edward)와 마이클 부라보이(Michael
Burawoy) 등과 같은 학자들이 노동과정 연구의 중점을 노동자의 주체성으로 전환시켰는데,
3) 브레이버만(布雷弗曼, 1979: 29)은 “나는 현대 노동자계급의 의식, 조직 또는 활동 수준에 대해 논하
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대자적 계급이 아니라 즉자적 계급으로서의 노동계급에 관한 책이다”라고 밝
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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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부라보이의《 동의의 제조(Manufacturing Consent)》이다. 이 책
에서, 그는 노동자 주체의 인식과 행동을 생산의 차원에 올려놓고 연구했고 노동자가 ‘동의’
하는 의식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자본주의 노동과정에 대한 마르크스주
의의 인식을 심화시켰다(游正林, 2006).
하지만 브레이버만과 부라보이와 같은 학자들이 탐구한 노동과 고용은 모두 대량생산의 산
업화 시대에 발생한 것이다. 이들이 연구했던 노동과정, 노동통제, 노동계급의 주체의식은 모
두 자본-노동의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대 인터넷 기술과 사회경제의 발전은 새
로운 유형의 공유경제 플랫폼과 노동자 집단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전통적인 조직 및 고용관
계는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과 노동의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인터넷 기술을
통해 노동과정을 관리·통제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유경제 플랫폼과 전통적인 고용조직의 노동과정 통제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가장 근본적
인 차이점은 공유경제 플랫폼은 노동자가 업무를 완료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통제
할 뿐,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노동자는 플
랫폼을 통해 명령을 받고 작업을 진행하며 자신의 근무시간, 위치, 휴식 및 휴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심지어 노동공급과 급여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업무 자주성을 갖는다. 그렇
다면 플랫폼 업무의 이 같은 노동통제와 업무유연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학자들은 우버의 사례를 토대로 몇 가지 유용한 시험적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양자의 관계를 바라보는 한 관점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가 업무 중에서 얻는 업무의 자유
는 노동 권익보호의 상실을 전제로 한다. 일부 학자들은 공유경제 플랫폼이 노동자의 집단행
동 참여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고, 또한 노동자들이 플랫폼 조정과 관
련된 일부 내용 및 통제 증가가 야기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부득이하게 감수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Cockayne, 2016). 이러한 위험은 종종 노동자가 유연한 업무를 획득하는 데 수
반되는 균형(trade-off)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고정할 필요가 없는 업무시간의 경우, 자
신의 뜻에 따라 업무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Harris &
Krueger, 2015). 동시에 몇몇 학자들은 노동자들이 노동 권익에 대한 보호를 희생한 대가로
시간의 자유와 유연성을 획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쟁으로 인한 임금하락은 노동시간을 연
장하도록 강요하고, 따라서 노동자는 이제 자유와 유연성을 희생하여 가족 양육을 위한 소득

78_

2019년 3월호 <<

을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Finkin, 2016; Stanford, 2017).
또 다른 한 관점은 업무의 자주성 획득의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업무의 자유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더 엄격한 자본통제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일부 학자들
은 노동자들이 플랫폼에서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생계를 유지하고 내부적인 경쟁우위를 유
지하는 주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플랫폼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무슨 자유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유연성은 단지 위
로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Aloisi, 2016). 결국 시장경쟁을 거치면서 한두 개의 플랫폼만
이 살아남고, 권력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며, 플랫폼 소유자가 가상공간의 독점 자본가
가 된다(Kenney & Zysman, 2016).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고, 재산은 권
력으로 전환되며, 노동자의 수입과 재부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노동조건이 훼손되면서 사
라지고, 노동자와 자본의 역량은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Stone, 2017). 플랫폼 노동을 주요 수
입원으로 사용하는 ‘풀타임(full-time)’ 노동자의 경우, 그들에 대한 플랫폼 통제의 강도는 더
욱 크고(Rosenblat & Stark, 2016), 그들 역시 플랫폼 정책 조정(임금 저하, 노동조건의 악화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위험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게 되는 노동
자가 된다(Rosenblat, 2016). 인터넷에 기반하여 나타난 공유경제는 매우 관대한 것처럼 보
이지만, 실은 ‘탐욕스러운 자본가가 노동자들의 절박한 노동을 화폐화하는 방식’(Hen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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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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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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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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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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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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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형

2 유형

3 유형

시작요금(위안)

0

15

18

최소비용(위안)

10

20

30

주행거리 요금
(위안/km)

1.8

2.3

3.85

주행시간 요금
(위안/분)

0.35

0.4

0.7

장거리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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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요금
(23:00~05:00)

2.2위안/km

3위안/km

5.75위안/km

자료 : W 플랫폼 내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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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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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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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장경쟁하에서 플랫폼은 종종 인센티브 제도를 조정하므로, 2016년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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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고용주’와 관리 : 핵심적인 평가 시스템 속으로
각 요청의 완료 후, 플랫폼은 승객이 승차 경험을 바탕으로 별 1개에서 5개까지 평가를 수
행하도록 장려한다. 양측의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고 양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더욱 균형적
으로 만들기 위해 플랫폼은 쌍방이 평가를 하도록 한다. 즉 운전기사와 승객이 상대방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방향 평가 시스템은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운전기사에게 불공정하다. 승객이 얻은 점수는 승객의 승차 요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운전기사에 대한 승객의 평가는 운전기사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플랫폼은
평가 시스템을 통해 운전기사의 작업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첫째, 운전기사가 업무를 완수하는 방식과 업무환경은 평가 시스템에 의해 통제된다. 플랫
폼이 제공하는 모든 인센티브 제도는 운전기사에 대한 평가와 주문 접수율에 기반을 두는데,
운전기사의 업무 완수 비율은 승객의 평가점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 낮은 평가점수로
인해 승객이 주문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점수는 운전기사가 인센티
브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운전기사의 실질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운전기사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며, 이는 노동과정에서 운전기사
의 일련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승객에게 냅킨, 음료수, 충전기를 제공
하거나, 열정적이고 친절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승객과 대화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든
다. 이 외에도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들을 것인지 또는 에어컨을 가동할 것인지 등과 같은 운전
기사의 업무환경을 결정할 권리 또한 부분적으로 승객에게 양도된다.
둘째, 운전기사의 업무시간 역시 평가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승객이 확인할 수 있는 운전기
사의 평가등급은 운전기사의 최근 500건의 주행에 대한 것이다. 평가등급이 낮은 경우, 운전
기사는 종종 요청 접수건수를 증가시킴으로써 평가점수를 제고하려 한다. 승객이 운전기사에
대해 별 1개로 평가했을 경우, 운전기사는 최소한 별 5개를 5번 받아야 비로소 나쁜 평가에
서 벗어날 수 있다. 게다가 운전기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는
최근 1주의 별 등급과 주문 접수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체계하에서 운전기사는 매 주 평
가되며, 이런 평가체계를 통해 플랫폼은 매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운전기사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만든다.

84_

2019년 3월호 <<

셋째, 플랫폼은 평가 메커니즘에 근거하여 운전기사를 징계한다. 운전기사가 특정 점수 이
하를 얻으면 운전기사는 해당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점수가 계속 하락할 경
우, 운전기사의 계정은 비활성화된다. 에드워드 첸(Edward Chen)은 이러한 메커니즘은 플랫
폼이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Chen, 2015). 일부
학자들은 플랫폼이 평가 제도를 사용하여 운전기사의 업무를 통제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고용주의 해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Aloisi, 2016).
넷째, 평가 메커니즘은 감독 및 관리의 권한과 갈등을 다른 부문으로 전이하는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운전기사의 별 등급은 주행 경험에 근거한 승객의 평가점수이
지만, 사실 이러한 평가 메커니즘은 플랫폼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승객에게 감독·관리 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감독·관리 권한의 전이로 인해 운전기사는 노동과정이 플랫
폼에 의해 직접적으로 감독·관리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승객은 자
연히 서비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독은 운전기사의 노동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
며 그 비용은 대단히 낮다. 그 밖에 운전기사가 길을 잘 모른다는 주관적인 원인이든, 목적지
설정이 부정확하다는 객관적인 원인이든, 승객의 기분 변화 등의 요인들이 작용하여 나쁜 평
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모두 운전기사가 부담하게 된다. 승객이 부정적으로 평가
할 경우 운전기사는 승객이 ‘너무 까다롭다’거나 ‘악의적인 부정적 리뷰’라고 불만을 표출할
수는 있지만, 평가체계와 플랫폼의 통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은 크게 감소한다. 플랫
폼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운전기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할 수 있게 되며, 이 감독과정에
서 플랫폼과 운전기사 사이의 갈등은 부지불식간에 소비자와 운전기사에게 전가된다.
다섯째, 평점의 배타성 및 비양도성으로 인해 운전기사는 플랫폼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운
전기사가 플랫폼에서 받는 점수는 특정 플랫폼에서만 유효하며 다른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
전되지 않는다. 운전기사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서 주문을 접수할 경우, 이는 ‘직업생애’
의 종결을 의미한다(Prassl & Risak, 2016). 플랫폼 점수는 운전기사의 수입과 유사하게 운전
기사가 플랫폼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자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누적된 평가 점
수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 특히 플랫폼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높은 점수를 얻은 운전기
사의 경우, 점수의 비양도성은 선택의 자주성에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평가제도 외에도, 플랫폼은 운전기사의 노동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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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과정에서 운전기사는 동시에 타 플랫폼의 요청을 받을 수 없다. 적발되었을 경우 플랫폼
은 운전기사와 협력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평가 메커니즘은 플랫폼이 노동과정을 통
제하는 핵심적 장치이다. 한편 평가 메커니즘은 운전기사의 노동과정을 감독하는 권력을 승
객에게 이전함으로써 플랫폼은 ‘보이지 않는’ 배후의 고용주가 된다. 업무에 대한 은폐된 통
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른 한편 평가점수는 운전기사의 소득 및 평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데, 운전기사가 업무를 완수하는 방법, 방식, 태도를 실직적으로 통제하는 근거가 된다.
지금까지 인터넷 예약 차량 운전기사의 노동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로부터 운전기사는 인
터넷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동
시에 플랫폼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운전기사는 일정 정도 업무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플랫폼이 여전히 통제력을 가진다. 운전기사는 노동과정에서 플랫폼의 업무
지시를 따라야 하고, 노동과정과 노동결과에 대한 플랫폼의 감독과 통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과정에서 플랫폼의 통제와 업무의 자주권이 공존하며, 이러한 특징은 전통적인 고용모델
하에서의 노동과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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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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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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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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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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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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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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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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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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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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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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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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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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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세)

범주

학력

결혼여부

자녀 수

도시 구분

호적 상황

겸직 운전기사

24세 이하

5.0

3.8

25~34세

44.9

42.5

35~44세

33.3

39

45~54세

14.9

13

55~64세

1.9

1.6

0

0

남성

97.5

97.4

여성

2.5

2.6

초등 이하

24.2

11.8

중고등

55.1

43

전문대학

15.5

27.7

대학

4.9

16.3

석사 이상

0.3

1.3

기혼

83.6

85.5

0명

6.1

7.8

1명

55.5

63.3

2명

33.6

26

3명 이상

4.9

2.9

1선 도시

59.0

48.9

41

51.1

해당 지역 호구

35.9

51.3

타 지역 호구

64.1

48.7

65세 이상
성별

풀타임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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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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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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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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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업무는 더욱 유연하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풀타임

45.3

54.7

56.9

43.1

50.3

49.7

겸직

42.3

57.7

52.0

48.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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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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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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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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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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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계수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우수하다(참고집단 : 그렇다)

2.666 ***
(.582)

점수평가가 자신의 서비스를 더욱 규범적으로 만든다(참고집단 :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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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 시기
연령

.278 ***
(.0389)

성별(참고집단 : 남성)

4.838 **
(1.913)

교육수준

-.586 ***
(.127)

호적(참고집단 : 해당 지역)

-10.71 ***
(.665)

자녀 수

.341 **
(.146)

도시(참고집단 : 1선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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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
R²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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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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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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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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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계수
.978 **
(.393)

교육수준

-.605 ***
(.0796)

호적(참고집단 : 해당 지역)

-4.461 ***
(.427)

이 업종 진입 시간

.00875
(.00158)

연령

.278 ***
(.026)

도시(참고그룹 : 1선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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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
R²

.065

주: *p < 0.1,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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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및 토론
본문은 혼합적 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여 W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
구를 통해 업무 중의 통제, 노동자의 주체성, 노동공급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
였을 때, 우리의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본문은 마르크스주의 노동과정 이론을 당대에 응용하고 확장했다. 마르크스 이후, 브
레이버만, 에드워드, 프리드만, 부라보이 등의 학자들은 노동과정이론의 확장에 큰 공헌을 했
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당대에서도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노동과정에 대한 초점을 유연한 고용형태에 두고,
노동자의 주체성을 분석했는데 이는 노동과정이론을 당대에 응용하고 확장한 것이다.
둘째, 본문은 공유경제에 대한 학계 연구를 풍부하게 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이제 막 발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유경제에 대한 최근의 학계의 연구는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의 연구는 공유경제의 정의, 유형 등 탐색적 연구에 편중되어 있
고, 전면적인 묘사적 연구와 심도 있는 해석적 연구는 부족하다. 본문은 공유경제하에서 업무
의 새로운 특징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노동과정 통제와 노동자의 주관적 의식이 산업
화의 대량생산체제하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셋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본문은 혼합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공유경제 중의 노동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했다. 사례연구의 결과를 양적 분석으로 보완함으로써 연구방법 면에서
이 영역의 연구를 풍부하게 했다.
혼합적 연구를 통해 공유경제가 인터넷 플랫폼과 기술에 기반을 두어 업무와 노동통제를

>>

_103

파편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공유경제 고용방식하에서는 파편화된 통제와
노동자의 업무 자주성은 병존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고용방식은 또한 플랫폼과 플랫폼 규
칙에 대한 노동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체험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데, 주동적 인정과 피동적
수용은 부라보이가 묘사한 ‘동의’보다 더욱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노동자가 어느 정도의 업무 자주성을 누리고 있지만, 노동자가 플랫폼에서 일할 때 노
동과정에 대한 플랫폼의 통제는 더욱 강해지고 더욱 은폐된다. 노동자를 자극하는 보상 메커
니즘과 업무설계를 통해 노동자는 부지불식간에 게임 과정에 참여하여 업무를 완수하거나
심지어 초과 달성하게 된다. 동시에 플랫폼은 별 등급 평가 메커니즘을 통해, 또 소비자의 감
독을 기초로 운전기사의 업무시간, 업무방식, 업무환경을 실직적으로 통제하고, 고용주와 유
사한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은 인센티브 메커니즘, 평가 메커니즘, 관리·
감독 메커니즘 등의 설계를 통해 플랫폼은 운전기사의 노동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노동자로 하여금 불만보다는 인정을, 저항보다는 협력을 하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자본의
재생산을 실현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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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_

2019년 3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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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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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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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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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 and Planning A 48(11).

>>

_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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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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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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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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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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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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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_

2019년 3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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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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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loyment and Society 31 (4).

>>

_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