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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플랫폼 근로는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주로 음식배달대행이나 대리운전처럼 기존에 이미 오프
라인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던 시장에 디지털 플랫폼을 얹어서 중간관리자를 경
유하는 방식의 플랫폼 근로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의 플랫폼
근로, 대표적으로 우버와 같이 플랫폼이 새롭게 시장을 구성하고 거기에 노동
력을 직접 결합시키는 방식의 플랫폼 근로는 아직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플랫폼 근로를 기존의 형식과 구별하기
위하여 일단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로 부르고자 한다.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자)의 범위가 일반 다중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간관리업자가 특정 근로자 집단을 관리하는 기존
플랫폼 근로와는 다르다. 또한 이것은 최종적 단계에서는 한 명의 근로자가 플
랫폼에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관계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조각근
로를 하나의 결과물로 종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격적 의미의 크라우드 근
로(AMT, Crowdworks 등)와도 다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크라우드형”이라
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배민커넥트나 쿠팡플렉스가 크라우드형 플랫
폼 근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는 근로 제공의 가능성이 불특정 다수에게로 개방되
어 있다. 플랫폼에 접속할지 여부, 언제 어디에서 접속할지 등이 근로자의 선택
에 맡겨져 있다. 접속한 다음에도 콜을 잡을지 여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다. 플랫폼에 접속하지 않아도, 콜을 잡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
다.1) 또 일거리가 플랫폼상에 상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 즉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다른 말로 하면 전속성이 약하다. 이러한 사
1)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의 정의상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만약 앱 비접속 시 또는 콜 거부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
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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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으로 인해 크라우드형 플랫폼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법률관계는 근로
계약관계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의 법률관계를 근로계약관계
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즉 근로자가 서비스 제공 요청을
수락하는 시점부터 각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기간으로 정한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해석론은 플
랫폼 근로자와 플랫폼 사업주 사이의 계약관계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근
로계약관계로의 재분류를 인정하는 입장이든 부정하는 입장이든, 플랫폼 근로
자가 플랫폼 사업주에게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암
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므로 상시고용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반대로 상시고용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이다. 여기에는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적 채권관
계”2)로 생각하는 경향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복수의 일(日), 월(月), 연(年)에 걸친 계약관계일 뿐만 아니
라, 하루 중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시간에 걸쳐 있는 계약관계여야 한다는 관념
을 은연중에 품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전통적인 근로계약관계의 모습은
계속적 관계가 맞다. 그러나 디지털 세계에서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다.
디지털 세계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모습은 과거와 다를 수 있다. 분(分) 단위
의 근로계약도 가능할 수 있다. 단시간 근로에서 말하는 “단시간”이 반드시 시
간 단위로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이렇게 정한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
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1분이라도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 정의될 것이다. 분 단
위로 본다면(초 단위까지는 생각하지 말자) 소정근로시간이 1분에서 39시간 59
분까지 모두 단시간근로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도 가능할까? 본론으로 들
어가서 검토하기로 한다.
2) 임종률(2020), 노동법, 제18판 박영사, 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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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의 의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는 방식
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약의 목적에 고유한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다.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일시적 부재 기
간을 대체하기 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계약의 목적과 상관없
이 전체 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을 넘지 못한다. 반대로 근로계약 기간의 하한을 정한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이론상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는 시간 단위라면 몰라도 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은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분 단위의 계약을 가능하게
한다.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의 계약관계를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재분류하려면
두 가지를 논증해야 한다. 첫째, 이 계약관계가 근로계약관계라는 점을 논증해
야 한다. 둘째, 이 근로계약의 기간을 특정해야 한다. 특정하지 못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재분류될 것이다.

1. 근로계약관계인가?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의 계약관계는 근로계약관계인가? 그렇다. 이것은 근
로자가 콜을 수락하는 순간 또는 서비스가 개시되는 특정 시점에 체결되는 근
로계약이다. 플랫폼이 앱에 콜을 띄우는 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최종적
인 요청을 “청약”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콜을 수락하는 행위 또는 서비스
개시에 착수하는 행위를 “승낙”으로 볼 수 있다.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에서는 적어도 근로자가 콜을 수락하는 순간부터는
실시간 위치 파악을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플랫폼의 프로그래밍과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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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이 행해진다는 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플랫폼에 의한 지시(안
내)가 전달된다는 점, 근로자의 이동 경로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앱이
제시하는 최적화 이동 경로를 따른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콜을 수락한
시점부터 수행하는 업무는 자기의 계산과 위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의 지시와 감독 아래, 또는 프로그래밍과 모니터링 아래에서 하는 것이라는 점
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은 근로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 아니라 플랫폼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근로자는 스스로의 고
객(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고객(시장)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볼 때에도, 근로자는 자기의 계산과 위험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조직하고 관리하는 사업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들에서 적어도 근로자가 콜을 잡는 순간 플랫폼과의 사이에서 체결
되는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자가 콜을 잡는 순간 근로계
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3) 근로자가 콜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고 수락하지 않
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 특정 플랫폼에 전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
고 부업으로 할 수도 있다는 사정, 언제 어디에서 일할(접속할) 것인지 근로자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은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
단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3)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앱 접속 후 콜을 경쟁적으로 수
락하기 위하여 매우 높은 긴장도 속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실태 조사를 근
거로, 콜 수락 시가 아니라 앱 접속 시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기
시간에 대해서는 적어도 휴업수당 등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에서는 모든 의사표시가 앱 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적어
도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콜을 ‘못’ 잡은 것인지, ‘안’ 잡은 것인지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
을까 생각한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자가 앱 접속 후 콜을 ‘안’ 잡고 있는 시간까
지 대기시간으로 간주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콜을 잡는 사람보다 ‘안’ 잡고 있
는 사람이 더 혜택을 보는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콜 수락 시에 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
로자에게 앱 비접속의 자유 및 콜 거부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근로자
에게 그러한 자유가 없는 경우라면 앱에 접속한 시점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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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의 기간
그렇다면 이 근로계약의 기간은 어떻게 특정되는가? 이 근로계약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에 해당한다. 앱에서 콜을 수락하고
업무를 완료하기까지가 그 기간이다. 그리고 그 기간이 그대로 근로시간이 된
다.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의 근로계약은 근로시간과 계약 기간이 일치하는
매우 독특한 근로계약이 될 것이다(그러나 이런 근로계약이 과연 그렇게 독특
한 것이기만 할까? 건설 현장의 일용직을 생각해 보자.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정도로 상대적으로 길게 정해져 있다는 점만 다를 뿐, 근로시간과 계약 기간이
일치하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3. 프랑스 사례 : 우버 사건
근로자 X는 2016년 10월 12일 우버회사에 파트너로 등록하고 우버기사로
일했다. 그러면서 X는 우버회사의 요구에 따라 자영근로자(자영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우버회사는 2017년 4월 7일에 X의 계정을 차단했다. X는 노동법
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X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이 2016년 10월 12일부터 2017년 4월 7일까지 단속적으로 수행한 총
2,038건의 운송서비스는 2,038건의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원문에서는 “micro
CDD”로 표현됨)의 연속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2,038건의 기간제 근로
계약 전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노동법전 및 운송업의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임금률을 기초로 연장근로, 휴일
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과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금 및 각종 위법행
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X가 청구한 총 금액은 119,694.03유로
(약 1억 6,000만 원)이다.
1심 파리노동법원은 X와 우버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상사계
약이므로 노동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X의 청구를 각하했다.5) 그러나

4)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5) Conseil de prud’hommes de Paris,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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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인 파리고등법원은 이를 근로계약관계로 인정하면서 사건을 파리노동법
원으로 환송했다.6) 우버는 상고를 제기했고, 마침내 2020년 3월 4일 프랑스 대
법원은 X와 우버 사이의 법률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인정하였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종속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감독권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할 때 존재
한다. 사용자의 지시감독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지시 이
행 여부를 감독하며, 지시 불이행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때 존재
한다. 사용자가 근로의 이행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
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종속관계를 긍정하는 하나
의 징표를 구성할 수 있다.
첫째, 우버기사는 우버회사가 만들고 관리하는 운송서비스 제공 사업에 편입
되었다는 점, 이 운송서비스는 우버회사의 플랫폼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점,
우버기사는 스스로의 고객을 전혀 개척하지 않으며, 운송서비스의 가격 및 이
행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우버 플랫폼에 접속함과 동시에 우버기사가 우버회사의 사업에 편입되
는 것이므로, 우버기사가 운행일과 운행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정은 종속
적 근로관계의 성립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우버기사는 운행 경로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의
하여 주어진 경로를 운행하며, 주어진 경로를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금 조
정이 적용된다는 점,
넷째, 최종 목적지가 우버기사에게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우
버기사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로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없다는
점(독립적인 운전자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경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버회사는 우버기사가 세 번 이상 운송을 거부하면 앱 접속을 일시
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콜을 취소하거나 “문제적 행
동”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 우버기사는 자기 계정에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
는 점 등으로 볼 때,
우버회사는 우버기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지시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지
6) Cour d’appel de Paris,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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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이행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따
라서 우버기사의 자영근로자 지위는 허구적인 것이다.7)
다만, 근로자 X는 2,038건의 운송서비스가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속
이며, 따라서 이 전체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이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 법리를 제시한 후, 사실관계 검토
를 통해 X와 우버 간의 법률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판단하는 논리구조를 취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대법원이 “우버 플랫폼에 접속함과 동시에 우버
기사가 우버회사의 사업에 편입되는 것이므로, 우버기사가 운행일과 운행시간
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정은 종속적 근로관계의 성립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점”
을 판단 이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은, 근로자 X의 주장에 어느 정도 동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게 만든다.8)

Ⅲ.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 개념의 현실적 적용

1. 적용례 1 : 배민커넥트
기자들의 실제 체험기9)를 토대로 재구성해 본 배민커넥트의 실태는 대강 다
7)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2020. 3. 4, No. 19-13316. 이 사건 판결에서 프랑
스 대법원이 준거로 삼고 있는 판례(Soc., 1996. 11. 13, No. 94-13187, Société générale
사건)는 종속관계의 개념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리를 제시한 판례이다. 1980년
대까지 프랑스 판례는 사업편입성 개념을 통해 종속관계를 넓게 해석하는 입장을 보여 주
고 있었다. 이러한 판례의 경향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우파 정부는 1994년에 자영업자
추정법(마들렌법)을 만들었다. 위 1996년 판결은 1994년 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종속관계
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업편입성의 의미를
축소시켰다. 즉 이제 사업편입성은 결정적 징표가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이행조건을 일방
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종속관계 징표를 구성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8) 영국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심재진(2020), ｢영국노동법의 인
적 적용범위와 플랫폼 노동｣, 노동법학 73 : 93 이하 참조.
9) 박주희(2020. 2. 8), ｢음식배달 2시간 동안 4건... 손에 쥔 건 1만 8,500원｣, 한국일보, 인터
넷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051125717679 (검색일 :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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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으로 커넥터 지원을 하고,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배민지
점에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전교육의 내용은 배달앱 사용법, 주문받는
법, 배달 시 주의사항, 대처 방법, 안전교육 등이다. 교육이 끝나면 회사(갑)와
커넥터(을)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3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배달키트(배달가
방, 헬멧, 우의, 크로스백 등)를 제공받는다.
앱을 실행하면 내가 있는 곳 근처의 음식점에서 “배차요청”(콜)이 들어온다.
동선과 배달시간 등을 고려해 인근의 커넥터 5~7명에게 콜을 보여 주는 “경쟁
추천배차” 방식이다. 누군가 먼저 콜을 잡으면 내 앱에서는 사라진다. 초보는
콜을 잡는 것도 수월하지 않다. 하지만 초보 커넥터에게는 특정 콜을 수행하기
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배달기사 한 명에게만 15초 동안 콜을 보여 주는
“단독추천배차” 방식을 도입했다. 15초 내에 배차요청을 수락하지 않으면 차순
위 커넥터에게 콜이 넘어가고, 마지막에는 일반 배민라이더스 라이더에게(배민
커넥터와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는 다르다) 전달된다.10)
콜을 수락하고 나면 “조리요청”을 눌러 음식점에 조리주문을 넣어야 한다.
음식점에 도착하면 “가게도착”을 누르고 음식을 픽업한 뒤 “픽업완료”를 누른
다. 고객에게 음식을 인도하고 나면 “전달완료”를 누른다. 그러면 최초 배차요
청 수락에서 배달완료까지 총 소요된 시간이 표시된다. 배달 과정의 정보들은
모두 회사와 고객에게 전송된다.
“동시배차” 또는 “묶음배달”이라는 것이 있다. 같은 배달 경로에 여러 건의
배달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한 번 이동으로 몇 배를 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커넥터들이 동시배차를 원한다. 물론 위험이 있다. 식당에 늦게 도착하거
나 조리가 늦어져 예정된 시각에 픽업을 하지 못하면 픽업시간이 초과되었다는
경고가 표시된다. 그러면 커넥터는 고객에게 배달이 늦어진다는 “지연요청”을
하고, 배달시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운행을 하게 되는 만큼 사고 위험이
김혜선(2019. 11. 29), ｢체험기 : 배민커넥트 투잡의 꿈, 시급 5천 원으로 끝났다｣, 뉴스
포스트, 인터넷판,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4121 (검색일: 20
20. 4. 24); 강신우(2019. 10. 10), ｢세모탈: 퇴근한 뒤 배민 커넥트로 출근! 4시간 일하고
번 돈은?｣, 서울경제, 인터넷판,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GU3W4N2/GD0
2 (검색일: 2020. 4. 24).
10) 엄지용(2019. 7. 10), ｢배달의 민족 배달 알바 ‘배민커넥트’, 직접 해 봤습니다｣, Byline
Network, 인터넷판, https://byline.network/2019/07/10-74/ (검색일 :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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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배민커넥트 고객센터가 앱의 메신저를 통해
안내를 한다.
이 체험 기자들 중 한 명은 퇴근 후부터 밤 11시경에 업무종료 버튼을 누를
때까지 총 3시간 50분 동안 모두 9건의 배달을 했고, 총이동거리는 7.9킬로미
터, 배달료 합계는 4만 5,500원이었다. 여기에서 소득세 3.3%가 공제되고, 산재
보험료가 총배달료와 상관없이 매주 3,500원씩 공제된다.11)
커넥터가 콜을 수락하는 순간부터 실시간 위치 파악을 통해 업무 수행 과정
에 대한 플랫폼의 모니터링과 프로그래밍이 행해진다는 점, 커넥터는 업무 수
행의 각 단계마다 단추를 눌러 업무 이행 과정을 보고(전송)해야 하고, 이 정보
는 회사와 고객에게 모두 공유된다는 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플랫
폼 고객센터에서 메신저를 통해 행동 지침을 전달(안내)한다는 점, 커넥터의 이
동 경로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앱이 제시하는 최적화 이동 경로를 따
른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커넥터가 콜을 수락한 시점부터 수행하는 배달업무는
자기 계산과 위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지시와 감독하에서 하는 것
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커넥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은 커넥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
라 플랫폼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커넥터는 스스로의 고객(시장)
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고객(시장)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볼 때에도, 커넥터는 자기 계산과 위험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조직하고 관리하는 배달서비스 제공 사업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커넥터가 콜을 잡는 순간 플랫폼과의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
은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것은 커넥터가 콜을 잡는 순간 체결되는
근로계약이다. 플랫폼이 앱에 콜을 띄우는 행위를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커넥
터가 콜을 수락하는 행위를 “승낙”으로 볼 수 있다.
커넥터가 콜을 잡는 순간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커넥터가 콜을 수
락하지 않을 수 있고 수락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 배민
11) 산재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한다(배민커넥트 인터넷 사이트, http://
www.baeminriders.kr/connect.html (검색일 :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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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전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부업으로 할 수도 있다는 사정, 언제 어디
에서 일할(접속할) 것인지 커넥터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 근로계약은 매번의 음식배달이라고 하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
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다. 커넥터가 앱에서 배달요청을 수락하고 고객에게 전달
을 완료하기까지가 그 기간이다. 즉 배민커넥트의 계약관계는 매번의 음식배달
에 필요한 시간을 기간으로 정한 초단기적 기간제 근로계약관계이다.

2. 적용례 2 : 쿠팡플렉스
실제 체험기를 토대로 재구성해 본 쿠팡플렉스의 실태는 대강 다음과 같
다.12) 우선 전용 앱이나 인터넷으로 쿠팡플렉스 신청을 한다.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쿠팡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희망 지역만 작성해서 제
출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끝난다. 그런 다음 안내 문자에 따라 앱을 설치하고 앱
에서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시간대는 주간배송(10시~21시), 야간배
송(23시~07시), 주간/야간배송(10시~익일 07시)으로 나뉜다. 희망 업무 유형을
선택하고(배송, 반품, 배송/반품 중에서 택일), 차량 정보를 등록한 다음 “신청
하기”를 누르면 된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체험기는 모두 야간배송(새벽배송)을
신청한 사례들이다.
플렉스 신청으로 하고 나면 쿠팡으로부터 쿠팡플렉스 배송이 확정되었다는
안내 문자가 온다. 안내 문자에는 배송 날짜, 배송 지역, 상품수령장소(쿠팡물
류창고), 상품수령시간(새벽배송은 02시 30분), 배송완료시간(야간배송이라면
07시까지로 표시된다) 및 배송가격이 표시된다. 배차 확정 후 다시 쿠팡 담당자
로부터 배차 확정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알림 메시지가 온다. 동의의
12) Gwak_Story(2019. 12. 5), ｢쿠팡플렉스 #1. 무엇이며 어떻게 가입 신청하고 하는 일은?
(대구)｣, https://gwak.tistory.com/43 (검색일 : 2020. 4. 28); 동민이집(2019. 6. 15), ｢쿠팡
플렉스!? 직접 해보고 느낀 이상과 현실. 새벽배송 후기(feat. 초보자 지침서)｣, https://m.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z39094&logNo=221562711387&proxyReferer=h
ttps:%2F%2Fwww.google.com%2F (검색일: 2020. 4. 27); 먹깨비 샹크(2020. 1. 15), ｢쿠
팡플렉스 새백배송 체험 후기! 리얼리뷰! 쿠팡플렉스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 https://
mukkkaebishank.tistory.com/62 (검색일 :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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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계약 성립 후 사전 취소 없이 정해진 시간에 상품수령장소에 나타나지 않으
면 이른바 “노쇼”로 처리되는데, 당해 노쇼 행위 자체에 대해서 위약금이나 손
해배상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음 번 플렉스 신청 때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 상품수령시간까지 상품수령장소로 가야 하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 30~
40분 정도 미리 출발한다. 상품수령장소에 도착하면 물류를 분류해야 한다. 쿠
팡에서 미리 분류한 다음 플렉서에게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플렉서가 스스로
자기가 배송할 물품들을 분류해야 한다. 이른바 “까데기”라고 부르는 작업이다.
이런저런 사전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배송에 소요된 시간은
한 사람의 경우 44개를 배송하는 데 1시간 50분, 또 한 사람은 24개 배송하는
데 마찬가지로 1시간 50분. 44개 배송한 사람은 박스 1,200원×35건, 비닐 1,100
원×9건 해서 총 5만 1,900원 수입. 24개 배송한 사람은 1,200원씩 해서 총 2만
8,800원. 여기에서 소득세 3.3% 공제하고 지급. 그러나 자동차 기름값, 부품 소
모비 등을 다시 제해야 하므로 실질 소득은 조금 더 줄어든다.
이것은 근로계약이다. 모든 택배가 바코드로 처리되어 배송 상황이 실시간으
로 파악된다. 정해진 시간까지 배송이 무사히 완료될 수 있다면 쿠팡은 직접
개입할 이유가 없다(유보적 지시권). 쿠팡이 개별 플렉서의 배송 경로와 속도를
직접 통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택배 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배송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사용자의 지시권은 택배 그 자체에 물화(物化)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쿠팡플렉스의 경우 (물류창고마다 조금씩 실태가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플렉서가 직접 물류를 분류한다는 점에서 이를
근로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고 할 것이다.
쿠팡플렉스는 <플렉스 신청 - 배차확정 문자 - 배차확정 동의 - 상품수령장소
입차>의 과정으로 전개되는데, 앞의 실태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플렉서가 배차
확정에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때, 즉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근로계약이 성립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쿠팡이 배차확정 문자를 보내고 플렉서에게 동의
의 의사를 묻는 행위는 청약이 되고, 플렉서가 플렉스 신청을 하는 행위는 청약
의 유인이 될 것이다.
플렉서가 배차 확정 동의를 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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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와 일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정, 배차 확정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 등은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
는 것이다. 배송 지역과 시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사정은 근로계약이 체결
되기 이전의 계약 성립을 둘러싼 조건에 불과하다. 이것은 마치 내가 종로에
있는 식당에서 주말 알바를 할 것인가, 마포에 있는 식당에서 주중 알바를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근로계약은 플렉서가 상품수령시간에 상품수령장소에 입차할 것을 조건으
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입차 여부는 플렉서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므로 수의조건(隨意條件)
이지만, 의사결정에 의한 사실상태(상품수령장소에 입차)의 성립도 있어야 한
다는 점에서 단순수의조건(單純隨意條件)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유효한 조
건이다.13)
이 근로계약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14) 기간제 근로계
약이다. 상품수령장소 입차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플렉서가 정해진
시간에 상품수령장소에 입차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입차 시
점부터 배송을 완료하는 시점까지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쿠팡플렉스의 계약관계는 택배배송에 필요한 시간을 기간으로 정한 초단
기 기간제 근로계약관계이다.

Ⅳ.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과 노동법의 적용

이렇게 해석할 경우, 적어도 근로자가 콜을 수락한 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은 근로계약의 이행 도중이 된다. 그러므로 이 기간/시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
으로 노동법상의 관련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13) 곽윤직(2006), 민법총칙, 제7판 박영사, p.306.
14)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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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와 연차휴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
정이 적용되지 않는다.15)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는 여러 개의 콜을 합산
하면 1주 15시간 이상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실근로시간일 뿐, 각각의 콜이 개
별 근로계약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위에서 예로 든 사례들에 비추어 본다면 각
각의 경우가 초단시간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2) 가산임금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는 각각의 콜이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의되므로,
주 40시간 초과근로를 의미하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야
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근로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일(日)과 시(時)에 따른 근로
의 배치에 관한 것이므로,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는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적용된다.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하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된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직장”의 의미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16)
플랫폼 노동자(勞動者)는 공장이나 사무실 등 한 장소에 고정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이동하면서 일하는 ‘路動者’이기 때문이다.
(4) 고용보험
현재의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플랫폼 근로를
부업으로 하는 근로자는 주업인 사업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17) 만약
플랫폼 근로를 주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플랫폼 사업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될 것
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인
15)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도 제외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
서). 퇴직급여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검토한다.
16) 2019년 6월 21일 국제노동기구 제190호 ｢일터 괴롭힘 금지에 관한 협약｣ 제3조 참조.
17) 고용보험법 제18조. 이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 근
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으로 피보험 자격이 결정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
선적으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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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18) 다만, 이 경우에
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
용되는 근로자)19)는 고용보험이 적용된다.20)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
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21)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은 “날”을 단위
로 계산하기 때문에,22) 그 날에 몇 시간 일했는지는 상관이 없다. 플랫폼 근로
를 수행한 날이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합산된다.
실업의 인정과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이 인정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4일간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으면 실업이 인정된다.23) 일용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의 인정이 문제 될 수 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플랫폼 사업주가
매월 15일까지 신고하는 플랫폼 근로자의 전월 근로 내역을 살펴24) 근로일수
가 0이면 실업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는 지금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이 아니라, 초단기간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5)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주된 사업에만 적용되는 제한이 없다.「산업재
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
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해당 단시간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25)
산재보험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출퇴근 재해의 인정 여부

18)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19)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 기
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서 정의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21) 고용보험법 제40조.
22) 고용보험법 제41조.
23)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
24)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7조.
25) 산재보험법 제36조제5항과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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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이다. 즉 콜과 콜 사이의 이동 중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것을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26) 그렇다면 플랫폼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적어도 해당 플랫폼 근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6)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
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별
도의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플랫폼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4주간을 평균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27)
그렇다면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
는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28) 예를 들어 주말 이틀에만 플랫
폼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주중의 공백기간을 전부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시키
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주말 이틀씩 하는 것을 모두 모아 365일을
채워야 하는가? 아니다. 법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은 365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말 이틀만 플랫폼 근로를 하는 식으로 1년을 했다면 그것도 계
속근로기간 1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가? 아니다. 계속근
26) 산재보험법 제37조.
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28) 대법원, 2019. 10. 17, 2016두63705.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
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
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
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
로계약 반복,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
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
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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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간은 1년을 채웠지만 주말만 일했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얼마 되지 않으므
로 사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운다고 할 수는 없다. 3개월을 12주로 잡고, 1
주에 주말 이틀씩 일했다면 총 24일이다. 하루에 4시간 일해서 5만 원을 벌었
다고 가정하면 3개월 동안 총 120만 원이다. 이를 총일수 90일로 나누면 평균
임금은 1만 3,333원이다.29) 퇴직금을 1년에 30일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40
만 원이다. 주말마다 1년을 플랫폼 근로자로 일하고 퇴직금으로 40만 원을 받
는 것이 사용자에게 그렇게 큰 부담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반대로 주중 5일만(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주말에는 쉬는 경우를 가정해 보
자. 하루 8시간에 10만 원 벌었다면, 3개월=12주=60일의 근로일을 곱해서 총
600만 원이다(계산의 편의상 주휴수당은 제외했다). 이를 총일수 90일로 나누
면 평균임금은 6만 6,667원이고, 퇴직금은 200만 원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면 전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라면 우리 노동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7) 최저임금
최저임금도 적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7조30) 및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31)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8) 해고
기본적으로 매번의 업무는 각각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업무의 완료
와 동시에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의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
29) 평균임금의 개념의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참조.
30) 근로기준법 제47조.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31)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
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관련된 시행령 제4
조는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8

 노동정책연구․2021년 제21권 제1호

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
제 될 수 있다. 몇 가지 관련된 논점을 검토해 본다.
첫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이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아니
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예를 들어 3년짜리 프로젝트를 위하여 3년의 기간으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다.
둘째, 2년이 초과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
주하는 것은, 계약의 유지 또는 갱신의 주도권이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그런데 크라우
드형 플랫폼 근로에서는 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주도권이 근로자에게 있
다. 사용자는 누가 콜을 수락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중을 향하여 콜을 띄
운다(청약). 콜을 수락한(승낙) 근로자가 2년이 초과하는 근로자라는 사정은 우
연이다.
셋째, 반복 갱신으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계약과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 없이 사실상 하나
의 계약처럼 연속되는 경우를 상정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크라우드형 플랫
폼 근로는 콜과 콜 사이에 공백기간이 발생하기 쉽다. 이 공백기간에 대한 판단
이 필요하다. 부업 삼아 띄엄띄엄 일하는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와 사실상
전속으로 2년을 초과한 경우를 같이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도 콜과 콜 사이의 공백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콜을 안 잡은
경우) 타의에 의한 것인지(콜을 못 잡은 경우)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을 것
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무기계약 간주의 제도적 취지와 부합하기 어려울 것이
다. 후자의 경우에도 입증의 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넷째, 무기계약 간주제도는 계약의 기간하고만 관련이 있다. 근로조건의 내
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는 근로자가 콜을 수락
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 콜 수락은 여전히 근로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
다. 만약 콜 수락이 근로자의 의무라면 이것은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관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성질의 근로관계가 된다. 그 논리적 상관으로서 사용자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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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에게 일정 수의 콜을 보장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무기
계약으로 간주되고 난 다음에도 실제 근로의 이행 모습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상의 논점들을 고려할 때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에서 체결되는 초단기 기
간제 근로계약은 무기계약 간주제도와 부합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된다.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의 자의적인 해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경우에서 계약
해지권의 남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컨대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의 앱 접속을 차단한 경우에는(특히 전속형에 있어서) 계약 해
지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9) 노동삼권
일용직 근로자의 노동조합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크
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자의 노동조합도 아무런 유보 없이 인정된다.
특히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에서는 근로 제공의 가능성이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여기에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 기준은
근로자 쪽이 아니라 사용자 쪽에 맞춰진다. 즉 근로자의 인적 특수성(조합원 자
격)과 무관하게, 사용자인 플랫폼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즉 콜을 수락하는) 모
든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협약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의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목적
보다는 플랫폼이 조직하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규칙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매
순간 플랫폼 시장에 들고 나는 사람들의 면면은 바뀌겠지만, 누구든지 일단 플
랫폼 시장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공통의 규칙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플랫폼 단체협약은 만인효(erga omnes)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고, 그런 점에서 플랫폼 단체협약의 발전은 종래의 단체협약 법제를 재검토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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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쟁점

1.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은 영시간계약인가?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의 법률관계를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해석하
는 입장은 영국에서 크게 문제되었던 “영시간계약”32)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비
판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영시간
계약에 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 일단 “소정근로시간 없이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호출하면 근로자가 그것에 응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
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넓은 의미의 영시간계약이다. 여기에 전속성, 즉 근
로자는 다른 사용자를 위해 일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호출하면 근로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좁은 의미의 영시간계약이 된다.
좁은 의미의 영시간계약은 영국 고용권법 제27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조건부로 일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우, 그리고 (2) 어떤 업무와 서비스를 언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성이
근로자에게 없는 경우에는 전속성 조항의 구속력이 배제된다.33) 즉 전속성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렇다면 전속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이 질문은
무의미하다. 전속성이 빠진 영시간계약은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호출에 근로자가 응낙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면, 그리고 거부에 대해
아무런 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영시간계약에 전속성이 포함되
어 있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근로자에게 책임이 발생하는가 여부를 둘러싸고
비로소 영시간계약이 노동법적 논쟁의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전속성
이 없는 영시간계약은 유의미한 노동법 논쟁의 대상이 되는 영시간계약이 아니
32) 이에 대해서는 이정희(2015), 영시간 계약,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33) 이정희, 위의 책,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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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른 계약일 뿐이다. 알랭 쉬피오가 영시간계약의 효력에 대해 분석하면서,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영시간계약은 “채무의 적법한 원인(cause)”34)이 결여되
어 있기 때문에 무효이며,35) 영국 보통법에 따르더라도 영시간계약은 약인(約
因, consideration)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해석할 때,36) 이것은 전속
성이 내재된 영시간계약에 대해 말한 것이다.
해석에 의하든 실정법의 규정에 의하든 영시간계약의 전속성 조항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속성을 뺀 나머지 부분으로서의 영시간계약은 근로계약
이 체결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묘사해 둔 것에 불과하다. 사용자가 실제로 근
로자에게 근로 제공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
면 이때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김기선은 “0시간 계약은 근로조건을 정
한 포괄적 합의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근로계약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 각 근로 제공 시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37)이라고 했는데, 적절한 지적이다.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에서 플랫폼과 근로자가 사전에 체결하는 계약이 영
시간계약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전속성이 포함되어
있다면, 혹은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견련성(牽連性)을 담보하지 못하는 방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프랑스와 영국의 해석론을 차용할 경우 그러한 계약
은 무효이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상으로는
쌍무계약의 견련성 개념에 의거하여 무효로 해석할 수 있다. 어쨌든 그것은 근
로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조건을 공유하는 일종의 프로토콜에 그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근로계약인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은 플랫폼이 콜을 띄우고(청약) 근
로자가 그것을 수락했을 때(승낙) 성립하는 것이다.

34) 프랑스 구민법전 제1108조. 프랑스 민법상 원인 개념에 대해서는 여하윤(2016), ｢프랑스
민법상의 원인(cause)론을 정리하며 : 2016년 개정 프랑스 민법의 cause의 삭제에 대한
감회를 겸하여｣, 인권과정의. 2016년 12월호. p.55 이하 참조.
35) 한국 민법에서도 이와 같은 순수수의조건(純粹隨意條件)은 무효로 보는 데 이설이 없다
(곽윤직. 앞의 책. 306).
36) 알랭 쉬피오(2019), 숫자에 의한 협치. 한울아카데미. p.363 이하.
37) 김기선(2015), ｢0시간 계약｣, 월간노동법률. 201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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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의 병존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은 다른 근로계약과의 병존을 용이하게 한다. 비취업
자나 자영근로자가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를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전자
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총량에 상관없이 전업으로 근로하는 것이 되고, 후자
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자영근로자인 당사자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으로도 자영근로와 근로계약을 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
정은 없다.
그런데 이미 다른 직장에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여가시간을 활용
하여 플랫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선 공무원이나 공공
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법령으로 영리 행위의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플랫폼 근로를 부업으로 하는 것이 징계와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민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금지
합의가 없는 한, 두 개 이상의 근로계약을 병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오
전에는 종로 식당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고 오후에는 마포 식당에서 단시간 근
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38)라고 본다.
혹시 부업을 하는 것이 근로자 측에서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가령 이른
바 성실의무나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을까? 긍정하는 견해도 있
지만,39) 경쟁 플랫폼 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런 경우에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없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다음날 근로계약상의 주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
력을 온전히 보전할 의무 같은 것이 인정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무가 인정된다
면 퇴근 후 술 마시는 행위 자체가 문제 될 것이다.
두 개 이상의 근로계약이 각각으로는 주 40시간 미만이지만 합해서 주 40시
38) 서울행정법원, 2001. 7. 24, 2001구7465 판결. 최석환(2019), ｢멀티잡 종사자의 노동법적
규제｣, 노동법연구 47 : 218에서 재인용.
39) 가령 최석환, 위의 글, p.221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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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선 가산임금과 관련해 현행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근로기준법 제53조)이라는 식으로, 근로계약을 단위로 해서 연장근
로시간을 계산하므로, 각각의 근로계약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
산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벌칙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좀 복잡하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벌칙에 처한다(제110조). 이에 대해서
는 근로시간 계산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두 가지 해석론이 가능하다.
첫째, 근로계약이 아니라 근로자 또는 사용자 개인이 기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법문에 좀 더 충실한 해석이다. 그러므로 법문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두 개 이상의 근로계약을 통산해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는 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 사용자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사용자의 형법상 책임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고의, 과실,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미수 등 형법총론의 개념을 다루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생략한
다). 이러한 해석론이 인정된다면, 풀타임 근로자는 벌칙을 감수하지 않는 한
플랫폼 근로를 부업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52시간의 주당 최대근로시간은 동
일한 근로계약의 당사자 간에 적용되는 것이다).
둘째, 가산임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이 근로시간 계산의 기준이라
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각각의 근로계약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벌칙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해석할 경우 근로시간 규
제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근로시간의 공서(公序)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해석을 지지
할 것이다. 반대로 근로자 개인의 자유를 좀 더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두 번째
해석론을 지지할 것이다. 참고로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는 첫 번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 같은 나라는 두 번째 입장을 취하고 있다.40)
40) 최석환, 위의 글, p.233 이하. 다만, 미국의 경우에도 이른바 공동사용자 개념이 적용되
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복수의 사용자를 위하여 일한 시간을 통산한다
(앞의 글, p.235).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전 L.3121-20조에 따르면, “동일한 한 주의 최
대근로시간은 48시간이다.” 그 위반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
과된다(L.8115-1조). 특히 사용자에게는 근로자 각 한 명당 과태료가 따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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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플랫폼 근로를 하다가 다쳤고,41) 그래서 주업인 직장에 출근하
지 못했다면 주업의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에 해당할 것이다. 이에 관한 별도의 양해 약정이 없는 한 긍
정해야 할 것이다. 부업의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문제를 주업의 사용자가 부담
하도록 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Ⅵ. 결 론

근로계약은 일종의 사업편입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편입
이란 사업을 하나의 인적․공동체적 관계로 정의하고, 근로자가 그러한 관계
속으로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업을 경제활동의 자유
또는 그러한 자유의 법률적 형식으로 정의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된 사업
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다.
사업편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수반한다. 하나는 타율성의
승인이고, 또 하나는 자율성의 상실이다. 타율성의 승인이란 근로자가 타율적
근로관계, 즉 지시종속적 근로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플랫폼 근로에
서는 근로자가 플랫폼에 의한 제어․통제 시스템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성의 상실이란 근로자가 타율성 승인의 결과로서 자기 이름과 위험으로 사
업을 영위하는 자율성을 상실한다는 뜻이다. 플랫폼 근로에서는 근로자가 제공
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 및 고객을 근로자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에서는 콜 수락과 동시에 근로자가 플랫폼의 사업에
편입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초단기 기간제 근로계
약), 그 전에 근로자가 앱 접속을 거부할 수 있다든지, 콜을 거부할 수 있다든지

41) 대법원에 따르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경
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사망 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
무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 28, 2009두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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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정은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고려 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의 법률관계는 기간만 초단기일 뿐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노동법상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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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egal relationship of crowd-type platform work : micro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Park Jeseong
In this paper, the legal relationship of crowd-type platform work will be
interpreted as an employment contract, i.e., from the time when a worker
accepts a request to provide a service to the time when each service is
completed, as a “micro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In the crowd-type
platform work, an employment contract is established as soon as worker is
incorporated into the platform’s business by accepting a call. Therefore,
whether a worker can refuse to connect to the app, or whether he can reject
a call, cannot be considered in the judgment of the existence of an employment
contract. The legal relationship of crowd-type platform work is only a very
short fixed-term contract, but strictly an employment contract. Therefore, the
labor law is possible to be applied.

Keywords : platform work, micro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zero hour
contract, coexistence of employment contra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