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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플랫폼노동 연구들은 횡단적인 관점에서 플랫폼노동의 문제를 다루
면서 플랫폼화가 직접적으로 초래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제도적 공식화”와 “노동과정 공식화” 개념을 활용하여 플
랫폼화가 어떻게 공식성을 추동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다면적 결과들을 종
단적으로 분석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택시․대리운전․퀵서비스․가사서비
스 등 지역기반 플랫폼노동 사례를 심층면접과 문헌조사 자료를 활용해 비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과정 공식화를 통해 거래관
계를 투명화하고 노동과정을 표준화하며 대인적 통제의 비합리성을 완화하였
지만, 플랫폼노동자의 별점 평가에 대한 종속, 일감 경쟁 속에서 노동시간 증
대와 노동강도 강화 등의 문제를 낳았다. 둘째, 제도적 공식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에 비해 제도적 보호의 수준이 높아졌으나, 업종 간의 속도 차이가 존재
하며,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제도화의 수준과는 온도 차이가 존재했다. 결론적
으로 본 연구는 플랫폼화가 비공식노동의 공식화를 초래했고, 그 결과에서 명
과 암이 공존하는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플랫폼노동의 특징
을 정태적으로 이해해 온 것을 넘어서, 종단적인 관점에서 플랫폼화에 따른
변화 과정에 주목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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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플랫폼 경제로의 이행은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노동사회학
과 노사관계 분야의 대다수 연구자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플랫폼 업
체들은 사회안전망 외부에 놓이는 모호한 고용관계의 노동자들을 대거 양산하
고, 알고리즘 통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며, 그들의 정신적 건강
을 위협하기도 한다(Glavin et al., 2021). 파편화 - 개별화된 노동과정은 노동자
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자신들의 이해를 집단적으로 대변하는 것을 어렵게 만
든다(Polkowska, 2021). 선행연구는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해 플랫폼화가 진행
될수록 노동자의 불안정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보이는 데 초점을 맞췄
다(Rosenblat, 2018).
한편, 경영학이나 정보시스템 분야를 중심으로 플랫폼 경제의 확산이 노동자
에게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조명하는 연구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D’Cruz and Noronha, 2016; Köbis et al., 2020). 플랫폼이 기존의 관료제적 장
벽과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Sundararajan, 2016; Bellesia et al., 2019). 이는 실제로 많
은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모델이자 조직의 미션으로 내세우는 바이기도 하다
(van Doorn, 2020; Ahsan, 2020). 같은 맥락에서 플랫폼이 고령의 노동자, 경력
단절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거나(Dunn, 2020), 민주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협업
구조를 구현하거나(Shafiei et al., 2019), 저숙련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시간과 공
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긍정적 가능성이 언급되었다(Vallas and Schor,
2020; Wood et al., 2019). 우리나라에서도 IT 외주개발 플랫폼이 산업의 중층
하도급 구조의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고, 프리랜서 SW 개발자들의 노
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노성철․이찬우, 2021).
물론 현재까지 플랫폼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실체적 증거와 체계적인 분석은
플랫폼노동의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와 비교해 양적․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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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아울러 실증적 맥락도 대체로 서구의 중․고소득 국가에 집중되었다
(D’Cruz and Noronha, 2016). 이러한 선행연구의 경향은 역설적으로 플랫폼노
동의 양면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당위성을 제공한다. 모든 산업에서 이른바 플
랫폼화(platformization)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다
면 그것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논의를 진전시
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Deng et al., 2016; Dunn, 2020; Wood et al., 2019;
Hoang et al., 2020).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고용과 사용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노
동력을 사용하여 이익은 취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탈규범적인 고용방식이 확
산되었고, 이는 고용불안, 중간착취, 차별대우, 노동권의 무력화 등을 초래하였
다(조경배, 2016). 이와 같이 한국사회는 선진국에 준하는 경제적 성장을 이룩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형성으로 인해 여러 업종에서 노동의 비공식적
속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사회의 플랫폼화가 선진국보
다는 개발도상국의 플랫폼화 과정에 더 가까울 수 있음을 유추케 한다. 실제로
플랫폼 업체들은 플랫폼화가 오랫동안 업계에 뿌리내렸던 비공식노동의 불합
리를 혁파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반면, 학계나 노동조합에서
는 플랫폼화가 기존의 불합리를 해소하지 못하고, 알고리즘을 도구로 노동의
파편화와 불안정성을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플랫폼노동을 ‘디지털 특고
노동’(황덕순 외, 2016)이라 규정하는 등의 비판적 견해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플랫폼화의 '과
정'에 주목해 그것이 어떻게 비공식노동의 변화를 추동하는지 이론화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플랫폼화가 수반한 비공식노동의 변화를 제도적 공식화 - 노동과
정 공식화의 두 개념축을 통해 분석한다. 둘째, 플랫폼화 과정이 동반한 변화가
노동자들에게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플랫폼화가 갖는
다면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디지털 플랫폼노동으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택시, 대리운전, 퀵
서비스, 가사서비스 직종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삼아 각 직종 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한 심층면접조사와 언론기사 등의 2차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34

 노동정책연구․2022년 제22권 제2호

Ⅱ. 선행연구 검토

1. 플랫폼화와 노동의 공식화
IT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전 사회적인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
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디지털 생태계의 중심적 매개 수단으로 플
랫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심우민 외, 2021).
이는 비단 일부 산업이나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 ‘플랫폼 사회’라는 사회적
차원의 질적 전환으로 확장된다. 플랫폼 사회에서는 인간 소통을 넘어 물리적
영역까지 데이터화(datafication)하고, 이를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플랫폼 생태계를 기반으로 축적된 데이터와 이를 가공하는 알고리즘이 사회경
제적 인프라 역할을 한다(van Dijck et al., 2018). 노동관계와 과정 역시 데이터
화 되고, 플랫폼 생태계 안에서 새롭게 재구축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노
동의 플랫폼화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은 가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데이
터화의 효율성을 위해 불확실성과 비정형성을 최소화(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식화된 구조(제도화)의 채택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직의 합리성을
제시하면서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Scott, 1994)에서 공식화를 추동할 동
기를 부여받는다.
조직연구의 측면에서 공식화(formalization)란 “조직구성원의 의무나 권리를
결정하는 규칙이나 절차 또는 의사전달이 성문으로 묘사된 행동의 정도”를 의
미한다(Schminke et al., 2000: 김태룡, 2016: 5에서 재인용). 또한 공식화는 표
준화(standardization)의 정도, 즉 “조직이 어떤 일을 누가 언제 어떻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나 공식적으로 규정하느냐에 관한 관념, 혹은 문서화된
규칙의 정도”(원구환, 2004: 121)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공식화라는 개념
은 좁게는 성문화된 규칙에서 넓게는 구성원의 행위를 제한하는 공유된 관념이
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대체로 비공식노동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 하지만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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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규범적인 고용형태의 만연과 정규노동의 잔여범주로서 비정규노동이라는 모
호한 개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법적․제도적 규정이라는 협소한 정의
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식화의 속성을 보다 확장하여 성문화된
규칙의 정도를 제도의 공식화, 노동과정의 표준화 정도를 노동과정의 공식화로
정의한다.

가. 제도적 공식화
일반적으로 노동연구에서 공식화 개념은 노동자가 법률이나 제도의 보호 혹
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과 동일시된다. 반대로 비공식화는 ‘법적으로든 관행
상으로든 노동법, 소득과세, 사회보장, 고용 관련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으
로 정의할 수 있다(ILO, 2003). OECD와 EU도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세금 납
부 등에서 제외된 노동을 비공식노동으로 정의1)한다(이병희 외, 2012).
전통적으로 비공식노동은 국가의 행정 기능이 취약하고 경제주체 간 관계를
제도화하는 각종 법․제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주
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고용형태의 다변화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의 급증하고 있는 선진 자본주의에서도 노동의 ‘비공식화’에 대한 이
론적․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Kalleberg, 2009; Weil, 2014).
국내에서 비공식노동 논의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발전해왔다. 외환위기 이
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급증했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 간접고용 비정규
직을 거쳐 2010년대 이후에는 비공식성이 두드러지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조돈문 외, 2016). 최근에 활발한 플랫폼노동에
대한 논의 역시 노동의 비공식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장지
연 외, 2020; 이승윤 외, 2020; 황덕순 외, 2016). 과거 대기업들이 사용자로서
의 책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를 활용한 것처럼, 대형 플랫폼
업체들도 자신의 역할을 고용주가 아닌 시장 중개인으로 규정하며 노동자들을
플랫폼 ‘이용자’ 집단 중 하나로 규정한다. 그 결과 플랫폼노동자는 노동법과
1) 본 연구에서 제도적 공식화는 비공식노동자가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제도로 완전히 편입
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제도적 공식화는 노동자가 경험하는 제도적 공식성이 상
대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으로 우리는 플랫폼화의 진행에 동반되어 그것이 진전된다고 주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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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보호망 외부의 비공식 영역으로 주변화된다는 측면에서 선행
연구들은 그들을 ‘디지털 특수고용노동자’로 개념화하였다(황덕순 외, 2016).
이상 살펴본 연구들은 플랫폼화 - 비공식노동의 증가 - 불안정성의 증가로 이어
지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그린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제3세계 국가들의 플랫폼화를 분석한 최근 연구들은 플랫폼화가 반
드시 비공식노동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근거들을 제시했다(Weber et al.,
2021; Randolph et al., 2019). 대표적으로 Weber et al.,(2021)은 멕시코와 파나
마에 진출한 플랫폼 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플랫폼이 비공식노동을 공식화하
는 동기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펼치는 전략을 분석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
면 플랫폼 기업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비공식 영역의 노동을 공식화하고자 한다. 이어서, 공식화에
거부감을 가진 노동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 등 공식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이
득을 강조하고 공식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노동자 집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배달의 민족,
쿠팡, 대리주부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오랫동안 비공식 영역에 머물던 노동자
들 중 일부가 공식적 고용관계로 편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장지
연 외(2020)는 플랫폼이 거래의 투명화를 통해 노동자들이 거둬들이는 수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요컨대, 플랫폼화가 제도적
공식화에 미치는 영향은 즉, 거래의 투명화를 통해 비공식노동의 공식화를 추
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노동과정 공식화
본 연구에서 노동과정의 공식화는 노동과정의 표준화 혹은 동량화로 해석한
다. 노동과정의 표준화 논의는 산업혁명 초창기 테일러의 ‘구상과 실행의 분리’
부터 리처의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까지 노동과정 연구의 핵심적인 화
두이다. 산업에서 표준화의 심화는 효율성이나 합리성의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
여하는 반면,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나 노동과정에서는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김철식, 2015).
노동과정의 표준화를 통한 탈숙련화는 유연성(flexibility)이라는 목표 실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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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아간다. 1980년대 이후 포드주의적 경직성의 대안으로 유연한 생산방식에
대한 모색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Sennett, 2000). 유연한 생산은 숙련 향상을
통한 유연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와 표준화를 통해 개별 노동자의 숙련
필요를 낮추는 유연표준화(flexible standardization)라는 상반된 경영전략을 포
괄한다(김철식, 2011), 현재 플랫폼노동은 후자의 경향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
하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탈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유연생산방식의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Steinberg, 2021).
플랫폼화는 인간행동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그것을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화(datafication)를 수반한다. 데이터에서는 질적으로 다른 다양
한 개인의 행위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사용자 활동성, 바이럴 지수, 플랫폼
체류시간 등의 지표로 계량화된다. 다시 말해, 플랫폼화 과정에서 ‘질적으로 서
로 다른 것들은 동량화(commensurate)’되는 것이다(van Dijck et al., 2018: 이재
열 외, 2021: 18에서 재인용). 개별 노동자의 개인적 특성, 능력, 일 경험, 사회
적 관계 등이 적합도, 평점과 같은 수치로서 치환되며, 노동에 대한 보상과 통
제 역시 표준화된 수치에 근거하게 된다.
플랫폼화가 수반하는 노동과정의 표준화 - 공식화는 복잡한 업무를 최대한
작은 단위로 쪼개고, 모든 작업을 측정하여, 성과와 보상을 연동하는 테일러리
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테일러리즘(Digital Taylorism)이라 볼
수 있다(황덕순 외, 2016). 다만 플랫폼화에 의해 추동되는 노동과정 공식화가
기존의 표준화 시도와 구별되는 지점은 대인적 개입이 아닌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해 인간 활동과 의식에서도 자동화 공정을 확대하며 ‘사회적 탈숙련화(social
deskilling)’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Andrejevic, 2020: 6~7).

2. 플랫폼화의 양면성
플랫폼화가 불안정성에 갖는 함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
가가 엇갈리고 있다. 플랫폼화의 긍정적 측면을 바라본 연구는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일자리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노동력을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면서 거래과정의 투명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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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거래를 투명화하면서, 비공식 영역
에 효율적인 조세납부 시스템의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장시키는
발판의 역할을 할 수 있다(Weber et al., 2021; 장지연 외, 2020). 둘째, 플랫폼
화는 신분제나 여성 차별과 같이 전근대적이고 비공식적인 위계질서의 재생
산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Rustagi, 2015; D'Cruz and
Noronha, 2016; Surie, 2020). 아울러 미용사나 가사노동자 등 사회적으로 평가
절하된 직업의 노동자들에게 전문가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노동시장에서 협상
력을 높이기도 한다(Komarraju et al., 2021).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우리나라의
프리랜서 SW 개발자들을 들 수 있다. IT 외주개발 산업의 중층 하도급 구조의
최하층에 위치한 이들은 오랫동안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감수하며 일을 해야 했다(노성철, 2019). 하지만, 2010년대 중
반부터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한 IT 외주개발 플랫폼은 노동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면서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숙련에 걸맞은 보상
을 받을 수 있는 대안적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노성철․이찬우, 2021).
셋째, 디지털 플랫폼은 일자리 접근 기회가 낮은 인구학적 집단에 일할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우버의 경우 앱에 가입
하고 간단한 신원조회 절차만 마무리되면 운전업무를 할 수 있을 만큼 진입장
벽이 낮다. 우버는 이를 기존의 규제된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면서 소외계층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공헌으로 틀짓기 했다(Rosenblat, 2018; Thelen,
2018).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웹툰 플랫폼이 과거 종이매체 기반 만화시장
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 아마추어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를 제공한다는 점만큼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김수철․이현지, 2019).
하지만, 플랫폼화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이승윤 외, 2019;
Rosenblat, 2018). 첫째, 플랫폼 기업이 고용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
다. 플랫폼 기업은 명목상으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독립계약자 혹은
프리랜서의 고용을 중개만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보험 기여를 회피해왔다. 불안
정 노동이 선진 복지국가에서도 증가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사회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 노동의 양산을 가속화하고 있다(Ronsenblat,
2018; Vallas and Schor, 2020; 이승윤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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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통제는 업무의 유연성보다는 감정노동을 심화
시키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경향이 크다(Rosenblat, 2018; Gandini, 2019; Vallas
and Schor, 2020). 플랫폼의 알고리즘 정책은 보다 많은 주문을 수락하고, 고객
에게 매겨지는 평점이 높은 노동자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플랫폼노동자들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감정노동을 강화하는 등 과잉서
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해 플랫폼노동자는 장시간 업무 대기 및
과로를 감내해야 한다(박수민, 2021). 한편, 플랫폼 기업은 노동계의 알고리즘
내용에 대한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셋째,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도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고객이라 강조하
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는
고객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지만, 고객에겐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정보가 일방적
으로 노출되고 있다(Veen et al., 2020). 미국 돌봄 플랫폼 기업은 고객에게 신
뢰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노동자에게 앱에 개인정보 및 SNS 등을 공개할 것
을 요구했다(Ticona and Matescu, 2017). 그런 점에서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종속되며 사생활까지 위협받는 점이 지적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는 플랫폼화가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의 양면성
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극명히 대비되는 긍정적 -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분기점을 만들어 내는 요인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
이다. 우리는 플랫폼화의 ‘과정’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즉, 플랫폼화의 과정
이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서 그것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상정한다. 앞서
소개한 제도와 노동의 (비)공식화 개념을 그러한 양상을 이론화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는 네 업종 종사자들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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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화 과정 전후로 경험한 불안정성의 양상이다. 비교사례연구 대상으로 택시,
가사서비스, 대리운전, 퀵서비스의 네 가지 업종을 택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플랫폼화 과정에서 나타난 네 업종 간 유사점이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5년간 네 업종의 플랫폼화는 업계관계자들을 넘어
서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둘째, 네 업종에서 오랫동안
노동의 비공식적 경향이 지배적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네 업종
들은 플랫폼화에 따른 비공식노동의 공식화를 살펴보기에 이상적인 맥락을 제
공한다. 우리는 네 업종에서 나타난 플랫폼화 과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
교․분석함으로써 그것이 비공식노동의 공식화를 매개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1> 면접조사 참가자 구성
업종

택시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가사
서비스

업종 내 부집단(면접자 ID)

인원

카카오 직영택시(Taxi#1~3)

3

카카오 법인가맹택시(Taxi#4~7)

4

카카오 개인가맹택시(Taxi#8~10)

3

광주광역시 택시기사(Taxi#11~12)

2

대전광역시 대리운전기사(Driver#1~5)

5

거제시 대리운전기사(Driver#6~8)

3

수도권 퀵서비스 기사(Quick#1~5)

5

대전 퀵서비스 기사(Quick#6~9)

3

수도권 퀵서비스 사용자(Quick#10~11)

2

대전 퀵서비스 사용자(Quick#12~13)

2

퀵서비스 이해대변체(노조, 협동조합) 관계자(Quick#14~17)

4

플랫폼 업체 대표 (Home Service #1~2)

2

이해대변체 관계자(Home Service #3~8)

6

수도권 플랫폼노동자(Home Service #9~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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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진행했다. 각 업종의 면접조
사는 별도의 연구사업을 통해 진행되어 업종 간에 시차가 있으며, 연구대상 표
집의 엄밀성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네 업종의 인터뷰 모두 참가자
들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과 일 경험을 파악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실시했
다. 개인적 맥락에서 플랫폼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질문지의 틀에 대화를 한정
짓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유도하는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리는 먼저 업종별로 지난 20년간의 플랫폼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도가 높은 업계 관계자 또는 장기근속자들을 인터뷰했다. 이를 통해서 각 업종
내에서도 플랫폼화가 균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그러한 차이
를 반영한 면접조사 집단을 구성하고자 했다. 면접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저
자들은 각 업종의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문헌자료를 수집했다. 문헌자료
는 로그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서 확보했다. 이를 통해서 업종별로 플랫폼화
과정의 주요 변곡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플랫폼화 과정의 양상을 이해하고자
했다.

2. 자료분석
기존 연구흐름과 비교해 플랫폼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국내외를 통
틀어 많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고려해 질적연구방법론을 연구
기법으로 택했다. 질적방법론의 여러 갈래 중에서도 우리는 비교사례연구기법
이 플랫폼화 과정과 불안정 노동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기에 적합하다고 생
각했다.
자료분석은 본 논문의 초점이 플랫폼화 ‘과정’임을 고려해,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업종별 차이에 대한 설명력을 우선시하여 문헌분석을 이어
간 결과 비공식노동과 플랫폼 사이의 관계에 천착한 기존 논의에 주목하게 되
었다. 저자들은 관련 논문을 함께 읽고 논의한 후 다시 자료분석에 들어갔고,
선행연구가 제시한 비공식 - 공식 노동의 구분을 우리의 자료에 근거해 ‘제도적
공식화’ - ‘노동과정 공식화’의 두 축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정교화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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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바탕으로 네 업종에서 나타난 플랫폼화 양상의 차이를 분석했다. 이렇
게 업종별 플랫폼화의 양상을 노동의 공식화에 대한 두 차원으로 분석하고, 그
러한 변화가 불안정성에 갖는 함의를 분석했다.

Ⅳ.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디지털 플랫폼화가 진행 중인 대표적인 업종들을 공식화 측면
에서 살펴보고, 다면성이 가지는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에 대한 공식적 인
정과 제도적 포괄을 의미하는 ‘제도적 공식화’와 노동과정에서 인사관리, 업무
범위의 표준화로서 ‘노동과정 공식화’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과정적 맥락을
분석한다.

1. 플랫폼화에 따른 노동과정 공식화
가. 대리운전
초창기 대리운전업종은 유흥업소에서 일종의 서비스로 고객의 차량을 대리
운전해주던 문화에서 시작되었고, 시장 참여자의 규모도 제한적이었다(월간조
선 2003년 1월호). 이러한 특성으로 노동과정 역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이 아
닌 산발적으로 형성된 개별적 관계와 관행들에 의해서 이뤄졌으며, 이는 종사
자들의 법적 지위 모호성과 불안정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000년대 초반 콜센터(업체)에서 고객의 콜을 접수하여 무전기나 휴대폰 등을
통해 직접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배차해주는 방식은 PDA나 스마트폰에 설치
된 배차프로그램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자동화시스템의 도입과 콜의
광역화는 요금과 노동과정의 표준화에 기여하였으나,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아
지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영업하는 거는 낮에 길가에 세워둔 차들 있잖아요. 거기에 명함을 하나씩 탁 꽂아
놔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보고 전화를 해요. 어디 있다고 이제 또 택시 타고 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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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요. 가서 이제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또 이제 다른 전화 받으면 또 택시 타고
또 쫓아가고. 그런 식으로 했었죠 처음에는. 지금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기 전이
니까. 개인들이 그렇죠. 이제 단골로 운영이 되던 체계였었죠. … 중략 … 이게 업체
로 바뀐 게 한 20년 정도 됐어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Driver#2 대전지역 대리운전기사)

매칭에 특화된 배차프로그램 플랫폼의 한계로 여전히 노동과정은 관리자와
기사 간의 비공식적 관계에 기반한 통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배차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업체들 간의 광역연합이 구성되면서, 산업 내
카르텔이 형성되었다(공정거래위원회 2016. 1. 6. 의결 제2016-010호). 이들은
암묵적인 등급화와 감정적인 이유로 콜 배정의 차등을 두거나 나아가 블랙리스
트를 작성하고 연합 차원에서 이를 공유해 플랫폼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등
비합리적 성격을 띠었다(굿모닝충청, 2021. 6. 9).
이러한 노동과정에 대한 직접 통제는 시장의 규모가 작고 특정 업체의 독점
이 강한 소도시일수록 더욱 강하게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도시에서는
여전히 무전기를 통한 전(前) 플랫폼적 배차방식이 공존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의 부족으로 업체에서 운영하는 복귀차량 이용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
종의 관제탑인 콜센터와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우리 회사에는 3km까지 접수되는 거는 우리가 콜을 이렇
게 터치해서 탈 수 있고 3km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가 없거든요 상황실에
서 넣어줘야 해요. 콜을 우리한테. 카카오는 그냥 거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잡아서
갈 수 있어요. 10km 20km 30km도 무조건 근데 그게 차이점이에요. 우리 회사는
그래요” (Driver#7 거제지역 대리운전기사)

반면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기존에 연합과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
뤄지던 노동과정에 대한 개입은 플랫폼 업체의 표준화된 규칙과 알고리즘에 기
반한 직접 통제로 대체되었다. 기존 대리업체들은 콜의 소화를 위해 콜센터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반면, 카카오의 경우, 콜의 수요공급에 따른 요금의 변동
을 통해 컨트롤하며, 기사들은 그린/블루/레드/퍼플이라는 등급을 매기며, 등급
에 따른 차등적 보상으로 통제한다(카카오 T대리 홈페이지).
한편 플랫폼화는 기사 - 고객 간 노동과정의 공식화를 추동했다. 기존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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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 기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노동과정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거나 업
체를 통해서 사후에 제기하는 방식에 제한되었던 반면, 카카오대리와 디지털
플랫폼에서 고객의 평가는 5점 만점의 별점이라는 공식적인 지표로 즉각 반영
된다. 축적된 데이터의 결과는 기사에게 인센티브(등급상승/포인트 리워드)나
페널티(등급하락/접속제한 등)가 부여된다. 이는 고객의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
를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나. 택 시
플랫폼화 이전 택시산업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사납금제였다. 택시업체가 오
랫동안 사납금제를 고집했던 이유 중 하나는 노동과정의 통제나 개입이 불가능
했기 때문이다. 플랫폼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택시노동자들은 거리를
돌면서 승객을 찾는 배회영업을 위주로 했다. 배회영업방식에서는 택시업체들
이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 노동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
다. 택시업체들은 정밀한 노무관리를 개발하는 대신 개별 택시노동자의 운송수
입금 수준에 상관없이 택시 한 대당 고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납금제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는 거였죠. 회사에는 사
납금만 맞춰주면 되니까. 어디가서 낮잠을 자든지, 차를 가지고 가족일을 보든지,
쉬지 않고 영업을 하든지 회사도 신경 안 쓰고, 아니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거기는
사납금만 받으면 되니까” (Taxi #8,현 카카오 개인가맹기사)

카카오 플랫폼의 등장은 기존의 노동과정 공식성 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
다. 카카오택시는 승객에게는 차별화된 택시 경험을, 택시업계에는 ‘택시기사
처우 개선’ 및 ‘택시회사 운영 시스템 선진화’를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삼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노동과정 통제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택시 업체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본사(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정책이나 알고리즘을 만들면, 저희는 그것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
요. 기사님들 중에서 불만을 갖는 분도 많죠. 전에는 맘대로 했는데, 이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따라와야 하니까. 클레임도 택시회사가 아니라 저희한테 와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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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사실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자회사 직원 인터뷰)

유니폼 착용, 클래식 음악 재생, 승객과 불필요한 대화 금지 등의 규칙을 택
시기사의 노동과정에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객 만족도를 높이고, 그것을 통
해 더 많은 승객이 유료서비스인 카카오T 블루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택시법인이 가맹사업에 합류한다는 것이 카카오 플랫폼의 전략이었다. 특히,
카카오T 블루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배차’를 가장 큰 장점으로 승객
과 택시노동자 양측에 어필했다.
한편, 승객에게 택시서비스에 대한 평점 부여 권한이 주어지면서 노동과정이
공식화되었다. 카카오는 가맹 - 직영 택시를 대상으로 승객이 별 5개 만점으로
기사 친절도나 차내 청결 등과 같은 승차 경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
폼 가맹 - 직영 택시기사들의 평점 제도를 통한 노동과정 공식성의 강화가 택시
기사와 승객 사이의 무게중심을 승객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했다.
“손님이랑 실랑이 있을 때, 우리가 무조건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손님들이 기사 평가할 때 기사 나쁘다고 하면 페널티 먹거든요. 한 번은 억
울해서 해명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카카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 하거든요. 연결
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저런 소명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못 해 먹겠더라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손님을 한 명 더 태워야지.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게 되죠” (Taxi #3.
현 카카오 가맹택시 기사)

다. 퀵서비스
플랫폼화 이전 퀵 기사들은 명목상으로는 특수고용형태였지만, 퀵서비스 업
체에 대한 높은 사용 종속성을 보였다(신태중, 2006; 정인수 외, 2006). 당시,
퀵 사업체들은 전속기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그들의 근태를 관리했고 퀵 기사들
은 월정액 수수료를 납입하고 사용자 지시에 따라 처리한 주문 수만큼 수익을
얻었다(서울행정법원 2007. 10. 23. 선고 2006구단10552 판결).
“회사에 전속돼서 그 회사만 하는 사람들은 나와야 돼요. 제가 최초 시작할 때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영하 20도가 되어도 나왔었거든요. 그때 공유라는 게 없
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일 처리가, 처리가 안 됐었어요.” (Qucik#4 수도권 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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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기사)

플랫폼화 이전 퀵서비스업의 노동과정은 표준화가 되지 않고 사업주들의 비
공식적인 직접 통제가 진행되었다. 업체 - 기사 관계에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
리가 부재했고, 기사의 업무 수행은 사업체 사장이나 관리자의 자의적인 판단
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사에게 계약서 교부 등의 절차도 지
켜지지 않았고 기사들은 구두계약이나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서에 형식적인 서
명절차를 거치고 업무를 진행했다(정인수 외, 2006; 신태중, 2006). 그런 점에
서 퀵서비스업의 노동과정은 비공식적 성격이 강했다.
배차프로그램 형태의 플랫폼이 등장하고 기사들은 자발적으로 출퇴근하고
주문을 직접 선택하면서 일하기 시작했다. 플랫폼은 기사와 업체 간 단순 중개
만 담당하기 때문에 퀵서비스 사업체가 노동과정에 개입하고 통제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퀵 기사는 사업체에 등록 절차를 거친 후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소속 기사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업체소속 기사를 자사
기사라고 부르는데, 자사기사는 소속 업체의 주문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
다. 하지만, 자사기사가 주문을 선택하지 않으면, 연합망으로 주문이 넘어가고
공유기사 중 누구든지 주문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연합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기사와 사업체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퀵 사업체들은 자사
기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동과정을 관리할 수 있으나 공유기사에 대해
서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기 어려우며, 이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
렵다.
“이름도 모르는 그 기사의 농담 한마디에 우리 거래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
면 그런 거에 대한 손해배상은 기사들이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사들이,
자기도 프로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책임은 피한다는 거죠.” (Quick#11, 퀵서비스 사
업체 대표)

또한, 퀵서비스업은 플랫폼화 이후에도 배송을 받는 고객 또한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노동과정에 개입할 수 없었다. 반면 최근에는 카카오 같은 대기
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퀵 시장에 등장하면서 주문처리 과정에 대
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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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사서비스
비공식적 시장에서 거래되었을 때는 가사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평판’은 수
행하게 될 업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뿐더러, 개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신문사나 인력사무소에서 그의 의견을 교환
하거나 중개하는 데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플랫폼의 등장으로
노동자의 통제가 구조적으로 이뤄지게 되었다(Flanagan, 2019). 기존의 비공식
적 시장과 달리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에게 플랫폼에서의 상품거래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도적 신뢰(institutional trust)를 심어줘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Kuhn and Maleki, 2017). 이에 플랫폼 가사서비스 업체들은 더 많은 고
객의 유치와 시장점유 전략으로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가사서비스 제공을 하고
자 했다.
가사 플랫폼 업체들은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전통적 기업의 선발,
업무배정, 평가, 승진 등과 같은 노동과정 관리를 하고 있다. 가사 플랫폼 업체
들은 기본 서비스라는 이름 하에 업무의 내용과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 서비스(2～3시간) 동선으로 각 플랫폼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환기 - 세
탁 - 주방 - 욕실방․거실․현관 - 퇴실, 정리정돈․쓰레기 배출 순으로 업무 절
차를 정하고 있다.
한편, 플랫폼 업체들은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교육 시와 첫 가입 시 안내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새롭게 유입되는 가사서비스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업
무내용과 작업방법을 교육 훈련시키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자가 고객의 집에
방문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행동들을 규칙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 활동 제재 혹은 재교육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질을 높이는 게 활동 업그레이드도 하고 강화하고 응대서비스 앱도 좋아야 하고
다 좋아야 하는데, 그중에 청소서비스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교육을 하는 거
죠.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좀 어떤 생각이냐면 사실은 서비스 질을 높
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즈니스적으로 하나는 경쟁을 시키는 거고요
하나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Home service #2, 가사 플랫폼업체 관계자)

플랫폼 기업들도 지속해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전문 홈메이드 서비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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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의 손길로 진행되는 홈서비스”, “100% 교육 수료한 청소 매니저” 등과 같
이 가사서비스가 기존의 파출부나 가사도우미가 아닌 전문가로서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 플랫폼화에 따른 제도적 공식화
가. 대리운전
대리운전은 음주상태인 차량 소유주의 청약(운전대행)에 대하여 대리운전업
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유상계약의 형태로 상법에서 규정하는 운송업의
한 범주이다(박윤철, 2011). 태생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제재로 인해 형
성된 파생시장이었기에 이를 관리할만한 법률이나 제도가 부재했고, 초기 대리
운전업은 낮은 제도적 공식성을 지녔다.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대리운전법’을 비롯한 제도적 공식화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고, 2003년 제16대 국회를 시작으로 제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0
건의 관계법령 제정․발의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준비
부족 및 실효성의 문제,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 간의 입장 차이, 택시업
계와 갈등과 같은 이유로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되었다(경향신문, 2004.
7. 1).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 진출은 대리운전을 플랫폼노동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정체되었던 제도적 공식화 움직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과 더
불어 지자체 차원에서도 부산(2020), 충남(2021)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권
익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플랫폼노동자 관련 조례 및 이동노동자
들을 위한 쉼터와 지원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고용보
험(2022년 예정)과 같이, 디지털 플랫폼적 속성이 오히려 타 특수고용업종에
비해 뒤늦게 시행되는 등 플랫폼화가 일정부분 제도적 공식화의 속도를 늦추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플랫폼화와 함께 노동조합을 중심에 둔 제도적 공식화도 가속화된다. 배차프
로그램의 등장은 지역단위의 광역화를 낳았고, 대구지역의 대리운전 노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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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에 이어 광역단위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했다(박명준 외, 2014). 이후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전환했고(2012),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단체교섭으로 이
어졌다(한겨레, 2021. 10. 7). 디지털 플랫폼 등장 이전 지역단위 노조의 활동은
지역별 조합의 역량 차이나 지역노동시장의 특징에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성
과의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카카오는 20%대의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전국
수준의 대표성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교섭결과에 따라 제도적 공식화는 가
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동조합과 다른 결로, 경사노위를 매개로 ‘사회
적대화’가 추진되었으며, 2022년 업종별 위원회인 플랫폼산업위 산하에 대리운
전 업종 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켜 종사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 택 시
택시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 중 하나로, 다른 업종과 달리 플랫폼화 이전
부터 관계법령, 노동조합 등 높은 수준의 제도적 공식성을 지니고 있었다.
2000년대 이후 택시 공급과잉 문제가 이슈화되며 법인택시사업에 대해 엄격
한 진입규제가 시작되었다.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담당 기관은 각 시도 지자체로
최저 면허 대수와 차고지, 기타 부대시설 등의 요건을 규정한다. 그동안 택시
면허를 남발해왔던 지자체들은 2010년대 이후 총량제, 면허보상제도 등으로 택
시 수 감축에 나섰다. 아울러 택시요금은 지방공공요금으로 분류되어 그것을
변경하려면 물가대책위원회, 지방의회 심사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 배경
에는 법인택시가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법인택시업은 노조의 조직력이 강하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2001년 7월
산별노조로 전환하며 제도개선 완비, 월급제 정착 등을 목표로 하며, 그해 12월
에 노동부․건교부와 ‘택시제도 개선 종합대책’에 합의했다. 이듬해 5월엔 전
국 136개 노조, 1만 1천 명의 조합원 파업을 조직하며 제도적 행위자로 자리
잡았다(김미정, 2002).
택시업계의 비공식적 관행인 사납금의 전액관리제로 ‘법적’ 전환은 1997년
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사업장 수준에
서 제도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택시운송업의 디지털 플랫폼화는 역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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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며 제도적 공식성의 상승을 촉진했다. 카카오 플랫폼은
진입 초기에 택시업계와의 상생 추구의 모습을 보였지만, 카풀 서비스 등의 새
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일으켰다(이정아 외, 2020).
2019년 1월, 노사정 대화기구에서 플랫폼 - 택시업체 - 택시노조가 각각의 이해
를 충족할 수 있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2019년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를 직접적
으로 명시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고, 플랫폼화에 따른 노사정 대화의 결과로 카카오 직영 및 가맹 택시기사에
한해 월급제 도입도 공식화되었다.

다. 퀵서비스
퀵서비스업은 1997년 여객 위주로 운영되던「자동차운수사업법」
에서「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이 분리되면서, 업종 자체가 비공식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2)
업체 설립은 법적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서 용이했고, 기사들의 시장 진입도 간
단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되었다. 플랫폼의 등장 이후에도 퀵서비스업의 낮은
제도적 공식성은 지속되었다. 제도적 공식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공유서버의 등
장은 기사, 사업체 모두 주문처리를 빠르고 용이하게 해주었지만, 사업체 수와
기사 수의 증대를 유도하며 쿠폰 남발 등으로 인한 단가하락 문제가 발생하는
등 출혈경쟁이 심화되었다.
플랫폼화 이후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 자발
적 결사체를 통해 퀵 기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도도 있었다. 퀵서비스 협
동조합은 단가 하락으로 인한 기사 처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 거래 기준
을 마련하고 조합원에게 수수료 할인, 공제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협
동조합은 적정 단가를 보장하는 경우 충분한 거래처와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서 조합원 및 기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거래를 하면 좀 로비도 해야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좀 힘들죠. 그래서 아
무튼 우리는 발품. 오로지 그냥 저, 맨바닥에 발품 팔아서 헤딩하면서 그냥 우리
2) 구체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분리되었고 화물운송은 등록
차량을 통해서만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이륜차는 등록 규정에서부터 제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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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써주십쇼 해가지고. 우리 참, 나는 우리 거래처들 너무나 고마워. 단가가 우리는
비싸요.” (Quick#15, 퀵서비스 협동조합)

한편, 스타트업과 대기업들도 퀵 시장에 도전하면서 기존 시장의 거래 규칙
부재로 기사의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고객서비스 질도 악화된다고 평가하며
시장질서 개선을 선언했다.3) 하지만, 퀵서비스업에 도전한 기업들은 시장을 일
정 수준 이상 점유하는 데 실패했다. 그런 점에서 퀵서비스업의 행위자들은 법
제도의 밖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법제도 개선 과정에서 퀵서비스업의 부분적인 공식화가 진행되
었다. 정부, 국회 등에서는 이해관계자와 함께「생활물류서비스법」같이 표준
요금제 도입 등 법제도 개선 논의가 전개되었지만 노사 이해당사자의 의견 불
일치로 입법화되지 못했다.4) 따라서 퀵서비스업에서「생활물류서비스법」
은소
화물배송서비스에 퀵서비스를 포함한다는 유보적인 내용으로 입법되었다.

라. 가사서비스
가사서비스는 오랫동안 비공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비가시적인 노동이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배제 조항과 관련하여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숙
식 해결을 위해 노동을 시작했고 인적결합의 측면이 강했던 가사노동자들의 특
성이 반영되어 가사서비스가 노동으로 인식되지 못했다(전효빈, 2017). 2000년
대부터 가사서비스가 ‘비가시적 노동’에서 ‘사회적 생산 노동, 공식적 노동으로
부여받기 위해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가사서비스법 개정 운동을 벌였지만, 법
안 대부분이 중도 폐기되었다.5)
현행「근로기준법」11조에 따르면,「근로기준법」
의 적용 범위를 정하면서
3) 스타트업으로 날도, 원더스 퀵퀵 등이 퀵서비스 시장의 체질개선을 언급하며 진출했었다
(서울경제, 2014. 9. 4; 물류신문, 2017. 6. 21; CLO, 2016년 퀵서비스 기획연재).
4) 노조는 거래규칙을 표준화하고 교섭을 통해 처우개선을 이뤄나가길 원했다. 일부 기사들은
공식화로 신용불량, 기초생활수급 문제 발생 때문에 신분노출을 두려워했다. 한편, 사용자
들은 취지에 공감하지만 퀵이 생활물류인지, 화물인지 애매하다는 점과, 노동자성 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김종훈 의원실․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2020).
5) 2010년「근로기준법」,「사회보험법」등 일부개정 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13년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15년 이후에도 가사노동
자 노동환경 개선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거의 성과는 없었다(한국가사노동자협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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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가사서비스의 비공식성을 부여하고 있다.6) 2019년 플랫폼 가사서
비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플랫폼노동자로 인식되기 시
작하였고, 가사서비스 노동자는 고용보험, 산업재해 등 사회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노동자의 공통적 문제의 논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이에
2020년 7월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었고 2021년
6월 15일「가사근로자법」
이 제정되었다.7)
그러나 이 법은 플랫폼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을 모두 포괄하지는 않는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고용보험 등 적용
이 제외되는 것이다. 즉, 1주 15시간 이상인 가사노동자들에게만 이 법이 적용
되고 있어, ‘건’ 수로 일을 하고 있는 플랫폼 가사서비스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3. 플랫폼화의 다면성
네 업종들의 플랫폼화 과정 검토를 통해 플랫폼화가 노동과정의 공식성과 제
도적 공식성의 심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업종들에
따라서 플랫폼화와 공식화의 정도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단락에
서는 플랫폼으로의 전환과 노동의 공식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면성에 대해서
분석했다.

가. 노동과정 공식화에서 오는 다면성
첫째, 플랫폼화는 노동과정의 표준화를 추동했다. 네 업종 모두 플랫폼화 과
6)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제11조)
7) 제5조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는「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사용인으로 보지 않
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에 의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
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 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로 인증기관과 가사노동
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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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노동과정의 표준화를 추동하였고, 일감을 찾는 과정에서 정보 불균형 문
제가 해소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의 등장은 법
과 제도의 외면 속에 지역과 소규모 업체들의 경쟁시장에 일정 수준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주었다. 물론 이는 기업의 시장 확대과정에서 전체적인 서비스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경영적 요구와 맞물려 진행된다. 비공식노동 영역에서
는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인 관행과 관습들이 존재했는데, 정부는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자정을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성공하
지 못했다. 이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새로운 대안으로서 카카오 등 플랫폼 업
체의 시장 진출을 지지하며, 일종의 외적 연합(external allies)을 형성하는 결과
로 이어졌다. 실제로 일부 노동자들은 플랫폼화 이후 등장한 표준계약서나, 상
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관리자들의 비인격적 통제가 사라진 점 등에 대해서는
과거 업체에서의 경험보다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카카오는 그나마 기존 업체들에 비해서는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나은
데, 이제 수수료는 아직도 너무 비싸다.” (Driver#1 대리운전노조 대전지부 위원장)

물론 플랫폼화와 이에 따른 노동과정의 합리화가 긍정적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 알고리즘은 고도로 형식화된 합리성의 형태이며, 이는 기존의 대인적 통
제의 방식과 비교한다면 매우 객관화된 통제방식이라 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
통제의 불투명성과 지나친 형식성에서 발생하는 불합리의 요소가 공존한다.
“이 손님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일행을 내려주고 자기는 다른 데를 또 가야
한대요. 기사님 제가 다시 호출을 했으니까 아 기사님이 요 콜을 받아서 마저 이동
을 해주시죠. 거기서 호출을 했어요, 저한테 안 와요.” (Driver#1 대리운전노조 대
전지부 위원장)

둘째, 플랫폼화 이후 노동자에 대한 관리 통제방식의 변화이다. 대리나 택시,
퀵 등의 이동노동형태 업종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개입 및 통제가 제한
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종사자들의 높은 자율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
였다. 하지만 플랫폼화는 기술적 방식을 통해 이동과정이나 경로 등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개입의 여지를 높였다. 즉, 플랫폼노동자들은 ‘잠재적인 주인
(potential master)’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감시를 받게 된다.

54

 노동정책연구․2022년 제22권 제2호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플랫폼 이용자 간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플랫폼 업체들은 더 ‘완벽한’ 매칭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공개된 개인
적인 정보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당사자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다. 고객은 플랫폼
을 통해 서비스 수행자들의 평점과 경력, 나이, 사진 등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범죄로 악용되기도 한다(이상아․유다영, 2021).
플랫폼 서비스 노동시장에서는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평판, 평점, 등급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 평점은 곧 일감의 획득이
라는 경제적 요인과 직결되기 때문에 플랫폼노동자들은 높은 평점과 등급을 위
해서 복장, 행동 등에 대한 자기검열과 높은 서비스 요구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는 노동강도의 심화로 이어졌다.
“와이셔츠 다리는 거랑 여자 블라우스랑 치마 다리는 건 어렵다, 세 개를 내놨었거
든요 여름옷 특히 다리기 어려워요. 시간이 남으면 해달라고, 근데 3시간 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 해요? 근데 엄청 빨리 해주고. 다 했다니
까. 가라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했는데 자기가 꼼꼼하게 했나 봐 바닥도
다 닦았는데 그래서 별점 안 줬나 봐요.” (Home service #11, 플랫폼 가사 노동자)

한편, 통제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전문가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전략도 활용
된다. 종사자들에게 기존과 다른 호칭8)과 더불어 전문가, 프리랜서로서의 정체
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노동자의 자존감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대하
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면서도, 노동자성을 약화시키고, 자발적인 자기통제의
기제를 심는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지닌다.
셋째, 플랫폼화가 추동한 노동과정의 표준화는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
한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쉽다는 것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노동자 간 경쟁의 심화로 이어져 노동강도와
속도의 증대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화로 일감에 대

8) 대표적으로 가사플랫폼에서는 기존의 ‘식모’, ‘파출부’, ‘이모님’, ‘여사님’ ‘가사도우미’라
는 호칭이 ‘매니저’, ‘클리너’와 같은 직업적 호칭으로 대체되었고, 기존에는 가사노동자가
청소업무와 음식, 돌봄 등 가사노동 전반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청소’와 ‘돌봄’ 등 각 영
역을 분화시켜 전문성을 강조한다. 이는 타 플랫폼업종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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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달되면서 정보의
불균형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되었고, 이는 기존의 관행이나 노하우(숙련), 인적
네트워크 등의 필요성을 약화시킴으로서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결과
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로 인한 경쟁의 심화는 노동강도를 높이는 문제점을 낳
았다.
“예전에는 월비든 주비든 일정 금액만 내고 나머지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거 끝
나면 그다음 다 내꺼니까. 많이 벌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르게 보면 더 많은 수
십 배, 수백 배의 오더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그때보다 총매출은
더 늘지 않았을까.” (Quick#5, 수도권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개인적 비용을 들
여 콜 선점 혹은 콜 자체를 가로채는 불법 프로그램(지지기) 사용이라는 일탈
전략을 도모하기도 했다. 하지만 플랫폼은 불법 프로그램의 메커니즘 자체를
플랫폼 내부로 포섭하여, 카카오 모빌리티는 대리운전과 택시노동자들을 대상
으로 일정금액을 내면 다른 기사보다 빠르게 매칭정보를 전송하는 ‘카카오프
로’ 서비스를 통해 이중적 착취를 수행하고 있다.
“프로 서비스라고 그래서 2만 2천 원이 부가돼서 2만 2천 원을 뜯어가요. 저도 사
실 딱 3개월 전에 그걸 삭제를 했어요. 취소를 했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프로
서비스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금액이 얼마나 나타나.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 큰
차이가 없어요. 내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Driver#3, 대전지역 대리운전
기사)

넷째, 플랫폼 리터리시(literacy) 능력에 따른 새로운 위계가 형성되었다. 초
단기계약이 주를 이루는 플랫폼노동의 경우, 책임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며, 노동자들을 등급화하는 것은 대표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정흥준,
2019). 기존 중개 업체들이 비공식적인 형태로 노동자들을 암암리에 등급화하
여 관리하고 있었다면, 플랫폼은 고객의 평가와 수행한 업무량 등을 바탕으로
등급제를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표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리가 지금 현재 3명이 앉아 있잖아요. 이제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유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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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되게 빨리 떠요. 이게 콜이. 누구는 1시간 전에 와 있고 누구는 30분 전에
있고 나는 10분 전에 왔는데도 이게 콜을 날 줘요.” (Driver#3, 대전지역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노동자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플랫폼과의 관계에 따
라서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화는 노동통제방식을 대인적 개
입에서 수요공급과 연동된 요금 정책으로 변화시켰다. 노동자들은 이에 대응하
여 변화하는 정책을 파악하고, 더 높은 요금 조건에 맞춰 더 빠르게 노동을 수
행하게 된다.9) 하지만 이러한 통제방식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노동자는 상대
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이어지는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된다. 고령화 추세가 뚜
렷했던 택시기사 중에서 플랫폼은 상대적인 연령대가 낮은 이들을 가맹 - 직영
기사로 선발하고자 했다. “어리고 경력이 짧을수록 교육의 효과가 있고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여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였다(카카오 모
빌리티 자회사 직원). 이러한 신뢰의 기저에는 디지털 플랫폼이 이들 ‘핵심부’
플랫폼노동자들에게 보장하는 안정적인 수입 흐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플랫폼 경계부나 외부의
택시기사들에 비해서 높은 수입을 꾸준하게 올릴 수 있었다.10) 하지만 높은 연
령층 중에서는 높아진 노동강도로 인해 플랫폼으로부터의 이탈을 택하는 경우
도 적지 않았다.
“카카오로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길에 손님들이 없는데 자동배차가 되다
보니까 손님 연결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사람을 질
리게 하는 게 있어요. 콜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Taxi #3, 현
카카오 직영택시기사)

나. 제도적 공식화에서 오는 다면성
우선, 제도적 공식화의 가장 가시적인 형태는 법률 체계로의 편입이다. 법률
체계로의 편입은 업종에 대한 규제와 종사자들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을 보장해
9) 이러한 능력은 플랫폼노동에 맞춰 등장하는 새로운 숙련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10) 플랫폼노동의 탈숙련화 경향 속에서도 성과에 따른 등급과 보상은 해당 업무의 숙련을
촉진하는 강력한 유인요소로 역할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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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플랫폼화 이전부터 각 업종들은 제도적
보호 수준에 차이가 존재했다. 택시업종은 이미 관련 법령을 비롯하여, 노동조
합과 같은 대변조직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제도적 공식성을 지녔던 반면에 대리
운전, 퀵서비스, 가사서비스는 법령과 대변조직 부재 등의 낮은 제도적 공식성
을 나타내고 있었다.
플랫폼화 이전부터 제도적 공식성이 높았던 택시산업의 경우, 요금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무분별한 요금 경쟁을 피할 수 있었으며, 기사들의 총량이나 활
동영역을 제도화하여,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나아가 관련
법률과 대변조직의 힘을 바탕으로 우버나 타다와 같은 새로운 경쟁자를 배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제도적 공식화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법․제도적 인정을 받던 업종들은 가사서비스와 같이
관계법령의 제정을 비롯하여,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체계로의 편입 등의 제도
화가 심화된 반면, 공식성이 높았던 택시는 플랫폼 기업들의 도전들 속에서 제
도적 안정성을 위협받는 상반된 상황을 보여준다.
둘째, 플랫폼화는 계약관계와 노동과정을 객관화된 데이터로 공식화한다. 플
랫폼화로 인한 고용관계의 모호성이 제도화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동한다
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플랫폼화로 인한 고용관계
의 모호성이라는 것은 보편성이 결여된 기존 노동법 체계의 한계와 제도개혁의
의지 부족에서 기인하는 제도적 기준의 모호성이며, 오히려 계약관계와 노동과
정은 명확하게 데이터로 공식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표준적인 계약서와 관련 규정의 존재는 제도적 개입 및 노동과정
의 공식화에 중요한 요소이며, 거래관계와 내용이 데이터로 기록된다는 것은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해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플랫폼노동의 경우, 대체
로 앱을 통해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관계가 데이터상으로 공식화된
다.11) 반면 오프라인 중개를 통해 이뤄지는 계약들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거
나 작성되었더라도 계약서를 교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1) 물론 온라인을 통한 계약관계의 공식화 자체가 해당 계약관계를 비롯한 계약 내용의 적
합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체로 앱을 통한 계약방식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또는
약관회원가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정책적 개입을 통해 플랫폼이 표준화된 계약의
보급과 공식성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매개로써 활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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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99%가 대리기사한테 불리한 조항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등록 그
거를 사인을 안 하면. 등록을 못 하니까. 어쨌든 거기다 다 사인을 하죠. 워낙 페이
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읽어보지도 않고.” (Driver#1. 대전지역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한편 거래단위 자료(거래 당사자, 거래금액, 거래물품 등)를 확보하는 것에
용이하며, 이러한 접근성과 투명성은 과세당국이 과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
보를 파악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전병목 외, 2020). 과세의 투명성은 제도
내로의 편입을 용이하게 한다.
“고용, 산재 가장 중요한 위험한 요소들 이런 거는 반드시 해주면서 건강보험 국민
보험 이런 거는 반드시 안 해도 되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비용도 낮추고 여기서 저기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자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겠죠.” (Home service #1, 플랫폼 업체 대표).

하지만 이러한 제도화 과정이 오히려 일부 노동자들의 주변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플랫폼노동에는 고연령자, 신용불량자나 부업종사자 등 수입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에게는 장기적인 안정성보
다 즉각적인 금전적 이익이 중요할 수 있다.12) 업종에 대해서 장기적 비전을
지니지 않은 임시종사자들에게도 사회보험료는 실익이 없는 지출로 인식되기
도 하며,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부업종사자들은 그들의 부업활동이 드러나
면서 부업활동에 대해 제지를 받는 사례 역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플랫폼노동의 제도화 과정에서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신용불량이라든지 재산이 잡히면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금 받고있는 사람들도 퀵을 뛰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도를 좀 어기면서까지 해야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거를 정의감으로 불태울 수는
없다는 거죠.” (Quick#13, 대전지역 퀵서비스업체 대표)

셋째,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협상 주체와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4개 업종은 지역기반 플랫폼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
12) 실제로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부문에서는 현금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압류를 피하거나, 탈세를 통한 수익의 증대 효과를 도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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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따라서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 플랫폼화 이전까지 지역 단위로
중소규모 업체들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파편화만큼이나 사용자
들 역시 분화되어 있었고, 고용관계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협상 대상 역시 모호
하거나, 지역에 따른 편차가 존재했다.
“카카오는 저희들이 해볼 만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회적인 여론을 좀 눈치를 좀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얘들은요 눈치 안 봐요. (지역 대리업체는) 제가 이제 그 제
친구도 현직 국회의원도 있고 또 선후배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해서
해봤는데 나온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걔들 양아치야. 우리도 못 건드려.”

(Driver#1 대리운전노조 대전지부 위원장)

업종에 대한 법적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플랫폼노동자의 지역단위 협상은
노조의 역량이나 사용자의 참여의사에 따라 불균등할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를 지향한다. 역설적으로 파편
화된 시장에서 플랫폼화로 인한 과점화는 전국 수준에서 업계의 대표적인 협상
대상을 만들어냈고, 플랫폼과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으로 이어졌다. 주체의 변
화는 협상 대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노동자들 스스로 과거 비공식노동 혹은 특
수고용형태 노동이라는 파편화된 정체성에서 플랫폼노동자라는 정체성으로 재
정의 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노동 중개라는 공통점은 다양한 노동형태들을
플랫폼노동이라는 동일 범주로 묶는 역할을 하였고,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 연장
선에서 ‘사회적 대화’와 같은 코포라티즘적인 협상 방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이 얽혀있는 플랫폼노동 문제가 제도적으로 공식화되는 것을 보여준다.13)

Ⅴ. 결론 및 토론

비공식노동에서 플랫폼화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주목하고 이 과정을 제도
적 공식화와 노동과정 공식화로 개념화하였다. 결론에서는 플랫폼화와 제도적
13) 중앙 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플랫폼산업위원회’ 뿐만 아니
라 노사민정협의회와 같은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적 접근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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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화, 노동과정 공식화 간의 관계와 공식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면성에 대한
함의를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플랫폼화로 인한 노동과정의 표준화는 기존의 비합리적인 중개방식의
합리적 전환을 추동하였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도 한국의 노
동시장은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등의 탈규범적인 고용형태가 만연하였고, 이는
해당 부문에서는 고용/계약관계의 불안정성과 노동과정의 비합리성 등 노동의
비공식적 속성을 지속/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으
로의 전환은 노동과정 관리와 거래방식 등이 플랫폼상의 전자거래로 이루어짐
에 따라서 거래관계를 투명화하고, 서비스 및 노동과정을 표준화시켰다. 그러
나, 노동과정 공식화의 이면에서 플랫폼노동자들은 플랫폼 업체의 표준화 전략
속에 고객의 별점과 평점에 종속되고 있으며, 더 많은 일감 경쟁 속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출하며 스스로 노동강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의 노동자들은 표준화라는
명목하에 노동과정 통제의 강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종
속성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양면성은 플랫폼화를 통해 개선된 노동과정의 합리
성이 ‘형식적 합리성’에 제한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둘째, 제도적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은 단순 중개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제한된 수준의 공식화를 용인하였다. 제도적 공식화는 플랫폼 종사자의
급증과 맞물려 형성된 플랫폼노동자의 저항과 제도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담론
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플랫폼 회사들은 자신들을 고용주가 아닌
디지털 중개업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여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소극적인 자세
를 취했고, 정부의 제도 및 법령 역시 다양한 양태의 플랫폼노동자 모두를 포용
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플랫폼화 - 제도적
공식화의 관계는 노동과정 공식화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졌고, 업종에
따른 제도화 수준의 상대적인 편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14) 실제로 본 연구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초기부터 제도적 공식화 수준이 높았던 택시산업에서는
플랫폼화가 기존의 제도적 안정성을 위협하기도 했다.
14) 업종 간 제도화의 편차에 대해서는 플랫폼화 이전 해당 업종의 제도화 수준이나 성장가
능성 등을 비롯한 다양한 조건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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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플랫폼화 과정에서 명과 암은 각 업종에서의 플랫폼화 속도와
방향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공존했다. 플랫폼화는 비공식노동시장의 합리적 개
편이라는 측면에서 명일 수도, 플랫폼화 이전 비공식노동에서 발견되지 않던
새로운 위험인 디지털 플랫폼 종속성의 증가, 노동과정에서 관계의 단절로 인
한 노동자의 기계화 문제,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으로 인한 일 중독 및 노동강도
심화 등을 강화하는 암일 수도 있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의의는 기존 연구들이 플랫폼노동의 문제
를 정태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플랫폼화의 시간적 과정에서 추동되는 거
시적 차원의 제도적․노동과정적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플랫폼화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다각적으로 주목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플랫폼
화의 변동과정을 지역기반 플랫폼에 한정하였기에 웹 기반 플랫폼을 포함한 플
랫폼 전반으로의 논리 확장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확인
된 업종에 따른 플랫폼화의 방향과 속도의 차이를 명확한 인과관계로 분명히
하지 못한 점 역시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이 과제들은 추후 웹 기반 플랫폼을
포함한 플랫폼 전반의 변화과정에 대한 고찰과 제도적․노동과정적 변화의 속
도를 측정하고 규명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해소할 것을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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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ition from Informal Labor to Platform Labor : The Bright
and Dark Sides of Platformization
Lee, ChanWoo․Kim, Jindu․Lee, SangA
Because existing platform labor studies have dealt with the problem of
platform labor from a cross-sectional perspective, there was a limitation in
being unable to capture th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directly caused by
platformization. This study is an attempt to longitudinally analyze how
platformization drives formality using the concepts of “institutional
formalization” and “labor process formalization” and longitudinally analyze
the multifaceted result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To this end, we compared
labor cases on local-based platforms, using in-depth interviews and literature
research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ormalization
of the labor process through platformization has positive results in making
transactional relationships transparent, standardizing work processes, and
alleviating the irrationality of interpersonal control. However, in contrast, it
had negative results, such as dependence on platform workers' rating evaluation,
increase in working hours in competition for work, and strengthening of labor
intensity. Second, as institutional formalization proceeded after platformization,
the degree of institutional protection for the existing informal workers was
strengthened compared to the past, but the level of informality experienced
by workers was still high.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platformization
caused various types of lightness and darkness for informal labor. In that
respec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goes beyond the static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of platform labor in existing studies and discovers the change
pattern driven by platformization from a temporal perspective.
Keywords : platformization, informal labor, labor process formalization, institutional
formal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