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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노동이 정착되면서 플랫폼 노동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배달, 택시, 퀵서비스와 같은 지역 기반

형 플랫폼 노동은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받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

태이다. 이와 달리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은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받고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전형

적인 플랫폼 노동에 해당한다.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이 전체 플랫폼 노동시장

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배달, 택시, 가사서비스와 같은 지역 기반형 플랫폼 노

동에 비해서 작은 규모이지만, 지난 3년간 그 확장 속도는 지역 기반형 플랫

폼 노동만큼이나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간 플랫폼 노동에 관한 국내 기존 연구는 음식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

전, 가사서비스, 요양보호사 등 지역 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에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직종들은 과거 전형적인 저임금 직종이면서,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플랫폼이 매개된 노동으로 변화한 직종들이다. 이와 달리, 웹기반형 플랫

폼 노동은 상당한 숙련 수준을 보유한 전문 프리랜서에서부터 컴퓨터를 이용

하여 데이터 입력이나 녹취를 하는 등 작은 일을 대행하는 마이크로 워크

(microwork)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주요 직종별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주요 웹기

반형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밝히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에 대한 국내 연구

가 부족한 상태에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에 한정하여 대표 직종 유형별 특성

과 노동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는 대표 직종별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총 1,023명)를 통

해서 노동자의 실태와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에 대한 실태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로 기존 노동법 체제에서도 실천 가능한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2021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나 영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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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배경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노동이 정착되면서 플랫폼 노동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배달, 택시, 퀵서비스와 같은 지역기반형 플랫폼 노동은 온라

인으로 주문을 받고 지역 또는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의 노동이다. 

이에 비해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플랫폼 노동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과 공간을 뛰어넘어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를 매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이야말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배달, 택시, 가사서비스와 같은 지역기반형 플

랫폼 노동에 비해서 작은 규모이지만, 지난 3년간 그 확장 속도는 지역 기반

형 플랫폼 노동만큼이나 빠르게 진행되었다.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루고자 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들이 대면 노동 또는 임금 노동이 아니라 웹기반형 플랫

폼 노동을 주업(main job)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웹기반형 플랫폼 노

동에서도 성별, 연령 등 인적 속성이나 직종 특성 등에 따른 근로소득의 격차

가 존재하는가? 근로소득의 격차는 어떤 노동플랫폼을 이용하는가에 따라서도 

발생하는가? 그 격차는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계층 중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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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방법과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의 규모를 추정하지는 않으며, 웹기반

형 플랫폼 노동의 대표직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직종별 특성과 차이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했다.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는 2021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노

동플랫폼을 통해서 일거리를 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을 벌고 있거나, 

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난 1년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6개의 대

표 직종유형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웹기반형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분석과 함께, 이들을 

중개하는 노동플랫폼의 특성 분석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플랫폼

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중요하다. 조사 거절 등으로 인해서 노동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고 그 외 연구예산의 제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을 이용한 작업자들의 응답을 통

해서 주요 노동플랫폼의 특성을 찾아가는 방식을 취했다. 표본추출 방식은 온

라인 노동플랫폼에서 일거리를 구한 노동자 대상으로 조사하고, 응답자의 지

인을 추천받아 표본을 늘려가는 눈덩이 방식의 표본추출방법을 이용했으며, 

조사방법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체로 모바일조사로 진행되었다.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 유형과 노동실태조사의 주요항목

은 <표 1>과 <표 2>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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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 응답자의 주요 직종유형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표 2>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구분 내용

플랫폼 일의 경험

플랫폼 노동경험과 경력, 플랫폼 노동의 이유

플랫폼 이전 경제활동상태, 생계유지에서 플랫폼 노동의 중

요도(주업/부업), 동시 일자리 여부와 특성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 기업과 업무 

수행방식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업체, 구체적인 일감과 직업, 

플랫폼 노동수행방식 사용하는 플랫폼의 개수,

해외 플랫폼 이용 여부, 중개업체 여부

플랫폼 노동 조건
계약체결 여부와 그 형태, 가입비와 수수료, 

플랫폼업체 비용, 순수입, 근로시간, 세금 납부형태

플랫폼 노동 환경과 

불이익 경험

지시 규칙, 평가 불이익, 알고리즘 통제 경험.

플랫폼업체와 고객으로부터 받은 불이익의 경험,

현재 가입단체와 향후 가입의향 

사회보험 및 

직업훈련

사대보험 가입여부와 가입의향, 

직업훈련 경험과 의향, 대출하기 위한 서류증빙 

일 만족도와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플랫폼 일의 만족도, 임금근로 이직의향과 의중 임금수준,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과 정부지원 여부,

플랫폼 노동관련 필요한 정책과 의견

대표 직종 유형
전체 응답자 수

응답자 비중

① 웹/앱 개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기술지원 계열 

(이하 IT 개발자 직종)
170 16.6

② 웹디자인, UI/UX 디자인 등 디자인 계열(이하 디자인 직종) 167 16.3

③ 유튜브, 동영상 제작 및 편집(이하 영상 제작 편집 직종) 195 19.1

④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레이터 창작 등 디지털 콘텐츠(이하 

디지털 콘텐츠 직종)  
219 21.4

⑤ 통·번역, 회계, 행정·세무 법률지원, 교육, 컨설팅, 강사 등 

온라인 전문서비스(이하 전문서비스)
215 21

⑥ 데이터입력, 엑셀, 녹취, 파일업로드 등 컴퓨터로 하는 단순

작업(이하 단순작업)
57 5.6

계 1,0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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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성장과 특성

이 장에서는 국내 주요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성장과 경영특성을 분석하

는 한편,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대형 노동플랫폼이 대표직종 등 

전문분야나 노동통제방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했다. 

디지털 노동플랫폼은 지역기반형 플랫폼과 웹기반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ILO(2021)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디지털 노동플랫폼의 수

가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웹기반형과 지역기반형 플랫폼

의 수는 2010년 142개에서 2020년 777개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동

안 온라인 웹기반 플랫폼은 3배 증가했으며, 택시 및 배달 플랫폼의 수는 거

의 1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ILO, 2021, pp. 46~47). 유럽연합 EU 27

개국에서 디지털 노동플랫폼의 총 규모는 2016년 30억 유로에서 2020년 140억 

유로에 이르기까지 5년간 약 다섯 배로 증가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디지

털 노동플랫폼 경제의 약 4분의 3은 택시 및 배달 플랫폼이 차지한 것이었고, 

프리랜서, 마이크로 작업, 전문서비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에 비해서 매우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경영방식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기반으로 한

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업과 다르다.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을수

록 소비자도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디지털 노동

플랫폼은 지역이나 부문 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립할 때까지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World Economic Forum, 2020, p7~8).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규모의 경제 추구는 독과점과 진입장벽의 설치로 귀결된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독점이 심화되면 소비자는 독점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

는 다른 곳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주어진 노동조건을 수용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노동기준이나 보호정책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의 규제 수준과 범위 등 공정거래질서의 성격에 따라 결

정될 수밖에 없다.  

한편 국내에서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회사들은 크몽, 숨고, 

오투잡, 위시켓, 프리랜서 코리아, 원티드, 크라우드웍스 등이다. 이러한 기업

들은 본 연구의 실태조사 응답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노동플랫폼(107개사)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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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다. 2018년을 전후하여 주요 웹기반형 주요 노동플랫폼의 자산규모가 팽

창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채 증가와 대규모 투자, 당기순손실이 나타났다. 노

동플랫폼의 당기순손실은 광고 물량 공세 등으로 영업손실을 감수하면서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영방식은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전형적인 몸집 불리기 전략으로, 대규모 투자와 광고비 지출을 통해서 플랫폼

노동자와 고객(소비자)의 동시적인 확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의 주요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이 특정 영역에 특화된 전문적 영역을 

다루고 있는가는 노동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위 1위에 해당하는 대형 

노동플랫폼은 등록한 업종과는 달리 전문분야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을 

보였다. A사가 등록한 업종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지만, A사가 

다루고 있는 사업 분야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A사의 사업분야는 

디자인, IT 프로그래밍, 마케팅, 영상·사진　음향, 번역·통역, 문서·글쓰기, 

비즈니스 컨설팅, 취업·입시, 운세·상담, 레슨·실무교육에서부터 상품 주문 

제작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개하는 일거리의 규

모도 다양하고, 일을 수행하는 단위도 개인, 팀 작업, 회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상위 1사나 상위 2~4사가 중개하는 직종이 특정한 직종에 머물지 

않고 매우 다각화되어 있었다. 상위 1사와 상위 2~4사는 모두 다양한 직종과 

관련된 일거리를 중개하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직종은 그 외 노동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율이 63.5%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직종을 중개하는 전시형 

플랫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수익의 원천은 데이터의 개발이나 생산이 아니고, 

데이터의 생산자와 이용자의 중개에서 창출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수익

의 원천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개 수수료, 데이터의 이용료, 광고 수익료 등

에서 발생한다. 대형 노동플랫폼의 경우에는 이들이 중개하는 누적 회원 수나 

누적 중개건수에 비교할 때 직접 고용하고 있는 노동력이 매우 적다는 특징을 

보인다. 누적 거래건수 246만건, 누적 견적수 3,300만건에 달하는 A사와 B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

지털 기술 발전의 놀라운 성과이자, 동시에 노동의 미래에 던지는 걱정거리이

기도 하다. 대형 노동플랫폼은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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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데이터나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서 수백 만 건의 노동력 거래를 

성사시켜 수익을 창출한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

여 직종 유형과 플랫폼 유형별로 계약형태와 수수료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플

랫폼업체와 본인 사이에 중개업체(대행업체, 에이전시 등)가 있는 경우는 

16.1%에 달했으며,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는 38.7%로 나타났다. 일을 시작할 

때 플랫폼업체와 수수료, 수입, 업무내용, 근로시간(기간)에 대해서 명시적인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는 41.9%에 그쳤으며, 그 형태는 근로계약보다는 위탁

계약과 업무 관련 지침이 많았다. 

노동플랫폼은 이용자들에게 가입비(등록비)보다는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

다. 응답자들이 플랫폼업체에 가입하기 위해 가입비나 등록비를 지불한 경우

는 전체의 2.3%에 불과했으나, 플랫폼업체나 중개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전체의 36.0%로 나타났다. 중개 수수료의 지불방식은 대부분이 정률방

식으로 나타났는데, 건당 평균 20.5% 내외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었으며, 디

지털 콘텐츠 직종은 평균 31.1%라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일거리

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데, 플랫폼업체에 지불한 비용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25.5%였으며, 월평균 비용 10만원 미만 26.5%, 10~20만원 

14.8%, 30~50만원 15.5%, 50~100만원 13.3%, 100만원 이상도 9.5%에 달했다. 

노동플랫폼이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에 부과하는 규율과 평가방식 등 노

동통제 방식과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살펴본 결과, 플랫폼업체가 정한 지시나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응답은 59.7%였으며, 수행한 플

랫폼 노동에 대해서 별점, 댓글을 포함하여 고객평가를 받는다는 응답은 전체

의 60.7%로 나타났다. 고객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7.6%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에서 낮은 평가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었

다는 응답은 37.0%로 나타났다. 고객평가에서 낮은 평가로 인한 불이익은 (플

랫폼) 강제 탈퇴, 계약 해지, 고객 감소, 수입 감소, 플랫폼에서 경고 등이 주

된 내용이었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어려

움은 보수 없이 추가적인 일을 했다(40.9%), 노출 순위를 조정당했다(31.5%), 

좋은 일감의 배당을 제한당했다(18.7%)는 응답이 많았으며, 낮은 평가로 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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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끊겼다(14.4%), 보수를 받지 못했다(12.4%), 계약해지(9.5%), 앱/웹의 일시 정

지 및 차단(8.2%), 모욕적 언행 및 성희롱(각각 7.6%, 2.8%)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는 보수 없이 추가적인 일을 했다는 응답과 노

출 순위 조정, 좋은 일감의 배당을 제한당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뚜렷하게 많

았다. 

제3장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실태 

이 장에서는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조사에 응답한 1,023명의 전체자료를 대

표직종 유형별로 구분하여 웹기반형 노동자들의 정체성과 노동실태를 분석했다. 

1.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인적 속성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여성비중은 58%로, 지역기반형에 비해 여성비

율이 높았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에서도 성별 직종 분리현상이 확인되는

데, 직종별 여성비중은 IT 개발자 직종에서는 21.2%였지만, 디지털 콘텐츠 직

종 75.5%, 온라인 전문서비스 직종 73.5%, 디자인 직종의 64.1%로 나타났다. 

연령별 특성도 일반 노동자나 지역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에 비해 청년층이 많

았고, 학력수준도 4년제 대졸 이상이 66.6%로 다수를 차지했다. 웹기반형 플랫

폼 종사자의 거주지역은 수도권 77.2%, 비수도권 22.8%로 수도권 집중이 나타

났다. 가구특성을 보면 청년이 많아서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가구의 주된 소

득원이며, 15세 미만 유자녀 비율이 낮다는 특징을 보였다.

2.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정체성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가 플랫폼 일을 시작하기 이전의 주된 경제활동상

태를 보면, 임금근로자 44%,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34%의 순서로 나타

났으며, 전직 비취업자 상태에서 플랫폼 노동을 시작한 사람은 전체의 22%로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의 주관적 종사상 지위를 보면, 지역기반형 플랫폼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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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비해서 자신의 주관적 지위가 자영업자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

이다. 자신이 플랫폼 일과 관련하여 임금근로자라는 응답은 21.3%, 개인사업자

라는 응답은 78.7%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개인사업자라는 응답은 디지털 콘텐

츠(90.9%) 유형에서 가장 높고, 단순작업 유형(66.7%)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응답자의 비율

은 18.6%에 그쳤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의 생계유지에서 플랫폼 일이 주업(main job)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절반가량에 이른다. 플랫폼 노동이 주업이라고 응답한 비

율은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 높았고, 소일거리 또는 용돈벌이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단순작업 직종에서 많았다.  

3.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의 주된 이유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플랫폼 노동을 하는 이유는 일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생활비 필요, 일거리를 구하기 쉬워서, 수입에 만

족하기 때문이라는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만족도는 근로

시간의 자율성, 일과 적성 및 흥미 일치, 일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해서는 높았

지만, 수입의 적정성, 일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는 낮았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직종은 다른 직종과는 달리 일과 적성·흥미의 일치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일의 지속성과 안정성, 작업환경, 무엇보다도 노동강

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4.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수입과 노동조건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지역기반형 플랫폼 노동에 종사한 경우도 있

는데, 배달, 택배, 운전 등 운송관련일 7.2%, 가사 육아도우미, 청소 등 돌봄 

노동 1.5%로 나타났다. 그 외 온라인 상품 판매 등 전자 상거래도 13.2%로 나

타났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은 18명으로 전체의 1.8%에 그쳤다. 

플랫폼 노동을 시작한 경력은 평균 3.1년으로 나타났으며, 3년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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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로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3개월간 플랫폼 노동일은 60일 이상이 23.8%, 

10일 미만도 32.4%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월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22.2시

간(중위값 15.0시간)으로 일반 노동자에 비해서 짧았다.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이 49.6%였으나, 주당 45시간 이상으로 일한 사람도 14.5%에 달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는 주당 45시간 이상으로 일한 사람이 51.4%로 

절반을 넘었고, 70~100 시간 사이도 17.0%에 달하고 있어 장시간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의 월평균 순수입(수수료, 장비사용료 등을 제외

한 월평균 세후 순수입)은 평균 148만원이고, 순수입이 총수입 중 차지하는 비

중은 약 70% 수준이었다. 월평균 순수입은 직종별로 다른데, IT 개발자, 디지

털 콘텐츠로 각각 200만원을 넘었으나, 디자인과 영상제작 편집은 130만원 내

외이고, 온라인 전문서비스와 단순작업은 평균 70만원대의 수입을 얻는 것으

로 나타났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에서도 성별 소득격차는 남성 169만원과 여성 133

만원 수준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동영상 제작 편집유형과 디자인 유형을 제

외한 모든 유형에서 성별 근로소득 격차가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저

소득 비중이 높고, 고소득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수입의 분포를 보면, 소득 양극화의 모습을 보인다. 

월평균 순수입 50만원 미만의 비율이 12.6%로 나타나는 반면, 월 500만원 이

상자의 비율도 12.2%로 적지 않았다. 직종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의 비율이 많은 직종은 IT 개발자 직종에서 30.6%,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 

15.1%로 나타났다. 며,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당 45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저소득계층일수록 근로시간이 짧고, 고소득 계층일수록 근로시간이 길었

다. 월수입 50만원 이하 소득계층의 78.3%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

우가 24.0%에 달했다.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월 소득이 500만원 이

상인 경우도 35.2%였는데, IT 개발자가 다수였다. 반대로 주당 45시간 이상으

로 일하면서 소득이 100만원 미만은 사람은 8.8%였는데, 대부분이 디지털 콘

텐츠 직종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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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소득 결정요인

이 장에서는 노동플랫폼 유형과 직종유형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OLS 모형과 무조건 분위 회귀분석 모형으로 분석했다. 

OLS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별을 제외하면, 연령, 가구주, 학력 등

의 인적속성 변수의 계수 값이 변수를 추가할수록 매우 미미해졌다.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소득의 결정요인이 일반 임금근로자의 임금 결정과는 달리 연령, 

가구주 여부, 자녀 여부, 학력 등의 인적 속성과 관련한 요인들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 대비 여성의 노동소득은 모형에 따라 –32.0% 수준에서 출발하여 근

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직종과 같은 다른 변수들을 추가해도 –19.0%라는 뚜

렷한 격차를 보였다. 성별 근로소득 격차는 인적 속성 이외 변수를 추가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일반 노동시장과는 달리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시장에

서 성별 임금격차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은 성립하지 않았다. 

학력별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고졸에 대비할 때 4년제 대

졸 이상보다 전문대졸의 근로소득이 높다는 특성을 보였으며, 지역간 격차는 

변수를 추가해도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어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이 일하는 사

람의 속성이 중요하지 않고, 지역간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 수행되기 때문에 

인적 속성에 의한 노동소득 격차나 지역간 노동소득 격차를 줄일 것이라는 가

설은 성립하지 않았다.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하는가의 여부는 특히 여성의 플랫폼 노동소득에 

중요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여성 자료에서 주업자의 노동소득은 부업자에 

비해 44.5% 높았으며, 플랫폼 일을 소일거리나 용돈벌이 수준으로 하는 사람

의 근로소득은 부업으로 하는 사람에 비해 –38.8% 낮았다. 남성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주업여부가 플랫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플랫폼의 유형별 노동소득 격차를 보면, 상위 1사 이용자의 노동소득

이 기준집단인 상위 5사 이하 일반 노동플랫폼 이용자에 비교할 때 –21.2% 낮
았으며, 상위 2~4사 이용 노동소득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상위 1사 노

동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는 응답자들의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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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이유가 상위 1사 노동플랫폼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조건 분위회귀모형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제로 노동소득 분위에 

따라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성별 노동소득 격차는 저소득 

분위에서 –32.1%였으나, 중위소득 분위에서 –24.4%로 감소하고, 고소득 분위에

서는 –6.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노동플랫폼의 유형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상위 1사의 부

의 효과는 저소득 분위에서 가장 크고(-35.7%)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중위소

득 분위 –15.4%, 고소득 분위에서는 -14.5%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상위 1사의 이용

자들의 노동소득이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노동플랫폼 이용자에 비해

서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다. 

왜 시장지배력이 높은 상위 1사 이용자의 노동소득이 낮은 것인가? 그 이

유는 상위 1사 노동플랫폼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상위 1사가 문어발식으로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낮은 노동소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려는 사람이 많거나, 상위 1사가 다른 노동플랫폼에 비해서 

노동력 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의 비용을 더 많이 징수하기 때문일 수도 있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노동플랫폼의 경영특성(네트워크 효과)에 비추어본다

면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으로 인한 중개단가 인하 현상 때문일 수

도 있겠으나, 이상의 분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제5장 국내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사례연구 

이 장에서는 먼저‘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

업의 특징적인 요소와 성장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구체적으로 웹기

반형 플랫폼기업의 경제활동과 수익창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플랫폼기업 관

계자와 심층 인터뷰 (FGI; Focus Group Interview)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플랫폼기업의 특징은 한마디로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성공적인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상 시장, 확대 전략, 사

업모델, 운영원칙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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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선택,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문제의 해결,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 그리고 생태계 규칙 확립 및 실행이 그것이다. 

플랫폼 기업 관계자의 심층 인터뷰 (FGI; Focus Group Interview)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웹기반형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단순 중개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로는 대상 시장의 선택과 이른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 해결

방식이 개별 플랫폼의 역할과 양상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A

사-프리랜서형 플랫폼-공급자(영상편집자) 주도, B사-미세작업형-작업자(라벨

러) 주도, C사-전시형-콘텐츠공급자(지식공유자) 주도). 

둘째, 플랫폼의 다수가 마켓플레이스로서 공급자가 자유롭게 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자를 직접 선발하

기도 하였다(A사-프리랜서형 플랫폼) 이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기업이 프로젝

트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품질을 관리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후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웹기반형 플랫폼기업의 인력구성은 2~30대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았

고,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았으며, 이들이 소속된 플랫폼의 유형과 전업 

여부에 따라 총보수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개별 성과물(편집 영상

물)의 단가는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동일한 보수를 책정하고 있었다(A사-프리

랜서형 플랫폼). 

넷째, 인터뷰한 웹기반형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교육훈련 계획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나, 각 기업의 특성과 수요가 다르고 교육 당사자가 적극적이

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다섯째, 서비스(작업/콘텐츠)에 대한 평가는 관련 종사자들이나 기업 사이

에서 나름 인정받는 사이트를 활용하거나(B사-미세작업형 플랫폼), 자체 전담

인력을 통해((A사-프리랜서형 플랫폼) 객관성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객관적인 평가는 기업(서비스 제공자)의 수익과 경력관리에 주요한 역할을 한

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웹기반형 플랫폼 기업은 유형에 따라 수익모델이 다양하지만, 공

통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

이다. 인터뷰한 기업은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언어 장벽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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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서비스)의 정서적인(문화적인) 장벽 때문이다(특히 A사-프리랜서형 플랫폼). 

대부분의 기업은 먼저 국내에서 지배적인 플랫폼이 되고 나서 향후 상황에 따

라서 글로벌 서비스(시장)를 제공(진출)할 계획이다.

일곱째, 인터뷰한 웹기반형 플랫폼 기업들은 모두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

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름의 방식을 활용하여 각종 정책자금 지원이나 세제지

원 등의 혜택을 잘 활용하고 있었다. 다만,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자금 지원

(심사) 기준이나 관련 법 제도의 미비, 그리고 규제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정부 지원정책의 해결과제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웹기반형 플랫폼 기업들은 유형에 상관없이 향후전망을 긍정

적으로 보고 있었다. 다만, 플랫폼 경제의 특성으로 인한 특정 플랫폼의 독과

점(winners-takes-all) 문제 해소, 그리고 다양하고 글로벌한 플랫폼 이해관계자

들이 서로 상생하는(win-win) 모델의 발굴 및 촉진 노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제6장 해외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사례연구

이 장에서는 해외 웹기반형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 

업워크, 파이버 등 주요 기업 사례를 통하여 해외 웹기반형 플랫폼 기업(마이

크로워크, 프리랜서형)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성장과 발전을 ‘글로벌 투자규모’와 ‘온라인 노동지 수’라

는 지표를 제시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웹기반형 플랫폼 시장에 대한 

투자 규모는 지역기반형 플랫폼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수준이지만 점차 확대

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온라인노동지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노동시장에 

대한 활용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온라

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노동은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도 국가별, 수입별

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해외 웹기반형 플랫폼 사례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워크(microwork)와 프리랜

서형 플랫폼의 특성은 대표 기업들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통해 알아보았다. 

마이크로워크 플랫폼의 경우,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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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듯 매우 단순하고 낮은 난이도의 미세 과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수수료 또한 1달러 미만의 적은 금액들로 책정되어 있어 작업자들은 알

고리즘에 기반하여 반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낮은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전문성에 기반한 프리랜서형 플랫폼은 업워크와 파이버의 사례를 통

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이 기업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판매자인 프리랜서

들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고, 각종 유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단기적, 일시적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프리랜서들에게 낮은 가격 형성을 유도하거나(파이버), 

장기적, 전문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업워크)에서 두 개의 플랫폼은 다소 상이한 특징을 보였다. 

아울러, 주요 기업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웹기반형 노동 플랫폼의 특

징은 통상 작업자들이 자영업자나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간주된다는 점이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당사자들 간에 작업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

고 있지만, 종사상 지위의 한계를 고려하면 사회적 차원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7장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정책요구와 정책과제

1.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정책요구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 조사에 나타난 관련정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응

답과 의견을 취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정한 일자리가 있다면 임금근로 전환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약 

34.4%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임금근로 전환 정책은 

의중임금과 플랫폼 순수입 간의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난 1년 직업훈련 경험자는 전체 9.3%에 그쳤으나, 향후 1년 이내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은 41.9%로 나타났다. 플랫폼 일과 

관련한 전문적 교육이나 직업훈련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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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보험 가입현황과 의향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았으며, 사회보

험에 가입했어도 현재 일하는 플랫폼업체를 통한 가입보다는 다른 일자리를 

통해서 가입하거나 지역가입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미가입자들은 4

대 보험 가입 의향이 60~70% 내외로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넷째,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은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절반 이상이 완전

실직이나 플랫폼 일거리의 중단을 경험했고, 약 60% 정도는 긴급고용안정지원

금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은 플랫폼 일을 하면서 자금 대출을 위

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등 서류 때문에 어

려움을 겪었다. 자금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람은 전체의 22.0%로 

나타나는데, 이들 중 73.3%가 대출시에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등 서류증빙의 

어려움을 겪었다. 플랫폼 종사자들이 경력증명 및 소득증빙 등을 위해 공식적

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단위에서의 직업 이력 데이터와 소득자료 구축 관리체계

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 관련 정책별 중요도에 의한 의견을 취합해보면, 

가장 필요한 정책은 플랫폼업체의 과도한 수수료(중개료) 규제, 플랫폼 일 관

련 세금 및 법률 지원기관,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위탁) 계약서 적용을 강조했

다. 특히 플랫폼업체의 수수료가 30%를 넘는 디지털 콘텐츠 직종의 경우에는 

특히 수수료에 대한 규제 요구가 많았다. 

2.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 정책과제

웹기반형 노동실태조사 응답자들의 정책요구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정리

해보면, 웹기반형 플랫폼노동 정책과제는 크게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의무와 

이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노동플랫폼의 의무에 관련한 정책

은 (1) 노동플랫폼의 수수료 공시 제도와 가이드라인의 제시, (2) 별점 등 고객 

평가제도의 개선과 알고리즘 공개, (3) 에스크로(escrow) 시스템의 도입, (4) 중

개업체 및 중개업체간 계약사항 열람제도 도입, (5)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근로

시간 등 작업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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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거래에서 수수료 공시제도의 정착은 독과점 노동플랫폼의 단가 인

하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광고비를 플랫폼 종사자에게 전

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정책의 범위 내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1) 대형 노동플랫폼의 정보공개 및 정책 범위 내로 유도

하기 위한 조치, (2) 공공 노동정보 플랫폼 운영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직업 

이력 데이터 구축 관리, (3)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세무지원, 법률, 

노동권,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 노동정보 플랫폼(어플) 제

공, (4) 교육훈련을 통한 숙련향상 및 고용서비스 제공, (5) 분쟁 조정기구의 

설치 또는 전문기관 위임 유도, (6) 창작 플랫폼 종사자의 저작권 보호, (7) 주

요 직종별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 정례화, (8) 노동력 중개 플랫폼에 

관한 분류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보호받

지 못하는 독립 계약자 등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마련, 사대 보험 적

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3. 결론을 대신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태조사와 기업 FGI 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것 중의 

하나는 근로시간 유연성과 자유로운 노동환경, 손쉬운 일거리 접근성을 원하

는 다양한 사람들의 수요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웹기반형 플랫폼기업

의 경우에도 특정 부문에 특화된, 혁신성과 전문성을 갖는 다수의 노동플랫폼

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웹기반형 종사자들 중에는 아직 기업의 형태를 갖추

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규모 협력 공동체 등을 운영하면

서 사업영역을 넓혀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웹기반형 대형 노동플랫폼의 특성에 주목했는데, 이들의 정

확한 시장 점유율의 순위 관계는 알 수 없었으나, 2018년을 전후하여 부채와 

자본, 매출액, 거래규모 등의 팽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기업에서는 광고

선전비 등 영업비용이 영업수익을 초과해 당기 순손실이 누적 확대되고 있었

다. 이러한 사실이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시장지배력 추구라는 디지털 노동플

랫폼의 일반화된 특성인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네트워크 효과에 의하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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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비자도 이 노동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플랫폼은 시장지배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실태조사에서는 일부 대형 노동플랫폼이 수수료와 노동

력 단가를 설정하기도 하고, 광고료와 프로모션, 고객평가방식 등 다양한 방법

을 통해서 일거리를 제한한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정책은 무엇보다도 노동플랫폼의 

과다한 수수료(중개료)와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에 관한 것으로, 지역기반형 플

랫폼 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동(중개) 플랫폼이‘사용자’지위가 아

니고 웹기반형 취업자들이 ‘노동자’지위가 아닌 한에서,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수수료나 알고리즘의 규제에는 일정한 한계

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법체계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노동플랫폼의 의무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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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노동이 정착되면서 플랫폼 노동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배달, 택시, 퀵서비스와 같은 지역 기반형 플랫폼 노동은 온라

인으로 주문을 받고 지역 또는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의 노동이다. 

이에 비해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플랫폼 노동이 디지털 플랫

폼을 통해서 지역과 공간을 뛰어넘어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를 매개한다는 점

을 고려하면,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이야말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배달, 택시, 가사서비스와 같은 지역 기반형 플랫폼 노동에 비해서 작은 규모

이지만, 지난 3년간 그 확장 속도는 지역 기반형 플랫폼 노동만큼이나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간 플랫폼 노동에 관한 국내 기존 연구는 음식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

전, 가사서비스, 요양보호사 등 지역 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에 집중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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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직종들은 과거 전형적인 저임금 직종이었으며, 디지털 플랫폼의 확

산에 따라 플랫폼이 매개된 노동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와 달리,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은 상당한 숙련 수준을 보유한 전문 프리

랜서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입력이나 녹취를 하는 등 작은 일을 대

행하는 마이크로 워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과 직무, 직종들로 구성되어 

있다. 통번역, 창작, 강사, 작가와 같은 직종은 전통적으로는 프리랜서라는 이

름의 1인 자영업자의 직종이었으나, 지금은 상당한 정도로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되고 있는 직종이다. 그 외에 IT 개발자, 웹 디자이너, 영상제작 및 편집, 

단순 사무 작업 등의 직종도 과거에는 대체로 임금 고용을 통해서 수행되었던 

업무이지만, 지금은 직종에 따라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

된 직종이다. 택시나 배달과 같은 직종이 플랫폼 노동 직종으로 변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프리랜서 직종도 디지털 노동플랫폼의 발전과 팽창으로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웹툰 웹소설과 같은 디지털 콘텐

츠 직종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직종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디지털 노동플랫폼이 단순히 일의 중개에 머물지 않고 단순노

동에서부터 숙련 노동에 이르기까지 고용관계의 성격을 바꾸고 있다는 문제의

식에서 출발한다.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루고자 

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들이 대면 노동 또는 임금-노동이 아니라 웹

기반형 플랫폼 노동을 주업(main job)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웹기반

형 플랫폼 노동에서도 성과 연령 등 인적 속성이나 직종 특성 등에 따른 근로

소득의 격차가 존재하는가? 근로소득의 격차는 어떤 노동플랫폼을 이용하는가

에 따라서도 발생하는가? 그러한 격차는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중 어디

에서 발생하는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웹기반형 노동플랫폼(기업)은 지역이라는 공간

적 지리적 위치를 뛰어넘어 일자리를 중개하기 때문에,‘여성, 장애인, 청년 

및 이주 노동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노동력에게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세계경제포럼, 2020)’. 그렇다면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에서는 지역별 근로소득 격차나 성별 근로소득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까? 이러한 주제들을 실증하기에는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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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1,023명의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으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는 못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직종별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분석과 주

요 웹기반형 노동플랫폼(기업)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표 직종별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웹기반형 플랫

폼 노동실태조사(총 1,023명)를 통해서 노동자의 실태와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에 대한 실태분석을 시도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로 대

표되는 웹기반형 플랫폼 기업의 특징적인 요소와 성장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고, 기존 노동법 체제에서도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면

서도 디지털 노동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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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대상 및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플랫폼 노동의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실태조사에 구현하는가에 따라 플

랫폼 종사자의 규모나 특성이 달라진다. 이는 국내외 조사연구에 공통적인 현

상으로 기존 국내조사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2> 참조).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 추정과 관련된 국내연구에서, 김준영 외(2018)는 한

국의 플랫폼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1.7~2.0%에 해당하는 47만명~54만명이라

고 추산한 바 있고(3만여명 표본), 장지연(2020)은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22

만명이지만, 전자상거래 및 단순구인을 포함하여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동을 

거래하는 사람은 취업자의 7.6%에 해당한다고 조사한 바 있다(9만여명 표본). 

김준영 외(2018)는 플랫폼 노동을 ‘수입을 목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

해서 유급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수요(고객)과 매칭되는 고용형태’로 정의했고, 

장지연 외(2020)는 플랫폼 노동을 (1)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이나 일거

리(short jobs, tasks, projects)를 얻고, (2) 플랫폼이 노동의 대가를 중개해야 

하며(다른 말로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의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며), (3) 플랫폼

에서 연결되는 일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 등 3가지 조

건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의 규모를 직접적으로 추정하지는 않

으며,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의 대표 직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직종별 특성과 차이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관련

하여 대표적인 직종의 선정은 EU JRC가 2017년과 2018년에 수행한 유럽 14개

국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COLLEEM1, 2)에 기초하여 노동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한 노동서비스의 유형을 참조하여 선정했다.1) 이 연구에서 제시된 서비스

의 작업 유형별 분류는 <표 1-1>과 같다. 

1) 이 온라인 설문조사(COLLEEM1)는 32,409명(국가당 약 2,300명)에 대한 설문조사로 수행

되었는데, 응답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소득을 얻은 적이 있는가를 질문하고, 다음과 같은 

유형의 노동플랫폼에 해당하는가를 질문했다. 노동자와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되고, 보수가 지급되며, 작업자의 위치와 별개로 수행되는(location- 

independent) 웹기반형 플랫폼인가, 작업은 현장 위치에서 수행되는 위치 기반형

(on-location) 플랫폼인가를 질문했다(Pesole 외, 2018,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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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한 노동 서비스의 유형

자료: COLLEEM 2018, pp. 35~36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웹기반형 서비스는 1~8과 관련된 작업으로, 

본 연구에서는 작업의 유형에 따라 ① 웹/앱 개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기술지원 계열(이하 IT 개발자 직종), ② 웹디자인, UI/UX 디자인 등 디

자인 계열(이하 디자인 직종), ③ 유튜브, 동영상 제작 및 편집(영상 제작 편집 

직종), ④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레이터 창작 등 디지털 콘텐츠(이하 디지털 

콘텐츠 직종), ⑤ 통번역, 회계, 법률, 교육, 컨설팅, 강사 등 전문서비스(온라

인 전문서비스), ⑥ 데이터입력, 엑셀, 녹취 등 컴퓨터로 하는 단순작업(단순작

업 직종)와 같이 6개의 대표 직종으로 구분하여 사용했다. 다만, 작업유형에 

따른 대표적인 직종 중에서 온라인 사무 및 데이터 입력작업은 본 연구에서는 

단순작업에 포함된다. 그 외 <표 1-1>에 나타난 9~11은 모두 대표적인 지역기

반형 플랫폼 작업에 해당되며,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의 정의는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chmidt (2017)의 정의에 기초하고 있으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

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완화된 정의를 사용했다. 앞서 [그림 1-1]에서 노동 

1. 온라인 사무 및 데이터 입력 작업(예: 고객 서비스, 데이터 입력, 녹취 등)

2. 온라인 전문 서비스(예: 회계, 법률, 프로젝트 관리 등)

3. 온라인 창작 및 멀티미디어 작업(예: 애니메이션, 그래픽 디자인, 사진 편집 등)

4. 온라인 판매 및 마케팅 지원 업무(예: 고객정보 생성(lead generation), 광고 게시, 

소셜 미디어 관리, 검색 엔진 최적화 등)

5. 온라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작업 technology work(예: 데이터 과학, 게임 개

발, 모바일 개발 등)

6. 온라인 집필 및 번역 작업(예: 기사 작성, 카피라이팅, 교정, 번역 등)

7. 온라인 마이크로 작업(예: 분류 object classification, 태그붙이기 tagging, 콘텐츠 

검토, 웹사이트 피드백 등)

8. 양방향 서비스(예: 언어 교육, 양방향 온라인 수업, 양방향 상담 등)

9. 운송 및 배달 서비스(예: 운전, 음식 배달, 이사 서비스 등)

10. 현지 on-location 서비스(예: 하우스키핑, 미용 서비스, 현지 사진 서비스 등)

11. 현지 보조 서비스(예: 하우스키핑, 청소), 특히 단기 임대 숙소(예: 에어비앤비 등

에 등록된 아파트 등)의 현지 보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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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유형은 (1)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 지역인가 온라인인가, (2) 작업

수행자가 정해져 있는가의 여부를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조

사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성남시 및 고용부 조사) 결과에서는 노동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가 의뢰되고 있으나, 실

제로는 오프라인에서 일을 제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는 특히 프리랜서 

노동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번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의 대상은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의 

의뢰를 받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가 제공되

는 공간도 온라인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고려하되, 보다 완화된 

정의를 함께 사용하여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이는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이 지역기반형 플랫폼 노동에 비해 자영업

자, 특히 프리랜서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권혜자(2020)는 15~39세 청년층 1인 자영업자가 2019년 초반부터 증가하고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인 자영업자의 

직업 특성이 전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그 외 불안정 고용의 특성을 갖는다

고 보았다. ILO나 OECD(2020) 등에서도 플랫폼노동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그중에서도 1인 자영업자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과거의 프리랜서 직종

이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기존 연구에서 1인 자영업

자 또는 프리랜서 관련 연구가 부족하고, 통계청 등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플랫폼 노동 여부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를 실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권혜자(2020)는 2018년 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고용 회색지대 중에

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일감을 얻는 1인 자영업자의 비율을 13.5% 내외로 계산

한 바 있다. 1인 자영업자 중에서 온라인 이용자의 직업분포를 보면, 플랫폼 

종사자의 대표적인 직종의 특성이 드러나는데, 지역 기반형 플랫폼 노동에 속

하는 택시, 대리운전 등 자동차 운전원, 배달원과 함께 웹기반형 노동에 속하

는 데이터 네트워크 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시각 및 공

연 예술가, 디자이너, 강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권혜자, 2020, pp. 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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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내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연구 제목 연구목적 및 주요 내용 연구 방법

1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김준영 

외, 2018) 

플랫폼 종사자의 

국내 최초 규모 추정 : 

취업자의 1.7~2.0%에 해당하는 

47만명~54만명

(2018년 10월 기준) 

15세 이상 3만 명 

표본의 설문조사 

외

2

디지털 시대의 고용안전망: 

플랫폼 노동 확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장지연 외, 2020 

개념 정의와 분석틀, 유형별 

대표 사례분석
문헌 및 사례연구

3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특징

(장지연, 2020)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 추정

: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 22만명

전자상거래 및 단순구인, 

협의의 플랫폼노동 등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동을 

거래하는 사람은 취업자의 

7.6%

15세~64세 9만명 

표본 설문조사

4

디지털 플랫폼 노동 

실태와 특징 : 온라인 

마이크로 워크 노동 상황

(김종진, 2021)

마이크로 워크 노동자의 

기본 노동실태 분석

A사 소속 

마이크로 워크  

노동자 540명 대상 

설문조사

5

클라우드 노동 등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권혜자)-성남시 

플랫폼 노동자 근로실태와 

정책과제

(김준영 외, 2020)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적 노동실태 분석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표본 107명)

6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와 시사점(권혜자) 

: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근로실태와 정책과제

(김준영 외, 2020, 제7장)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직종별 기본 노동실태 분석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표본 

400명)

직종별 접근 시도, 

다만, 직종별 과소 

표본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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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반형 국내의 기존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 조사에서 마이크로 태스크를 포함하여 대

표직종별 표본을 설정하고, 업무 수행 기간, 숙련 정도 및 동시 일자리(부업여

부)를 고려하여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1000명

의 표본을 설정하여 이상과 같은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의 대표직종별로 웹기

반형 플랫폼 노동실태를 분석하고, 직종별 특성의 차이와 노동플랫폼의 유형

별 근로소득 격차를 분석했다. 

둘째, 국내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취업자 수)는 

수 천 명에서 수 백 만 건에 이르는 누적 거래건수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 이들이 실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주요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업

력과 업태 등 기업특성과 고용실태 등을 분석했다. 

셋째, 국내외 대표적 웹기반형 플랫폼 기업의 분석을 통해서 성장전략과 

기업특성을 분석했다.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

의 특징적인 요소와 성장과정을 개관하고, 일부 국내 웹기반형 플랫폼기업 관

계자와 심층 인터뷰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인사제도, 교육훈련, 

수익구조 등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해외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시장의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고, 마이크로 작업 중심의 노동플랫폼(아마존 메커니컬 터크)과 

프리랜서 중심의 노동플랫폼(업워크와 파이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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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의 개요

본 연구는 웹기반형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함께 이들을 중개하는 노동플

랫폼(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플랫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의 실태조사는 조사의 어려움과 연구예산 제약 등의 사유로 가능하지 않

다고 판단했다. 노동플랫폼 기업의 특성에 대해서는 인터넷 및 문헌 연구와 

함께 고용보험자료와 접근가능한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고용규모와 경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 조사를 수행했다. 그 

외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노동통제방식에 대해서는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

태조사에 응답한 작업자들의 응답을 통해서 주요 노동플랫폼의 특성을 찾아가

는 방식을 취했다.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는 2021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 코로나 상

황을 고려하여 모바일조사로 수행되었다. 이 조사의 대상은 노동플랫폼을 통

해서 일거리를 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을 벌고 있거나, 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난 1년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표 1-3>에 나타난 여

섯 개의 대표 직종유형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표본추출 방식은 온라인 

노동플랫폼에서 일거리를 구한 경험이 있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응

답자의 지인을 추천받아 표본을 늘려가는 눈덩이 방식의 표본추출방법을 이용

했다. 전자는 주요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에 등록되어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조

사했으며,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노동플랫폼의 경우에는 응답자들의 추천을 

통해서 관련 직종 유형에 대한 표본을 늘려나갔다. 

그 외에도 대표 직종별로 웹기반형 취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표 블로

그와 카페 등을 찾아 관리자의 조사 진행 동의를 얻어 커뮤니티와 공지사항에

서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조사방식을 이용

한 이유는 웹기반형 노동자들이 노동플랫폼 이외에도 블로그 또는 카페를 병

행해서 일거리를 찾는 경우가 많고, 일부 블로그나 카페는 노동플랫폼과 연결

되어 일자리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

로 조사된 사례는 여섯 개 대표직종 모두에 걸쳐 있는데, 특히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레이터 창작 등 디지털 콘텐츠 직종과 관련된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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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플랫폼을 ‘전시형 플랫폼’으로 분류되는데(제 5장 참조), 교육용 영

상,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창작물을 전시하고 그것을 구독(구매)하는 

사람 혹은 조회 수에 따라 수익을 얻는 방식을 취한다. 

문제는 이러한 블로그와 카페를 ‘노동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한 플랫폼 명칭이 블로

그, 카페, SNS와 관련되어 있고 이를 통해 일거리를 얻은 사람이나, 노동플랫

폼 소속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는 노동플랫폼의 특성과 관련한 분석에서는 제

외하고, 그 외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인적속성 등의 분석에서만‘비 노동

플랫폼 소속’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이들 중에서 3개월간 주문을 받았던 

플랫폼이 하나라도 크몽, 숨고와 같은 대표적인 노동플랫폼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노동플랫폼 이용자로 포함시켰다(<표 1-3> 참조). 

<표 1-3>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 응답자의 주요 직종유형

주: 응답자 수와 노동플랫폼 응답자 수의 차이는 네이버카페 등 노동플랫폼이 아닌 일부 구인구직 

전문가 동호 사이트를 통해 일감을 구한 플랫폼 종사자를 제외한 결과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대표 직종 유형
전체 응답자 수

노동플랫폼
소속 응답자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① 웹/앱 개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기술지원 계열 (이하 IT 개발자 직종)
170 16.6 166 17.2

② 웹디자인, UI/UX 디자인 등 디자인 계열

(이하 디자인 직종) 
167 16.3 158 16.4

③ 유튜브, 동영상 제작 및 편집(이하 영상 제

작 편집 직종)
195 19.1 181 18.7

④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레이터 창작 등 디

지털 콘텐츠(이하 디지털 콘텐츠 직종)  
219 21.4 199 20.6

⑤ 통·번역, 회계, 행정·세무 법률지원, 교

육, 컨설팅, 강사 등 온라인 전문서비스(이하 

전문서비스)

215 21 206 21.3

⑥ 데이터입력, 엑셀, 녹취, 파일업로드 등 컴

퓨터로 하는 단순작업(이하 단순작업)
57 5.6 56 5.8

계 1,023 100.0 9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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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한 표본은 1,023명인데, 직종유형별로는 IT 개발자 

직종 170명, 디자인 직종 167명, 영상제작 편집 직종 195명, 디지털 콘텐츠 직

종 219명, 온라인 전문서비스 직종 215명, 그 외 단순작업 57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의 대표 직종에 대한 유형별 분석이 가능한 수준

이다. 전체 응답자 1,023명 중에서 노동플랫폼 소속으로 확인된 사람은 966명

이며, 비 노동플랫폼 소속은 57명으로 전체 표본의 5.6%에 해당한다. 

웹기반형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항목은 플랫폼 일의 경험,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기업(노동플랫폼)에 대한 정보와 업무 수행방식, 플랫폼 노동 조건, 노

동환경과 불이익 경험, 사회보험 및 직업훈련, 플랫폼 일 만족도와 정책과제 

등으로 구성되었다(<표 1-4> 참조)2) 

 

<표 1-4>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안)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2) 웹기반형 노동실태조사 설문조사의 내용은 부록 참조

구분 내용

플랫폼 일의 경험

플랫폼 노동경험과 경력, 플랫폼 노동의 이유

플랫폼 이전 경제활동상태, 생계유지에서 플랫폼 노동의 중

요도(주업/부업), 동시 일자리 여부와 특성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기업과 

업무수행방식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업체, 구체적인 일감과 직업, 

플랫폼 노동수행방식 사용하는 플랫폼의 개수,

해외 플랫폼 이용 여부, 중개업체 여부

플랫폼 노동 조건
계약체결 여부와 그 형태, 가입비와 수수료, 

플랫폼업체 비용, 순수입, 근로시간, 세금 납부형태

플랫폼 노동환경과 

불이익 경험

지시 규칙, 평가 불이익, 알고리즘 통제 경험.

플랫폼업체와 고객으로부터 받은 불이익의 경험,

현재 가입단체와 향후 가입의향 

사회보험 및 직업훈련
4대보험 가입여부와 가입의향, 

직업훈련 경험과 의향, 대출하기 위한 서류증빙 

일 만족도와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플랫폼 일의 만족도, 임금근로 이직의향과 의중 임금수준,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과 정부지원 여부,

플랫폼 노동관련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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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지난 1년 이내 플랫폼(앱/웹)

을 이용하여 일거리를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입을 얻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현재 상태를 보면, 플랫폼 일

을 현재 하고 있거나 1개월 이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8.2%, 지난 1~3개월

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6.9%, 3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지난 1년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9%로 나타났다. 현재 하고 있거나 지난 한 달간 경험이 있

다는 응답은 디지털 콘텐츠 직종과 디자인 직종에서 많았으며, 단순작업 관련 

직종에서 가장 낮았다. 

<표 1-5> 웹기반형 노동실태조사 응답자의 플랫폼 노동 경험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현재 하고 있거나, 

지난 한 달간 
경험이 있다

지난 
1~3개월간 
경험이 있다

지난 1년간 
경험이 있다

계 N

전체 48.2 16.9 34.9 100.0 1,023 

IT 개발자 45.9 13.5 40.6 100.0 170 

디자인 52.1 17.4 30.5 100.0 167 

영상 제작 편집 41.5 21.0 37.4 100.0 195 

디지털 콘텐츠 60.7 9.1 30.1 100.0 219 

온라인 

전문서비스
44.7 20.0 35.3 100.0 215 

단순작업 31.6 29.8 38.6 100.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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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내용과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지역 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구분되는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을 구분하고,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웹기반형 노동

실태조사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ILO와 EU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디지털 노동플랫폼의 유형과 

경제규모, 경영특성을 살펴보았다. 국내 주요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노동플랫폼

의 특성을 분석했다. 국내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규모와 고용특성은 기업정

보와 고용보험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실태조사 응답자들이 소속된 주요 

노동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했다. 

제3장에서는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웹기반형 취

업자의 노동실태를 분석했다. 대표직종별로 이들의 일거리의 특성과 성, 학력, 

지역, 연령, 가구 속성 등의 인적 속성을 분석하고, 월평균 순수입과 노동일, 

노동시간을 분석했다. 플랫폼 노동을 시작하기 이전의 경제활동상태와 플랫폼 

노동의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웹기반형 노

동플랫폼 노동소득 격차를 분석했다. 먼저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의 주업 선택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플랫폼 노동소득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국내 웹기반형 플랫폼기업의 특성과 성장과정을 네트워크 효

과(network effect)를 중심으로 개관하고, 국내 웹기반형 플랫폼기업 관계자와 

심층 인터뷰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인사제도, 교육훈련, 수익구

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해외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해외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시장의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고, 마이크로 작업 중심의 

노동플랫폼과 프리랜서 중심의 노동플랫폼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마이크로 작

업의 사례는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를 살펴보았으며, 프리랜서 중심의 사례는 

업워크와 파이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14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정책과제

제7장은 결론 및 정책과제에 해당하는 장이다. 정책과제에서는 본 연구에

서 웹기반형 노동실태조사 응답자들이 제시한 플랫폼 노동정책 요구와 정책과

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부록>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노동플랫폼 정책과 노동자 보호정책의 흐

름을 관련 연구의 편역을 통해서 다루었다. 먼저 OECD의 플랫폼 작업 규제조

치와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정책을 살펴보고, EU의 노동플랫폼에 대한 법인세

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접근,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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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성장과 특성

제1절 머리말

이 장에서는 국내 주요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성장과 경영특성을 분석하

는 한편,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대형 노동플랫폼이 대표직종 등 

전문분야나 노동통제방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다.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주요 기업별 시장점유

율이나 중개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온라인의 기업홍보나 다

양한 기업정보를 통해서 매출액과 수익성, 성장속도, 전문화 또는 특화부문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은 회원 수나 

거래 규모(건수)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고, 기

업정보를 통해서 매출과 수익성 등 경영정보를 취합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

구의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위 1~4사와 그 외 노동플랫폼

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 재무정보와 고용보험자료, 홈페이지 등의 정보

를 종합하여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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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디지털 노동플랫폼의 유형과 특성  

디지털 노동플랫폼은 지역기반형 플랫폼과 웹기반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ILO는 Schmidt(2017)에 기초하여 노동플랫폼을 유형화하고 

있는데([그림 1-1] 참조), 지역기반형은 운송, 배송, 가사 서비스 등과 같이 특

정한 개인에게 작업이 주어지는데 비해서, 웹기반형에서는 특정한 개인에게 

작업이 주어지는 프리랜서 시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작업이 주어지는  

마이크로 작업과 경쟁기반형 창작 크라우드 워크 등이 포함된다. 프리랜서 시

장의 대표적인 플랫폼은 업워크를 살펴 볼 수 있고, 웹기반형 마이크로 작업

의 대표적인 플랫폼은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AMT)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림 2-1] 디지털 노동플랫폼의 범주화

자료: ILO(2018), Digital labour platforms and the future of work,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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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류는 플랫폼 근로자를 전통적인 노동시장의 근로자(오프라인 근

로자)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플랫폼을 통한 노동서비스의 온라인 제공은 크

라우드 워크(crowd work)로 분류되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조정되는 

노동서비스의 물리적 전달은 때때로 긱 워크(gig work)로 분류하기도 한다

(Fernández-Macías 2017).3)
[그림 2-2]는 EU27 개국에서 디지털 노동플랫폼이 중개하는 서비스를 보

여준다. 노동플랫폼의 수로 보면, 프리랜서 27%, 배달 19%, 가사서비스 18%, 

가내 작업(13%), 마이크로 작업(11%), 택시(5%), 경쟁적 기반 4%, 전문서비스 

3%의 순서인데, 노동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수입 비중은 택시 39%, 

배달 24%, 가내서비스 19%의 순서이고, 전문서비스 7%, 프리랜서 6%, 마이크

로 작업 2%와 같이 웹기반형 노동자의 수입 비중이 작은 편이다.

[그림 2-2] EU27 개국의 디지털 노동플랫폼이 중개하는 서비스(ILO 분류기준)

(단위: %)

자료: EU(2021) p.40  

3) COLLEEM 2018, pp. 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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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2021)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디지털 노동플랫폼의 수가 5배가량 증가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3] 참조). 온라인 웹기반형과 지역기반형(택시 

및 배달) 플랫폼의 수는 2010년 142개에서 2020년 777개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온라인 웹기반 플랫폼은 3배 증가했으며, 택시 및 배달 플랫

폼의 수는 거의 1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ILO, 2021, pp. 46~47). 

[그림 2-3] 웹기반형 및 지역기반형 노동플랫폼의 수

자료: ILO(2021a) p, 47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디지털 노동플랫폼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

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경제포럼(2020)은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디지털 

노동플랫폼(digital work/services platform)의 지출은 전 세계적으로 약 1,260억 

달러에 달했으며, 세계 긱(gig) 경제의 3%에 근접한다고 보고했다. 2018년 기

준으로 플랫폼 경제는 전년 대비 43% 증가했으며, 지출의 93% 이상이 B2C 플

랫폼(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을 통해 이루어졌다. 차량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하는 두 회사(Uber와 DiDi)가 총지출 기준으로 플랫폼 경제의 약 2/3를 차지했

다. B2B(기업과 기업간 거래) 지출은 2018년에 22% 증가했는데, Upwork가 이

끄는 5개의 플랫폼이 B2B 지출의 42%를 차지했다고 보고했다(World Economic 

Forum, 2020,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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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EU27 개국의 디지털 노동플랫폼의 총 규모

(단위: 십억 유로)

자료: EU(2021) p.40  

유럽연합 EU 27개국에서 디지털 노동플랫폼의 총 규모는 2016년 30억 유

로에서 2020년 140억 유로에 이르기까지 5년간 약 다섯 배로 증가했다4). 2020

년 기준으로 보면, 디지털 노동플랫폼 경제의 약 4분의 3은 택시 및 배달 플

랫폼이 차지한 것이었고, 프리랜서, 마이크로 작업, 전문서비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에 비해서 매우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관련 보고서(2020)는 디지털 노동플랫폼이 기존의 기업과

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노동플랫폼

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을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초기의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 순위평가시스템(rating system)의 운영, 작업자가 다수 플랫폼

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multi-homing cost) 등에 주목한다(World Economic 

Forum, 2020, p7~8). 

디지털 플랫폼은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인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업과 다르다. 기존의 대기업이 공

급량을 늘려서 대량생산으로 비용을 낮추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했다면

4) 이는 플랫폼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 제4자를 포함하는 당사자들의 총합 수입

(consolidated revenu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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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side economies of scale), 디지털 플랫폼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수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

고 볼 수 있다(demand-side economies of scale).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사

람이 많을수록 소비자도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디지털 노동플랫폼은 지역이나 부문 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립할 때까지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 노동플랫폼의 초기 인센티브 및 보조금의 운영은 ‘플랫폼 확장에 

필요한 근로자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성장의 초기 단계 또는 사업을 확장

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조한다’는 것인데, 초기 단계가 지나면 

보조는 중단될 수 있다. 이는 카카오 택시나 배달의 민족의 초기 단계를 기억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방식은 초기 단계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초기 단계에서 낮은 가격을 설정하거나 광고 선전에 

집중하는 이유로 파악된다. 

디지털 노동플랫폼에서 순위평가 시스템(rating system)의 운영은 대부분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평가시스템의 운영을 통해서‘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작업

을 받기 때문에,’알고리즘의 설계 및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규모의 경제 추구는 독과점과 진입장벽

의 설치로 귀결된다. 디지털 노동플랫폼의 독점이 심화되면 소비자는 독점가

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는 다른 곳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주어진 노동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노동기

준이나 보호정책은 디지털 노동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의 규제 수준과 범위 등 

공정거래질서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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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성장과 수익성 

국내에서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회사들은 크몽, 숨고, 오투

잡, 위시켓, 프리랜서 코리아, 원티드, 크라우드웍스 등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본 연구의 실태조사 응답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노동플랫폼(약 107개)이기도 한

데, 실태조사 결과와 현실에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순위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5)

이 중 크몽은 누적 회원수 176만명, 누적 거래건수 246만건에 이르고, 숨

고는 누적 견적수 3,300만건, 고수 70만명, 가입자 500만명에 이르는 대형 노

동플랫폼이다.6) 크몽은 2018년 110억원에 이어 2021년 312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누적 투자금 480억원을 기록했다.7) 숨고는 2021년 320억 규모의 투

자를 유치했고, 누적 투자금액은 500억 규모에 달한다.8)

주요 웹기반형 주요 노동플랫폼의 경영상의 특징은 2018년을 전후하여 자

산규모가 팽창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부채 증가와 대규모 투자유인에 의한 

당기손실을 감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재무상태를 보면(<표 2-1> 참조), 2018년

을 전후하여 자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부채와 자본이 동시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예를 들어 A사의 자산은 2015년 약 7억원에서 2018

년에 약 132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러한 자산증가의 상당한 부분이 1년 이내

로 같아야 하는 부채인 유동부채의 증가로 인한 것이었다. B사의 자산규모도 

2017년 약 2억원에서 2019년 108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이 역시 부채의 증가에 

기인했다. C사와 D사도 2018년 이후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자본을 능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5) 이하의 기업정보 분석은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요 노동플

랫폼의 명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며, 기업 실명은 홈페이지나 언론기사 등 온라인에

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한 것임을 밝혀둔다.  

6) 크몽은 2021년 11월 홈페이지 기준, 숨고는 2021년 8월 헤럴드경제신문 

7) 2021년 4월 30일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 https://marketing.hankyung.com/article/2021

05031765u

8) 2021년 6월 24일 이데일리, 내 주변 숨은 고수 연결하는 숨고, 320억 시리즈 C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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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주요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자산과 부채

(단위: 백만원)

자료: 기업 재무정보

주요 웹기반형 플랫폼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표 2-2> 참조) 

다소 의외의 특징이 발견된다. 있다. 노동플랫폼의 매출액이 2018년을 전후하

여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이익이 판매 및 관리비를 따라가지 못해서 당기순이

익이 적자를 누적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형 노동플랫폼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준년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A사

2015           729           604           125 

2016           840           751             88 

2017         3,768         1,486         2,283 

2018       13,179         4,329         8,850 

2019       10,237         6,166         4,071 

2020       13,091         9,086         4,005 

B사

2015             20           8             12 

2016           206             20           186 

2017           215           966 -751 

2018         1,846         1,302           544 

2019       10,764         2,820         7,943 

2020         7,781         4,005         3,777 

C사

2015         1,635             12         1,623 

2016           793             72           722 

2017         8,345           276         8,069 

2018         5,139           600         4,539 

2019       11,543         1,029       10,514 

2020       14,326       43,765 -29,439 

D사

2017           167            6           161 

2018        72,000           275         1,725 

2019       12,142         1,027       11,116 

2020       12,578       21,604 ~-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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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요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매출 및 손익

(단위: 백만원)

주 :영업이익=매출총이익-일반판매 및 관리비(판관비)

자료: 기업 재무정보

노동플랫폼의 당기순이익은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왜 적자를 면하

지 못하는 것일까? 그럼에도 영업을 확대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산업에서는 상품을 생산할 때와 같이 1:1로 매치되는 

매출 원가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플랫폼의 손익은 영업수익에

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영업이익으로 계산한다. 

기준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A사

2015 554 -461 -463 

2016 1,124 -25 -43 

2017 2,840 -853 -834 

2018 5,579 -3,486 -3,989 

2019 7,519 -4,896 -4,779 

2020 11,434 -2,254 -2,118 

B사

2015 17 -117 117 

2016 186 -296 -296 

2017 916 -937 -937 

2018 2,943 -1,709 -1,705 

2019 5,135 -4,445 -4,376 

2020 11,515 -4,258 -4,167 

C사

2015 70 -157 -156 

2016 379 -906 -902 

2017 1,291 -1,651 -1,648 

2018 3,358 -3,589 -3,529 

2019 8,251 -4,147 -4,027 

2020 14,648 -4,922 -9,174 

D사

2017 56 -139 -139 

2018 839 -277 -274 

2019 2,899 -654 -602 

2020 7,389 -4,686 -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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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용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9년 A사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2019년 영업비용은 124억원으로 영업수익 75억원을 초과하

여 영업손실이 49억원 발생했다. 영업비용 중 가장 큰 항목은 광고선전비로 

36.9%를 차지하고 있는데, 약 46억원으로 거의 당기순손실에 버금가는 액수이

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형 노동플랫폼이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고 광고 물

량 공세로 영업손실을 감수하면서 사업확장을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3> A사의 손익계산서 중 영업비용 내역(2019)   

(단위: 백만원, %)

주: 영업비용 중 1% 이상만 표기 

자료: 2020년 A사 감사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에서 필자가 재구성 

지난 2~3년간 국내에서도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

에서 자본, 매출액, 부채가 동시에 증가했다. 자본의 증가는 부채, 아마도 투자

액의 증가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규

모의 당기순손실을 감수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영방식은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전형적인 몸집 불리기 전략으

로, 대규모 투자와 광고비 지출을 통해서 플랫폼노동자와 고객(소비자)의 동시

적인 확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목 백만원 항목 백만원

1.영업수익         7,519 외주용역비            1.3 

정보이용수입           87.9 광고선전비           36.9 

개발용역수입            0.0 판매촉진비            5.9 

광고수입           10.6 건물관리비            4.0 

개별용역수입            1.5 경상연구개발비            9.8 

2.영업비용       12,415 3. 영업손실         4,896 

급여           19.3 4. 영업외수익           135 

퇴직급여            2.4    이자수익           81.6 

복리후생비            3.6    퇴직연금운용수익            7.4 

세금과공과금            1.1    잡이익           11.1 

지급임차료            0.5 5. 영업외비용            18 

지급수수료           12.8 6. 당기순손실          4,779 



제2장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성장과 특성  25

제4절 국내 주요 노동플랫폼의 사업 분야와 직접 고용

1. 주요 노동플랫폼의 직접 고용규모와 사업 분야

국내의 주요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이 특정 영역에 특화된 전문적 영역을 

다루고 있는가의 문제는 노동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다만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위 1위에 해당

하는 대형 노동플랫폼은 등록한 업종과는 달리 전문분야가 특정되어 있지 않

다는 특징을 보였다. A사가 등록한 업종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지만, A사가 다루고 있는 사업분야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표 2-4> 

참조). A사의 사업분야는 디자인, IT 프로그래밍, 마케팅, 영상·사진 음향, 번

역·통역, 문서·글쓰기, 비즈니스 컨설팅, 취업·입시, 운세·상담, 레슨·실

무교육에서부터 상품 주문 제작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이

들이 중개하는 일거리의 규모도 다양하고, 일을 수행하는 단위도 개인, 팀 작

업, 회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이 등록한 업종을 살펴보면(<표 2-5> 참조), 주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나,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경영컨

설팅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과 같이 주로 데이터의 생산, 공

급이나 이용과 관련된 업종에 해당한다. <표>에서 예시하지 않았으나, 실태조

사에서 상위 순위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중에서 고용알선업으로 업종을 등록한 

경우는 한 개 업체가 발견되었다.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수익의 원천은 데이

터의 개발이나 생산이 아니고, 데이터의 생산자와 이용자의 중개에서 창출된

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형 노동플랫폼의 경우에는 이들이 중개하는 누적 회원 수나 누적 중개

건수에 비교할 때 직접 고용하고 있는 노동력이 매우 적다는 특징을 보인다. 

노동플랫폼의 존재 자체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이므로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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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A사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사업 분야

자료: A사 홈페이지에서 재구성

카테고리 세부 항목

디자인

로고·브랜딩, 상세·이벤트 페이지,  명함·인쇄·홍보물, PPT·인포그

래픽, 웹·모바일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일러스트·캐리커처, 웹툰·캐

릭터·이모티콘, 블로그·SNS·썸네일, 포토샵·파일변환, 제품·3D프

린팅, 공간디자인, 북·앨범디자인, 캘리그래피·폰트, VR·메타버스·

게임, 의류디자인, 간판·시공, IT·프로그래밍, 영상·사진·음향

IT 프로그래밍

기획, 워드프레스, 웹사이트 개발, 쇼핑몰·커머스, 모바일 앱, 프로그램 

개발, 임베디드 HW·SW, 게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분석·리포트, 블록

체인, 보안, 서버·호스팅, QA·테스트, 기술지원, 파일변환, 챗봇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카페 마케팅, SNS 마케팅, 쇼핑몰·스토어, 체험단·기

자단 대행, 웹 트래픽, 언론홍보, 종합광고대행, 검색최적화·SEO, 지도

등록·홍보, 앱마케팅, 라이브커머스, 개인 인플루언서, 키워드·배너광

고, 포털질문·답변, 마케팅 컨설팅, 영상 마케팅, 오프라인광고, 해외마

케팅, 브랜드마케팅

영상·사진　

음향

영상촬영·편집, 유튜브 제작, 온라인 생중계, 드론 촬영, 애니메이션, 

3D·VR, 인트로·로고, 영상 자막, 영상 템플릿,사진촬영, 사진·영상 보

정, 성우, 음악·사운드, 모델·MC·공연, 스튜디오 렌탈

번역·통역 산업별 전문번역, 일반 번역, 통역, 영상번역, 감수, 번역공증대행

문서·글쓰기　

기업명·네이밍, 제품 카피라이팅, 광고 카피라이팅, 마케팅 글작성, 보

도자료, 산업별 전문 글작성, 타이핑(영상), 타이핑(문서), 책·시나리오, 

논문, 교정·교열 첨삭, 맞춤양식

비즈니스 

컨설팅

사업계획서·투자제안서, 퍼스널 브랜딩, 유튜브 컨설팅, 창업 컨설팅, 

쇼핑몰·스토어 창업, 크라우드펀딩, 해외사업 컨설팅, 리서치·설문조

사, 법률·법무, 인사·노무, 특허·IP, 세무회계, 업무지원·CS

취업·입시

직무 멘토링, 자소서·이력서(국내기업), 자소서·이력서(외국계), 자소서

(입시·기타), 인적성·NCS필기, 면접·커리어 컨설팅, 유학생 국내취업 

컨설팅

투잡, 노하우
투잡・재테크 컨설팅, 투잡・재테크 전자책, 창업 전자책, 직무스킬 전자

책, 취업・이직 전자책, 라이프 전자책, 교육 전자책, 자료모음집, 잡스쿨

운세·상담 신점, 사주·운세, 타로, 작명, 심리상담, 심리검사, 연애상담, 여행·생활

레슨·실무

교육

크몽 아카데미, 프로그래밍, 데이터분석, 마케팅, 그래픽디자인, 영상, 사

진, 외국어(영어), 외국어(기타 언어), PPT·프레젠테이션, 입시·학업, 취

미·라이프

주문제작 
인쇄, 간판, 3D프린팅, 가게용품 제작, 기념품 제작, 모형 제작, 제품 제

작, 시스템 제작, 인테리어 시공, 패키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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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는 주요 노동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 수 또는 중개 건수와 

함께 이들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를 보여준다. 누적 

거래건수 246만건, 누적 견적수 3,300만건에 달하는 A사와 B사가 직접 고용하

고 있는 인력은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서 상위 순위에 속하는 노동플랫폼들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고

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21년 기준으로 각각 91명, 81명, 50명 수준에 그쳤으

며, 이 또한 노동플랫폼이 성장한 2~3년 만에 크게 증가한 수치였다. 일부 대

형 노동플랫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단 2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회사들이 중개하는 인력을 제외하고 개인 사업자와 같이 직접 고용계

약을 체결하지 않은 직원을 어느 정도 고용하고 있는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놀라운 성과이자, 동시에 노동의 미래에 던지는 

걱정거리이기도 하다. 대형 노동플랫폼은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직접 서비스

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나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서 수백 만 건의 노동

력 거래를 성사시켜 수익을 창출한다. 수익의 원천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개 

수수료, 데이터의 이용료, 광고 수익료 등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이용료, 광고 수익료 등 수익의 배분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디지털 노동플랫폼이 등록한 업종만으로는 노동력의 중개 플랫폼인

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력 중개 플랫폼을 정책의 범

위 내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를 판별할 수 있는 등록 또는 신고 방법이나 절차

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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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주요 노동플랫폼의 직접 고용규모와 누적 회원 및 누적 중개건수  

(단위: 명)

주 1) 산업분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고용보험 DB, 

   2) 누적회원건수 및 누적 거래건수는 각 플랫폼의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서 재구성

자료: 고용보험  DB, 나이스 기업정보, 각 홈페이지 등

업종, 업력 년도 피보험자 수 누적 회원 및 누적 중개건수

A사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업력 2012

2017 36

･ 누적회원수 176만명 

･ 누적 거래건수 246만건

(홈페이지 21, 11월 기준)

2018 77

2019 82

2020 72

2021 91

B사

･ 업력 2014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017 14

･ 누적견적수 3,300만건 

･ 고수 70만명 

(21. 8월 기준)

2018 43

2019 53

2020 65

2021 81

C사

･ 업력 2012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2017 16

･ 회사 & 프리랜서 94,021명

･ 클라이언트  77,930명 

(홈페이지 기준)

2018 24

2019 33

2020 49

2021 50

D사
･ 업력 2014

･ 경영 컨설팅업

2017 19

･ 누적 회원수 100만 명 이상

(20. 11월 기준)

2018 28

2019 31

2020 52

2021 52

E사

･ 업력 2015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017 30

･ 누적 매칭 건수 

220만 건 이상

(홈페이지 기준)

2018 47

2019 69

2020 96

2021 117

F사

･ 업력 2016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016 -

･ 튜터 6,000 명 이상

･ 누적 회원수 82만명 이상

(20, 11월 기준)

2017  5

2018  7

2019 33

2020 54

202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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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태조사에 나타난 노동플랫폼의 전문성와 유형

본 연구의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웹기반형 노동플랫

폼은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지난 3개월간 주문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플

랫폼 중에서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응답으로 파악했다. 

응답자들이 이용한 노동플랫폼은 전체 107개사로 나타났는데, 노동플랫폼 

소속으로 보기 어려운 일부 응답자를 제외하고 966명의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

하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몽, 숨고, 오투잡, 프리랜서코리아, 카카

오페이지, 재능넷, 프리몬, 위시켓, 원티드, 프리모아의 순서로 나타났다. 

잘 알려진 기업들이 상위 순위에 배치되어 있으나, 이러한 플랫폼의 순위

가 실제 시장의 순위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노동플랫폼의 방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사 접근이 용이한 플랫폼이 

있었고, 조사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규모 노동플랫폼은 홍보나 광고의 목적으로 누적 회원수나 누적 거래건

수를 밝히고 있으나, 일부 플랫폼의 경우에는 그런 정보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시장 순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다. 

크몽, 숨고와 같은 대형 노동플랫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한 분야

나 직종에 특화하지 않고 다양한 사업분야를 다루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그 

외 노동플랫폼은 대표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그림 2-5] 참조). 대체로 크

몽과 숨고가 이용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IT 개발자 직종의 사람들은 

위시켓, 오투잡, 원티드 등을 주로 이용하고, 디자인 직종의 사람들은 주로 크

몽을 이용하고 있었다. 디지털 콘텐츠 직종의 경우에는 크몽보다도 카카오페

이지, 리디북스 등 관련 플랫폼의 이용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전문서비스 직종

은 크몽, 숨고, 프리랜서 코리아, 오투잡의 순서로 나타났고, 단순작업 직종은 

크몽, 재능넷, 오투잡, 숨고의 순서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한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은 상위 1사 34.4%, 

상위 2~4사 22.3%로, 그 외 노동플랫폼 37.7%, 비 노동플랫폼 5.6%로 나타났다

([그림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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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직종별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그 외 노동플랫폼은 이용자 순위 5위 이하의 다양한 노동플랫폼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카카오페이지를 비롯하여 네이버웹툰, 네이버시리즈 등

과 같이 노동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전시형 플랫폼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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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웹툰·웹소설과 관련된 플랫폼이다. 

대표적인 전시형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는 다음 웹툰과 카카오페이지 웹

툰을 통합하여 카카오 웹툰으로 개편했다. 카카오페이지는 웹드라마, 애니메이

션, 영화, 웹 예능, ebook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광고 없이 작품을 

등록하는 것만으로 30%의 수수료를 떼고 있고, 프로모션이 들어가면 최대 

40%의 수수료를 떼고’, ‘웹소설을 클릭하면서 노출되는 광고 수익을 작가와 

나누지 않는’등 전형적인 중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9)  이러한 문

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는데10), ‘웹툰 산업 매출이 2010년 

590억원에서 2020년 12년 2000억원까지 20배가 급성장을 했는데, 웹툰작가의 

창작환경은 열악’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경

우 플랫폼에서 30~59% 수수료를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제작사와 메인작가

가 나누게 되는 구조’로, ‘작가가 글작가, 보조작가의 급여를 지불해야’하

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림 2-6] 조사 응답자들이 이용하는 상위 순위 플랫폼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9) https://namu.wiki/w/카카오페이지/문제점에서 부분 인용

10) 글로벌경제신문, 2021.10.1., https://www.g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 5527

54에서 부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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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노동플랫폼의 경계가 분명하게 구획되지 않는다. 네이버 외주나라는 약 124천

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웹 게임, 앱디자인, 일러스트, 영상편집, 유튜브 영상, 

로고 등 외주와 단가, 계약서 등 외주정보.’를 다루는 블로그이다. 

블로그에는 프로그래머 모임, 디자이너 모임, 영상 전문가 모임, 기타 전문

가 모임 등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블로그 내에서 간편하게 외주 의뢰

를 받기도 하고, 외주 특화 플랫폼인‘외주링크’와 연결하여, 외주 의뢰, 전

문가 중개, 단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1). 

본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들에게 일거리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노동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노동플랫폼이라 보기 어려운 유형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실태조사 응답자 1,023명 

중에서 57명에 달한다([그림 2-6]에서 비 노동플랫폼으로 유형화). 비 노동플랫

폼을 주로 이용한 사람들의 직종은 주로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동영상 편집

제작 직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장은 노동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제외하고 분석했다.

[그림 2-7] 응답자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의 분포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11) https://cafe.naver.com/o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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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응답자들이 이용하는 노동플랫폼 상위 1~4사는 앞서 살펴본 바

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업분야나 직종에 전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노동플랫

폼 유형별로 응답자의 직종 분포를 보면([그림 2-7] 참조), 상위 1사나 상위 

2~4사가 중개하는 직종은 특정한 직종에 머물지 않고 매우 다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 2~4사 역시 상위 1사만큼은 아니지만 특화된 영역을 다루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상위 5사 이하의 그 외 노동플랫폼은 상대적으로 특정 

분야나 직종에 특화된 노동플랫폼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디지털 

콘텐츠 직종은 상위 1~4사 노동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율보다는 그 외 노동플랫

폼을 이용하는 비율이 63.5%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직종을 중개하는 전

시형 플랫폼이 그 외 노동플랫폼에 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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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계약형태와 수수료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

여 직종 유형과 플랫폼 유형별로 계약형태와 수수료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67.5%는 지난 3개월간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하

여 주문을 받았으며, 25.8%는 두 개, 6.7%는 세 개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했다. 

이들이 이용한 플랫폼의 개수는 직종이나 플랫폼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2-6> 참조). 

<표 2-6> 지난 3개월간 주문을 받은 적이 있는 플랫폼의 개수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플랫폼업체와 본인 사이에 중개업체(대행업체, 에이전시 등)가 있는가에 대

해서는 16.1%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중개업체가 없다는 응답은 65.9%, 잘 모른

다는 응답은 17.9%로 나타났다(<표 2-7> 참조). 중개업체가 있다는 응답은 디

지털 콘텐츠 직종에서 38.7%로 가장 많았으며, 전시형 노동플랫폼이 포함되어 

있는 그 외 노동플랫폼 유형에서 23.6%로 많았다. 

　 N　 1개 2개 3개 4개

전체 966 67.5 25.8 6.2 0.5

직종

IT 개발자 166 65.7 25.9 7.2 1.2

디자인 계열 158 63.3 31.0 5.7 0.0

영상제작 편집 181 70.7 22.7 6.6 0.0

디지털 콘텐츠 199 64.3 28.6 5.5 1.5

온라인 전문서비스 206 72.3 22.3 5.3 0.0

단순작업  56 67.9 23.2 8.9 0.0

플랫폼

유형

상위1사 352 69.6 24.4 5.7 0.3

상위2~4사 228 66.2 25.9 7.0 0.9

그 외 386 66.3 26.9 6.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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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플랫폼업체 이외 중개업체(대행업체, 에이전시 등)의 여부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표 2-8> 플랫폼업체와 계약서(업무지침 포함) 서명 또는 동의 절차여부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응답자들이 일을 시작할 때 플랫폼업체와 수수료, 수입, 업무내용, 근로시

간(기간)에 대해서 명시적인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는 절반을 넘지 않았다. 

업무지침을 포함해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응답(서명하거나 동의했다는 응답)은 

　 N　 있다 없다 잘 모른다

전체 966 16.1 65.9 17.9

직종

IT 개발자 166 10.2 73.5 16.3

디자인 계열 158 13.9 71.5 14.6

영상제작 편집 181 11.0 65.7 23.2

디지털 콘텐츠 199 38.7 50.8 10.6

온라인 전문서비스 206  7.8 70.4 21.8

단순작업  56  7.1 66.1 26.8

플랫폼

유형

상위1사 352 13.4 73.0 13.6

상위2~4사 228  7.9 69.7 22.4

그 외 노동플랫폼 386 23.6 57.3 19.2

　 　 N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직종

전체 966 41.9 28.2 29.9

IT 개발자 166 42.2 31.3 26.5

디자인 계열 158 30.4 36.1 33.5

영상제작 편집 181 35.9 28.2 35.9

디지털 콘텐츠 199 64.3 17.1 18.6

온라인 전문서비스 206 36.9 31.1 32.0

단순작업  56 32.1 25.0 42.9

플랫폼

유형

상위1사 352 33.0 33.2 33.8

상위2~4사 228 28.1 33.3 38.6

그 외 노동플랫폼 386 58.3 20.5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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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에 그쳤으며, 계약이 없다는 응답은 28.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9.9%

로 나타났다(<표 2-8> 참조). 

계약을 체결했다는 응답이 높은 직종은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 6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직종에서는 대체로 32~37% 정도가 계약 절차를 거친 것

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유형별로 상위1~4사의 경우에는 계약 절차를 거쳤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33.0%, 28.1%로 낮았으며, 그 외 노동플랫폼에서는 58.3%

로 높았다. 

 플랫폼업체와 계약 절차를 거쳤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그 계약서(업

무지침 포함)의 형태를 살펴보면(<표 2-9>참조), 계약서의 형태는 근로계약서 

11.9%, 위탁계약서 33.3%, 업무 관련 지침 28.6%, 기타 13.3%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2.8%로 나타났다. 위탁계약서는 영상제작 편집 직종

(46.2%)과 IT 개발자 직종(37.1%)에서 많았고, 업무 관련 지침은 온라인 전문서

비스 직종(52.6%)과 IT 개발자 직종(42.9%)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2-9> 계약서의 형태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N
근로
계약서

위탁
계약서

업무관련 
지침

기타
잘 

모르겠다

전체 405 11.9 33.3 28.6 13.3 12.8

직종

유형

IT 개발자 70 4.3 37.1 42.9 2.9 12.9

디자인 계열 48 18.8 33.3 29.2 4.2 14.6

영상제작 편집 65 13.8 46.2 27.7 1.5 10.8

디지털 콘텐츠 128 9.4 33.6 7.0 33.6 16.4

온라인 전문서비스 76 13.2 21.1 52.6 6.6 6.6

단순작업 18 27.8 22.2 27.8 5.6 16.7

플랫폼

유형

상위1사 7 6.0 31.0 43.1 3.4 16.4

상위2~4사 11 17.2 32.8 34.4 4.7 10.9

그 외 30 13.3 34.7 19.6 20.9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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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는 위탁계약서(33.6%) 만큼이나 기타에 대한 응답

(33.6%)이 많았는데, 기타에 대한 개방형 응답을 보면(<표 2-10> 참조, 중복 제

거), 대체로 배타적 발행권, 연재계약서, 에이전시 계약서, 출판계약서, 저작권 

계약서, 전자전송권 계약서, 회원가입 약관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플랫폼 유형

별로 상위 4사는 그 외 노동플랫폼에 비해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

무관련 지침에 동의 또는 서명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 외에 업무 

관련 지침에 동의한 경우는 상위 1사 43.1%, 상위 2~4사 34.4%로 나타나고 있

어 노동플랫폼의 중개에 적합한 표준 계약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표 2-10> 디지털 콘텐츠 유형 중심 플랫폼업체와의 기타 계약서 형태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노동플랫폼은 이용자들에게 플랫폼 가입비(등록비)보다는 수수료를 적용하

고 있었다. 응답자들이 플랫폼업체에 가입하기 위해 가입비나 등록비를 지불

한 경우는 전체의 2.3%에 불과했다([그림 2-8] 참조). 플랫폼업체의 중개에 대

해서 플랫폼업체나 중개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별도의 수수료가 있는가에 대해

서는 전체의 36.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그림 2-9] 참조). 상위 1사는 53.4%가 

수수료가 있다고 응답했고, 상위 2~4사는 18.9%, 그 외 노동플랫폼은 30.3%가 

수수료가 있다고 응답했다. 

데이터포털 시스템 매뉴얼, 만화 콘텐츠 연재 제작 계약서, 배타 발행권 및 2차 저작

물 등의 계약서, 배타적 출판권 계약서, 에이전시 계약서, 연재계약서, 웹툰 계약서, 

웹툰제작 계약서, 작품연재 계약서 및 매니지먼트 계약서, 저작권 계약서, 저작권유

통계약서, 전자전송권 계약서, 전자책 배타 독점계약권, 전자출판계약서, 제작 계약

서와 가이드, 출판계약서, 콘텐츠 계약서, 콘텐츠 제휴 계약서, 해외서비스 유통계약

서, 회원가입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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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플랫폼업체에 가입하기 위한 가입비 또는 등록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그림 2-9] 플랫폼 일(계약)이 성사된 이후 플랫폼업체에 대한 수수료 여부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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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중개에 대한 수수료의 지불방식은 대부분이 정률방식으로 나타났

는데, 건당 평균 20.5% 내외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1> 

참조). 직종유형별로는 디지털 콘텐츠 유형이 31.1%라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했

으며, 이 직종이 주로 이용하는 전시형 플랫폼이 포함된 그 외 노동플랫폼 유

형에서도 수수료율이 25.0%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1> 플랫폼 중개에 대한 수수료 지불방식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지난 3개월간 플랫폼업체(중개업체 포함)에 지불한 월평균 비용은 수수료, 

플랫폼 이용료, 장비 사용료 등을 포함한 것이다([그림 2-8] 참조). 플랫폼업체

에 지불한 월평균 비용은 전체 평균 3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는데(표 생략)12), 

일거리의 규모에 내용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중위값 기준으로 살펴보면 

12) 수수료를 포함한 플랫폼업체 비용에 대한 응답은 편차가 심해서 평균값이 의미가 없다. 

수수료를 포함하여 플랫폼업체에 대한 월평균 비용은 최대값이 1,400만원으로 나타났는

데, 재확인 결과 본인의 연매출이 약 7억원 정도여서 1,400만원 정도의 수수료 등 비용

을 제공했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 이외에도 비용이 높은 이유는 매출의 40~50%를 수수

료 등 비용으로 지불했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주로. 디지털 콘텐츠 유형에서 고액의 에

이전시 등 중개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직종에서는 에이전시가 있

는 경우 총매출에서 플랫폼업체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에이전시와 작가

가 나누고 있었으며, 출판사가 에이전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일반화되어 있다. 

　
　

N 없음 정액 정률
정률

비율(%)

전체 348 1.7 1.1 97.1 20.5

직종

유형

IT 개발자 59 1.7 0.0 98.3 17.2

디자인 계열 74 2.7 1.4 95.9 16.7

영상제작 편집 57 0.0 0.0 100.0 18.1

디지털 콘텐츠 80 3.8 1.3 95.0 31.1

온라인 전문서비스 64 0.0 1.6 98.4 17.3

단순작업 14 0.0 7.1 92.9 20.5

플랫폼

유형

상위1사 188 1.6 0.5 97.9 18.9

상위2~4사 43 0.0 4.7 95.3 15.6

그 외 117 2.6 0.9 96.6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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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수준이다. IT 개발자의 비용은 13.5만원, 디자인과 디지털 콘텐츠 유형 

각각 10만원 수준이고, 온라인 전문서비스와 단순작업은 3만원 수준이다. 플랫

폼유형별로 보면 상위1사에 제공된 비용(중위값)이 10만원 수준이고, 상위 2~4

사나 그 외 노동플랫폼의 경우에는 약 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비용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50만원 미만에 포함되어 있으나, 300만원 이상

의 비용 지불도 있었다([그림 2-11] 참조). 

[그림 2-10] 지난 3개월간 플랫폼업체(중개업체 포함)에 지불한 월평균 비용(중위값)

 (단위: 만원)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플랫폼업체에 지불한 비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2-12>와 같다. 플랫폼업

체에 지불한 비용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25.5%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비용 10

만원 미만 26.5%, 10~20만원 14.8%, 30~50만원 15.5%, 50~100만원 13.3%, 100만

원 이상도 9.5%에 달했다. 플랫폼업체에 지불한 비용이 없다는 응답은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 전문서비스에서 30% 내외로 나타났으며, 비용이 100만원 이

상이라는 응답은 디지털 콘텐츠 직종(19.1%)과 IT 개발자 직종(10.8%)에서 많

았다. 디지털 콘텐츠 직종이 많이 이용하는 그 외 노동플랫폼 유형에서는 상

위1~4사에 비해 100만원 이상 높은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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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3개월간 플랫폼업체(중개업체 포함)에 지불한 월평균 비용과 순수입

 (단위: 만원)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표 2-12> 지난 3개월간 플랫폼업체(중개업체 포함)에 지불한 월평균 비용의 분포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없다
5만원 
미만

5~10
만원

10~20
만원

30~50
만원

50~100만
원

100만원 
이상

전체 25.5 15.9 10.6 14.8 15.5 8.2 9.5

직종

IT 개발자 24.1 8.4 8.4 13.9 21.1 13.3 10.8

디자인 17.7 16.5 15.2 19.6 19.0 7.6 4.4

영상 제작 

편집
22.1 13.3 14.9 17.1 16.0 8.3 8.3

디지털 

콘텐츠
31.2 13.1 4.5 9.0 13.6 9.5 19.1

온라인 

전문서비스
30.7 24.4 12.7 15.6 8.8 3.4 4.4

단순작업 23.2 23.2 3.6 14.3 19.6 7.1 8.9

플랫폼

유형

상위1사 15.6 15.6 15.9 17.0 20.5 7.4 8.0

상위2~4사 20.7 24.2 10.6 20.3 13.2 4.8 6.2

그 외 

노동플랫폼
37.3 11.1 5.7 9.6 12.4 10.9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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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수입(보수)의 결정방식에 대해서는 본인과 플랫폼업체가 협의

하여 정한다는 응답이 29.5%로 나타났으며, 플랫폼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다는 응답은 22.0%로 나타났다(<표 2-13> 참조). 보수를 고객이 정한다는 응답

은 20.6%,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응답은 15.3%,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2.5%에 

달했다. 본인과 플랫폼업체가 협의하여 보수를 정한다는 응답은 영상제작 편

집과 디지털 콘텐츠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디자인 계열과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전문서비스는 플랫폼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다른 직종

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플랫폼유형별로는 그 외 플랫폼이 본인과 플랫폼업

체가 협의하여 정한다는 응답이 상위 4사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표 2-13> 플랫폼 노동수입/보수의 결정방식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플랫폼
업체가 
일방적
으로 

결정한다

본인과 
플랫폼
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고객이 
정한다

시장에서 
결정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2.0 29.5 20.6 15.3 12.5 100.0

직종

IT 개발자 19.3 25.9 29.5 10.8 14.5 100.0

디자인 24.7 33.5 16.5 14.6 10.8 100.0

영상 제작 편집 12.2 34.3 23.8 16.6 13.3 100.0

디지털 콘텐츠 26.1 33.7 10.6 19.6 10.1 100.0

온라인 전문서비스 27.7 20.9 22.8 14.1 14.6 100.0

단순작업 19.6 30.4 23.2 16.1 10.7 100.0

플랫폼

유형

상위1사 23.3 27.3 23.6 12.2 13.6 100.0

상위2~4사 14.5 25.0 25.9 18.4 16.2 100.0

그 외 노동플랫폼 25.4 34.2 14.8 16.3 9.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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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노동통제 

노동플랫폼이 노동 중개자 또는 (준)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

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노동플랫폼이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에 부과하는 규

율과 평가방식 등 노동통제방식과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플랫폼업체가 정한 지시나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다는 응답이 59.7%로 나타났다([그림 2-12] 참조). 불이익

이 있다는 응답은 상위 1사 63.6%, 상위2~4사 50%, 그 외 노동플랫폼 61.9%로 

나타났다. 

[그림 2-12] 플랫폼업체의 지시/규칙 위반시 불이익이 있는가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별점, 댓글을 포함하여 고객평가를 받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60.7%로 나타났으며, 상위 1사는 71.0%, 상위 2~4사 52.2%, 그 외 노동

플랫폼은 56.2%로 나타났다. 고객평가를 받는다는 응답은 디지털 콘텐츠 직종

(69.3%), 디자인 직종(62.7%), 온라인 전문서비스 직종(62.6%)에서 높았다. 고객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7.6%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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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들 중에서 낮은 평가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었다는 응답은 37.0%로 나타

났다(<표 2-14> 참조). 고객으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디

지털 콘텐츠 직종에서 60.9%로 가장 높았으나, 이로 인해 불이익이 있었다는 

응답은 36.9%로 다른 직종 유형과 유사했다. 그 외 직종에서 낮은 평가를 받

아서 불이익이 있었다는 응답은 영상제작 편집 50.0%, 디자인 48.0%, 온라인 

전문서비스 41.2%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2-13] 플랫폼 일에 대해 고객평가(별점, 댓글 등)을 받는가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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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고객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경험 및 불이익 여부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고객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 주된 불이익의 내용을 보면(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플랫폼) 강제 탈퇴, 계약 해지, 고객 감소, 수입 감소, 플

랫폼에서 경고 등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특히, 플랫폼 화면의‘메인 페이지에

서 탈락시켜 노출이 안 되게 하거나, 노출 순위를 뒤로 배치하는 등’불이익

을 준다는 응답이 많았다. 낮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많은 디지털 콘텐츠 직종

의 경우에는 ‘다음 작품의 프로모션에서 제외’하거나, ‘빠른 완결을 종용

하여 연재를 조기 종료’하게 하거나 ‘중도 연재 종료, 재계약 불가, 스토리 

진행에 간섭’등의 불이익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다른 독자들이 덩달아 호

응한다’,‘작가의 SNS로 혐오성 메시지가 온다’, ‘별점 테러’,‘ 악성 고

객의 글인데, 플랫폼업체가 작가를 보호하지 않는다’등의 불이익을 호소했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어려

움은 [그림 2-12]에 나타나 있다. 

　
　

N

고객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경험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 
불이익 여부　

예 아니오 없었다 있었다

전체 586 27.6 72.4 63.0 37.0

직종

IT 개발자 88 21.6 78.4 84.2 15.8

디자인 99 25.3 74.7 52.0 48.0

영상 제작 편집 99 12.1 87.9 50.0 50.0

디지털 콘텐츠 138 60.9 39.1 63.1 36.9

온라인 전문서비스 129 13.2 86.8 58.8 41.2

단순작업 33 15.2 84.8 80.0 20.0

플랫폼

유형

상위1사 250 21.2 78.8 60.4 39.6

상위2~4사 119 16.8 83.2 80.0 20.0

그 외 노동플랫폼 217 41.0 59.0 60.7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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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플랫폼을 통해 일하면서 겪은 어려움 

 (단위: %)

주: 값은 각 항목별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각 수치는 각 항목별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데, 전체적으

로 보수 없이 추가적인 일을 했다(40.9%), 노출 순위를 조정당했다(31.5%), 좋

은 일감의 배당을 제한당했다(18.7%)는 응답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낮은 평가

로 일감이 끊겼다(14.4%), 보수를 받지 못했다(12.4%), 계약해지(9.5%), 앱/웹의 

일시 정지 및 차단(8.2%), 모욕적 언행 및 성희롱(각각 7.6%, 2.8%)의 순서로 

나타났다. 

플랫폼유형별로 살펴보면([그림 2-13] 참조), 상위 1사 소속 응답자가 상위 

2~4사나 그 외 노동플랫폼에 비해서 ‘보수 없이 추가적인 일을 했다, 노출순

위 조정을 당했다, 웹/웹의 일시 정지 및 차단을 당했다, 좋은 일감 배당을 제

한당했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상위2~4사는 상위 1사나 그 외 노동플랫폼에 



제2장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성장과 특성  47

비해서 노출 순위 조정 등 알고리즘을 통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5] 플랫폼을 통해 일하면서 겪은 어려움(플랫폼 유형별)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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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플랫폼을 통해 일하면서 겪은 어려움(직종유형별)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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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직종유형별로 살펴보면([그림 2-16] 참조), 디자인 직종과 디지털 콘

텐츠 직종은 다른 직종에 비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디자인 직종에서는 보수 없이 추가적인 일을 했다는 응답과 노출 순

위 조정을 당하거나 좋은 일감 배당을 제한당하고 낮은 평가로 일감이 끊겼다

는 응답이 많았다.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는 보수 없이 추가적인 일을 했다

는 응답과 노출 순위 조정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좋은 일감의 배당을 제한

당했다는 응답과 계약/등록 강제해지 경험도 다른 직종에 비해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플랫폼업체를 통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메

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중개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일감을 찾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고객과의 연락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는 응답은 전체의 37.3%로 나타났으며, 일의 완료를 위해 추가적인 요구가 있

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응답은 31.8%,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28.9%로 나타

났다. 고객과의 연락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응답은 IT 개발자와 영상제작 

편집 직종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2-15> 고객과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연락할 수 있는가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일반적
으로 
가능

일을 완료를 
위해 추가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그 외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

가능
하지 
않다

계　

전체 37.3 31.8 2.1 28.9 100.0

직종

IT 개발자 48.2 30.7 1.8 19.3 100.0
디자인 39.2 37.3 2.5 20.9 100.0

영상 제작 편집 47.5 32.6 1.7 18.2 100.0
디지털 콘텐츠 25.6 15.1 4.0 55.3 100.0

온라인 전문서비스 34.5 37.9 1.0 26.7 100.0
단순작업 17.9 53.6 0.0 28.6 100.0

플랫폼

유형

상위1사 36.6 38.1 2.8 22.4 100.0
상위2~4사 46.9 31.6 1.3 20.2 100.0
그 외 32.1 26.2 1.8 39.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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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 플랫폼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고객과 플랫

폼업체를 통하지 않고 새로운 일거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42.3%로 나타났는데, 특히 IT 개발자, 디자인, 영상제작 편집직종에서 높게 나

타났고,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전문서비스, 단순작업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낮았다. 

 

[그림 2-17]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고객으로부터 중개 없이 일거리를 받은 경험 

 (단위: %)

주: 플랫폼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고객과 플랫폼업체를 통하지 않고 새로운 일거리를 받은 경험이 있

는 사람의 비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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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소결

이 장에서는 국내 주요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성장과 경영특성을 분석하

는 한편,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대형 노동플랫폼이 대표직종 등 

전문분야나 노동통제방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했다. 

디지털 노동플랫폼은 지역기반형 플랫폼과 웹기반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ILO(2021)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디지털 노동플랫폼의 수

가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웹기반형과 지역기반형 플랫

폼의 수는 2010년 142개에서 2020년 777개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온라인 웹기반 플랫폼은 3배 증가했으며, 택시 및 배달 플랫폼의 수는 

거의 1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ILO, 2021, pp. 46~47). 유럽연합 EU 

27개국에서 디지털 노동플랫폼의 총 규모는 2016년 30억 유로에서 2020년 140

억 유로에 이르기까지 5년간 약 다섯 배로 증가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디지털 노동플랫폼 경제의 약 4분의 3은 택시 및 배달 플랫폼이 차지한 것이

었고, 프리랜서, 마이크로 작업, 전문서비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에 비해

서 매우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경영방식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기반으로 한

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업과 다르다.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을수

록 소비자도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디지털 노동

플랫폼은 지역이나 부문 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립할 때까지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World Economic Forum, 2020, p7~8).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규모의 경제 추구는 독과점과 진입장벽의 설치로 귀결된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독점이 심화되면 소비자는 독점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

는 다른 곳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주어진 노동조건을 수용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노동기준이나 보호정책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의 규제 수준과 범위 등 공정거래질서의 성격에 따라 결

정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회사들은 크몽, 숨고, 오투

잡, 위시켓, 프리랜서 코리아, 원티드, 크라우드웍스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러한 기업들은 본 연구의 실태조사 응답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노동플랫폼(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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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이기도 하다. 2018년을 전후하여 주요 웹기반형 주요 노동플랫폼의 자산

규모가 팽창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채 증가와 대규모 투자, 당기순손실이 나타

났다. 노동플랫폼의 당기순손실은 광고 물량 공세 등으로 영업손실을 감수하

면서 사업확장을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영방식은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전형적인 몸집 불리기 전략으로, 대규모 투자와 광고비 지출을 통해

서 플랫폼노동자와 고객(소비자)의 동시적인 확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의 주요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이 특정 영역에 특화된 전문적 영역을 

다루고 있는가는 노동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위 1위에 해당하는 대형 

노동플랫폼은 등록한 업종과는 달리 전문분야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을 

보였다. 

A사가 등록한 업종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지만, A사가 다루

고 있는 사업 분야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A사의 사업분야는 디자

인, IT 프로그래밍, 마케팅, 영상·사진　음향, 번역·통역, 문서·글쓰기, 비즈

니스 컨설팅, 취업·입시, 운세·상담, 레슨·실무교육에서부터 상품 주문 제

작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개하는 일거리의 규모

도 다양하고, 일을 수행하는 단위도 개인, 팀 작업, 회사 등 다양하다. 

상위 1사나 상위 2~4사가 중개하는 직종이 특정한 직종에 머물지 않고 매

우 다각화되어 있었다. 상위 1사와 상위 2~4사는 모두 다양한 직종과 관련된 

일거리를 중개하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직종은 그 외 노동플랫폼을 이용하

는 비율이 63.5%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직종을 중개하는 전시형 플랫폼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수익의 원천은 데이터의 개발이나 생산이 아니고, 

데이터의 생산자와 이용자의 중개에서 창출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수익

의 원천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개 수수료, 데이터의 이용료, 광고 수익료 등

에서 발생한다. 대형 노동플랫폼의 경우에는 이들이 중개하는 누적 회원 수나 

누적 중개건수에 비교할 때 직접 고용하고 있는 노동력이 매우 적다는 특징을 

보인다. 

누적 거래건수 246만건, 누적 견적수 3,300만건에 달하는 A사와 B사가 직

접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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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기술 발전의 놀라운 성과이자, 동시에 노동의 미래에 던지는 걱정거리이기

도 하다. 대형 노동플랫폼은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데이터나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서 수백 만 건의 노동력 거래를 

성사시켜 수익을 창출한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

여 직종 유형과 플랫폼 유형별로 계약형태와 수수료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플

랫폼업체와 본인 사이에 중개업체(대행업체 또는 에이전시)가 있는 경우는 

16.1%에 달했으며,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는 38.7%로 나타났다. 일을 시작할 

때 플랫폼업체와 수수료, 수입, 업무내용, 근로시간(기간)에 대해서 명시적인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는 41.9%에 그쳤으며, 그 형태는 근로계약보다는 위탁

계약과 업무 관련 지침이 많았다. 

노동플랫폼은 이용자들에게 가입비(등록비)보다는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

다. 응답자들이 플랫폼업체에 가입하기 위해 가입비나 등록비를 지불한 경우

는 전체의 2.3%에 불과했으나, 플랫폼업체나 중개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전체의 36.0%로 나타났다. 

중개 수수료의 지불방식은 대부분이 정률방식으로 나타났는데, 건당 평균 

20.5% 내외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었으며, 디지털 콘텐츠 직종은 평균 31.1%

라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일거리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데, 플랫폼업체에 지불한 비용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25.5%였으며, 월평균 

비용 10만원 미만 26.5%, 10~20만원 14.8%, 30~50만원 15.5%, 50~100만원 

13.3%, 100만원 이상도 9.5%에 달했다. 

노동플랫폼이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에 부과하는 규율과 평가방식 등 노

동통제 방식과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살펴본 결과, 플랫폼업체가 정한 지시나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응답은 59.7%였으며, 수행한 플

랫폼 노동에 대해서 별점, 댓글을 포함하여 고객평가를 받는다는 응답은 전체

의 60.7%로 나타났다. 

고객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7.6%로 나

타났으며, 이들 중에서 낮은 평가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었다는 응답은 37.0%

로 나타났다. 고객평가에서 낮은 평가로 인한 불이익은 (플랫폼) 강제 탈퇴, 

계약 해지, 고객 감소, 수입 감소, 플랫폼에서 경고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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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어려

움은 보수 없이 추가적인 일을 했다(40.9%), 노출 순위를 조정당했다(31.5%), 

좋은 일감의 배당을 제한당했다(18.7%)는 응답이 많았으며, 낮은 평가로 일감

이 끊겼다(14.4%), 보수를 받지 못했다(12.4%), 계약해지(9.5%), 앱/웹의 일시 정

지 및 차단(8.2%), 모욕적 언행 및 성희롱(각각 7.6%, 2.8%)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는 보수 없이 추가적인 일을 했다는 응답과 노

출 순위 조정, 좋은 일감의 배당을 제한당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뚜렷하게 많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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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 분석  

제1절 머리말

이 장에서는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에 응답한 1,023명의 전체자료

를 이용하여 대표직종별로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의 정체성과 노동실태를 

분석했다. 먼저,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대표 직종 유형별 플랫폼 노동수행 

방식과 플랫폼 일거리 또는 일감의 특성을 분석하고, 성, 연령, 학력, 지역, 가

구특성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플랫폼 노동 이전의 주된 경제활동상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본인

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종사상 지위, 플랫폼 노동이 생계유지에서 차지하는 중

요성(주업/부업 여부), 플랫폼 노동을 하는 이유와 만족도를 분석했다. 마지막

으로,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의 수입과 노동조건을 살펴보기 위하여 플랫

폼 일의 수행방식, 노동기간과 노동시간, 플랫폼 일을 통한 평균 수입과 총수

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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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유형과 인적 속성

1. 대표 직종 유형별 일거리의 특성

본 연구에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거

리를 얻고 유급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노동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까지 온라인일 것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우리 사회의 일 문화의 

특성상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라 하더라도 직종 유형에 따라 서비스 제공방

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는데,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을 이용하

여 온라인으로 일감을 받더라도 종종 오프라인으로도 일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표 3-1> 앱이나 웹을 통해서 일거리를 받고 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방식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표 3-1>에 의하면,‘앱이나 웹을 통해서 일거리를 받고 고객을 만나지 않

고 온라인을 통해서 결과물을 제공한다’는 응답은 85.1%, ‘앱이나 웹을 통

해서 일거리를 받지만, 고객을 직접 만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응답은 4.2%,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10.7%에 이른다. 직종별로 보면 IT 개발자, 

디자인 계열, 디지털 콘텐츠, 단순작업 분야 종사자는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일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결과물을 
제공한다

고객을 직접 
만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
계 N

전 체 85.1 4.2 10.7 100.0 1,023 

IT 개발자 100.0 - - 100.0 170 

디자인 98.8 - 1.2 100.0 167 

영상 제작 편집 60.0 - 40.0 100.0 195 

디지털 콘텐츠 99.5 - - 100.0 219 

온라인 전문서비스 67.9 19.5 12.6 100.0 215 

단순작업 96.5 - 3.5 100.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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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구하기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이루어지지만, 영상제작 편집은 온라인 일감 

구하기부터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60%에 이르고, 나머지 40%

는 고객을 직접 만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통번역과 강사 등이 주를 이

루는 온라인 전문서비스 직종은 온라인상에서 일감 구하기부터 서비스 제공까

지 수행하는 경우는 67.9%, 온라인에서 일감을 구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우 19.5%,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는 응답이 12.6%에 이른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는 직종별로 소득 격차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대표 직종

과 구체적인 일감, 직업에 대한 질문을 구분하여 직종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설문 구성에서는 먼저 대표직종을 6개 직종으로 구분하여 지난 3개월간 

가장 작업량이 많았던 일감의 유형에 응답하도록 한 후, 일거리 또는 일감의 

내용을 별도로 주관식으로 기입하도록 했다. 또한 일감과 직종 구분의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해 플랫폼 일과 관련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직업을 응

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13)

전체적으로 대표 직종과 구체적인 일감, 본인의 직업은 일치하는 편인데, 경

우에 따라서는 여러 유형에 걸쳐 있는 직업 또는 직무도 있다. IT 개발자 직종

에 속하는 구체적인 직업은 DB 관리자, SW 개발자, 게임 프로그래머, 서버 관

리자, 앱 IT 개발자 등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통·번역, 회계, 행정·세무 법률지

원, 교육, 컨설팅, 강사 등 온라인 전문서비스(이하 전문서비스) 직종의 구체적인 

일감 및 일거리의 내용과 주관적인 직업도 다른 직종과 뚜렷이 구분된다. 

그런데 디자인 직종이나 영상 제작·편집 직종 유형은 디지털 콘텐츠 직

종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다양한 직무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이너와 포토샵 디자이너는 디자인 직종유형과 영상 제작·편집 직

종에 걸쳐있고, 사진작가, 웹 콘텐츠 전문작가는 디지털 콘텐츠 직종과 영상 

제작·편집 직종에 걸쳐있는 경우도 있다. 데이터입력, 엑셀, 녹취, 파일업로드 

등 컴퓨터로 하는 단순작업(마이크로 워크)의 일감은 음성 및 이미지 데이터 

분류, AI 학습을 위한 음성 및 녹취 정보 입력, 데이터 라벨링, AI 학습용 문

장 요약, 고객데이터 엑셀작업, SPSS 통계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13) 대표직종별 구체적 일감의 내용은 <부표 3-1>에서 <부표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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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플랫폼 일과 관련된 대표 직종과 직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대표직종 플랫폼 일과 관련된 본인의 주관적 직업

웹/앱 개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기술지원 계열 

(이하 IT개발자)

(N=170)

DBA(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 엔지니어, IT 개발자, SW IT 개발

자, 게임 프로그래머, 기획자, 데이터 모델러 & DBA, 머신 러닝 

엔지니어, 백엔드(서버) IT 개발자, 서버관리자, 소프트웨어 IT 개

발자(앱,웹,임베디드), 아트디렉터, 안드로이드 IT 개발자, 앱 IT 개

발자, 워드프레스 퍼블리셔, 웹 유지보수, 웹 퍼블리셔, 웹 프로그

래머, 웹엔지니어, 임베디드 시스템 프로그래머, 자바 IT 개발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풀 스텍 IT 개발자, 프론트 앤드

웹디자인, UI/UX 

디자인 등 디자인 계열

(이하 디자인) 

(N=167)

3D모델링 디자이너, CG디자이너, PPT 디자이너, UI/UX 디자이너, 

공간디자이너, 네이미스트,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브랜드 디자이

너, 사진영상제작자, 시각디자이너, 앱/웹 디자이너, 영상그래픽디

자이너, 웹 퍼블리셔, 웹 로고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출판편집 

디자이너, 캐릭터 디자인, 콘텐츠 디자이너, 포토샵 디자이너

유튜브, 동영상 제작 

및 편집

(이하 영상 제작 편집)

(N=195)

제작 PD, 광고 제작자, 구성 작가, 그래픽 디자이너, 기획작가, 동

영상 제작자, 동영상 편집가, 마케터, 영상 번역가, 사진작가, 영

상 제작/편집자, 영상디자이너, 영상촬영 및 편집, 영상촬영 감독, 

웹디자이너, 웹콘텐츠 전문작가, 유튜브 영상 편집자, 자막제작자, 

촬영작가, 콘텐츠 제작자, 편집 감독, 편집자, 포토그래퍼, 포토샵 

디자이너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레이터 창작 

등 디지털 콘텐츠

(이하 디지털콘텐츠)  

(N=219)

교정교열자, 기획 및 스토리 작가, 2D 디자이너, 2D 애니메이터, 

대필작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 만화가, 배경 어시스턴트, 소설

작가, 스토리작가, 애니메이션 촬영 아티스트, 애니메이터, 원고편

집자, 웹소설작가, 웹툰 및 일러스트레이터, 웹툰 배경제작, 웹툰 

보조작가, 웹툰 채색 어시스트, 웹툰작가, 이모티콘작가, 일러스트

레이터, 캐릭터 모델러, 캐릭터 디자이너, 콘셉트디자이너, 콘텐츠 

에디터, 콘텐츠제작자, 편집자

통·번역, 회계, 

행정·세무 법률지원, 

교육, 컨설팅, 강사 등 

온라인 전문서비스

(이하 전문서비스)

(N=215)

RA 컨설팅, SW강사, 과외강사, 관광통역, 교육 컨설턴트, 교육디

자인강사, 글쓰기강사, 논문교정가, 댄스강사, 동시통역사 및 전문

번역사, 링귀스트/tutor, 마케터, 번역/통역가, 세무사, 심리상담가, 

언어 강사, 영상번역가, 영어강사, 온라인강사, 웹툰번역가, 자막

번역, 작명가, 줄넘기 강사, 취업코치 멘토, 투어 가이드, 편집자, 

피아노레슨, 필라테스강사

데이터입력, 엑셀, 

녹취, 파일업로드 등 

컴퓨터로 하는 

단순작업

(이하 마이크로 워크)

(N=57)

e-book 편집, IT분석 보조, 녹음, 데이터 라벨러,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가공, 데이터수집가, 문서작성 및 편집, 성우 및 성우 지망

생, 소셜마케팅, 온라인마케터, 입력원, 자료정리, 전산관리직 및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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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 특성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여성비중은 58%로, 배달, 택시 등 남성이 집중

된 지역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와는 달리 여성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여성비율은 IT 개발자 직종에서는 21.2%에 불과한 반면, 디지털 콘텐츠 직종

의 75.5%, 온라인 전문서비스의 73.5%, 디자인 직종의 64.1%, 단순작업 유형의 

56.1%로 나타났다. 영상 제작 편집 유형에서는 49.7%로 남녀가 각 절반을 차

지했다. 

대표직종별로 성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

에서도 성별 직종분리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종별로 대표적인 

직업(주관적 직업)의 여성비율을 살펴보면([그림 3-2]참조), 웹 IT 개발자의 여

성 비율은 17.8%에 불과하지만, 앱/웹디자이너 및 편집다자이너, 웹툰작가, 일

러스트레이터, 번역가의 여성비율은 70~80%를 차지한다. 단순작업의 대표적인 

직업인 입력원의 여성비율도 66.7%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 웹기반형 취업자의 성별 분포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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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웹기반형 주요직업의 여성비율

주: 직종유형별 주관적 직업 응답자 빈도수 15개 이상에 한정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2. 연령별 특성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의 연령은 비 플랫폼 노동자나 지역기반형 플랫

폼 종사자에 비해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조사에 나타난 웹

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34.0세, 중위 연령은 32.0%로 일반 취업자

에 비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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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연령분포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그림 3-3]에 의하면,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연령은 20세~40세가 다수

를 차지하고 있으며, 40세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표 3-3> 참조), 평균연령은 통번역 직종 등 온라인 전문서비스 직종에서 높

은 35.8세로 가장 많았으며, 영상제작 편집 직종에서 32세로 가장 낮았다. 50

세 이상자의 비율은 전체 5.5%인데, 온라인 전문서비스와 단순작업 직종에서 

10% 이상으로 나타났고, 디자인 직종과 영상 제작 편집 직종에서는 2% 내외

로 낮았다.  

<표 3-3>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평균 연령 
 (단위:세,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직종유형 N 평균 중위수
50세 이상의 

비율

IT 개발자 170 35.6 35 5.9 

디자인 167 33.0 31 2.4 

영상 제작 편집 195 32.0 31 2.1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 219 33.5 31 4.1 

온라인 전문서비스 215 35.8 34 10.7 

단순작업 57 34.9 33 10.5 

전 체 1,023 34.0 3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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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력별 특성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에 청년층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학력

수준도 4년제 대졸 이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자료에서 학력별 분포를 보

면, 4년제 대졸 이상 66.6%, 전문대졸 17.5%, 고졸 14.7%, 중졸이하 0.2%로 나

타나고 있는데, 4년제 대졸 이상자의 비율은 온라인 전문서비스 85.6%, IT 개

발자 71.8%로 나타났으며, 단순작업에서도 그 비율이 66.7%로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콘텐츠와 영상 제작 편집 직종에서는 고졸자의 비율이 23% 수준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림 3-4]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학력별 분포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플랫폼 노동이 본인의 전공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관련 자격증의 소유 여

부를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플랫폼 노동이 본인의 학교 전공계열과 일치

한다는 응답은 47.8%, 외부 전문교육시설(학원 등)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비율

은 47.3%, 관련 자격증 취득자의 비율은 34.1%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IT 개

발자와 디자인 계열에서 교육과 자격증 취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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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플랫폼 일과 관련한 전공일치 및 자격증 취득 

 (단위: %)

주: 비율은 예, 아니오 중의 비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4. 지역별 특성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는 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주지

역의 제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거주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전체의 77.2%, 비수도권이 22.8%로 나타나

고 있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거주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42.7%, 경

기 28.0%, 인천 56.5%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 6.3%, 대구 2.8%, 

경남 2.3%의 순서를 보였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지역분포는 직종별로

도 큰 차이가 없는데, 비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은 IT 개발자, 디자인, 온라인 

전문서비스보다, 단순작업 유형에서 29.8%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전공계열과 

일치한다

외부 전문교육 
시설에서 교육을 

받았다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

전 체 47.8 47.3 34.1 

IT 개발자 54.1 59.4 52.4 

디자인 계열 54.5 56.9 53.3 

영상 제작 편집 등 33.8 42.1 18.5 

디지털 콘텐츠 52.1 37.9 11.9 

온라인 전문서비스 51.2 40.9 40.5 

단순작업 28.1 61.4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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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거주지역별 분포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5. 가구 특성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청년이 많기 때문에 가구 특성에서도 1인 가

구 비율이 높고, 본인이 가구의 주된 소득원이며, 15세 미만 유자녀 비율이 낮

다는 특징을 보였다.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으로 직종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

며, 본인을 제외하고 소득이 있는 가구원 수는 0.8명에 그쳤다. 1인 가구 비율

은 37.5%로 직종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15세 미만 자녀가 있는 비율(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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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남성비율이 높은 IT 개발자 직종에서 25.9%

로 높게 나타났다(<표 3-5> 참조). 

<표 3-5>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가구 특성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본인이 가계의 주된 생계책임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1.1%로(<표 

3-6> 참조), 남성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은 IT 개발자직종에서 높

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50.9%, 남성 75.1%가 가계의 주된 생계책임자라

고 응답했다. 남성은 IT 개발자, 디지털 콘텐츠, 단순작업 유형에서 생계책임

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IT 개발자 직종에

서 주된 생계책임자라고 응답한 사람이 63.9%로 나타났으며, 영상 제작 편집, 

온라인 전문서비스에서는 그 비율이 45% 내외로 낮았다. 

<표 3-6>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성별 가구주 비율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가구원 수
(명)

1인 가구
비율(%)

본인제외 소득이 
있는 가구원 수 

(명)

15세미만 
유자녀비율

(%)

전 체 2.4 37.5 0.8 16.6 

IT 개발자 2.4 38.8 0.6 25.9 

디자인 계열 2.3 37.1 0.8 15.0 

영상 제작 편집 등 2.5 36.9 0.9 12.8 

디지털 콘텐츠 2.5 35.2 0.9 12.3 

온라인 전문서비스 2.4 39.5 0.8 18.1 

단순작업 2.6 38.6 0.8 17.5 

전체 여성 남성

전체 61.1 50.9 75.1 

IT 개발자 80.6 63.9 85.1 

디자인 계열 62.3 59.8 66.7 

영상 제작 편집 등 52.3 45.4 59.2 

디지털 콘텐츠 60.3 51.5 85.7 

온라인 전문서비스 53.5 45.6 75.4 

단순작업 61.4 46.9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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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정체성

이 절에서는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는 누구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응답

자의 과거 경력과 현재 종사상 지위, 플랫폼 노동의 주업/부업 여부, 주관적 

숙련수준 등에 응답한 결과를 살펴본다. 

1. 플랫폼 노동 이전 주된 활동상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은 현재 취업자만이 아니라 비취업자를 노동시장으

로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플랫폼 

일을 시작하기 전 주된 활동상태를 살펴보면 [그림 3-6]과 같다. 전직 주된 활

동상태는 임금근로자 44%(정규직 24%, 비정규직 20%),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34%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전직 고용주는 0.4%에 그쳤다. 전직 비취업자 

상태에서 플랫폼 노동을 시작한 사람은 전체의 22%로 나타나고 있어 웹기반

형 플랫폼 노동이 비경제활동인구나 비취업자의 취업 유인 기능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을 시작하기 전의 비취업 유형을 보면 학생 10%, 

취업준비생 7%, 육아 및 가사 2%, 그 외 비취업자 3%로 나타났다.

[그림 3-6] 플랫폼 일을 시작하기 전 주된 활동상태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제3장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 분석  67

직종별로는 IT 개발자, 디자인 계열 직종에서 전직이 정규직이었던 사람의 

비율이 높았으며, 단순작업 유형에서는 전직이 비정규직이었던 사람이 많았다

(<표 3-7> 참조). 전직이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였던 사람은 디지털 콘텐

츠(48.4%), 온라인 전문서비스(36.7%), 영상 제작 편집 유형(34.4%)의 순서로 나

타났다. 

<표 3-7> 플랫폼 일을 시작하기 이전의 주된 활동상태(직종별)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표 3-8> 플랫폼 일을 시작하기 전 주된 활동상태(비취업자)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
1인 

자영업자
비취업자

전 체 24.1 19.9 0.4 33.5 22.0 

IT 개발자 42.9 20.6 1.8 22.9 11.8 

디자인 계열 38.9 21.6 0.0 24.6 15.0 

영상 제작 편집 등 14.9 22.1 0.0 34.4 28.7 

디지털 콘텐츠 13.2 14.6 0.5 48.4 23.3 

온라인 전문서비스 16.7 19.1 0.0 36.7 27.4 

단순작업 26.3 29.8 0.0 19.3 24.6 

　
전직 

비취업자(계) 
학생

육아 
가사

취업
준비생

그 외 
비취업자

전 체 22.0 9.8 2.1 6.7 3.4 

IT 개발자 11.8 6.5 1.2 2.4 1.8 

디자인 계열 15.0 5.4 0.6 6.6 2.4 

영상 제작 편집 등 28.7 13.8 1.0 7.7 6.2 

디지털 콘텐츠 23.3 8.7 1.4 9.1 4.1 

온라인 전문서비스 27.4 12.6 4.2 7.9 2.8 

단순작업 24.6 12.3 7.0 3.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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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비취업자에서 플랫폼 노동을 시작한 사람은 전체의 22.0%인데, 영상

제작 편집, 온라인 전문서비스, 단순작업,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 높게 나타

났고, IT 개발자와 디자인 계열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과거 학생에서 플랫폼노

동으로 유입된 사람은 영상제작 편집직종과 온라인 전문서비스, 단순작업 유

형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육아 가사 상태에서 유입된 사람도 단순작업 유형

에서 많았다. 

2. 플랫폼 노동의 주관적 종사상 지위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은 지역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에 비해서 자신

의 주관적 지위가 임금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다. 플랫폼 일과 관련하여 응답한 주관적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표 

3-9> 참조), 임금근로자 라는 응답은 21.3%, 개인사업자 라는 응답은 78.7%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개인사업자라는 응답은 디지털 콘텐츠(90.9%) 유형에서 가

장 높고, 단순작업 유형(66.7%)에서 가장 낮았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중에서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응답자의 비율은 18.6%에 그쳤다. 사업자 등록자의 

비율은 IT 개발자(40.5%)와 디자인 계열(29.8%)에서 뚜렷하게 높게 나타난다. 

<표 3-9> 주관적 종사상 지위 및 개인사업자 중 사업자 등록자의 비율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임금근로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중 
사업자 등록 비율

전 체 21.3 78.7 18.6 

IT 개발자 28.8 71.2 40.5 

디자인 계열 21.6 78.4 29.8 

영상 제작 편집 등 24.6 75.4 10.9 

디지털 콘텐츠 9.1 90.9 13.6 

온라인 전문서비스 21.4 78.6 8.9 

단순작업 33.3 66.7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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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일에 대한 소득세 납부형태를 보면(<표 3-10> 참조), 주관적 종사상 

지위에 대한 응답과 유사하다. 근로소득세를 낸다는 응답은 25.2%이고, 사업소

득세 44.7%, 둘 다 납부한다는 응답도 7.9%에 달했다. 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응

답은 디지털 콘텐츠와 IT 개발자 유형에서 많았으며, 근로소득세를 낸다는 응

답은 영상제작 편집 유형에서 많았다. 

<표 3-10> 플랫폼 일에 대한 소득세 납부형태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3. 플랫폼 노동의 주업 및 부업비율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의 생계유지에서 플랫폼 일이 주업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절반가량에 이른다. 먼저, 플랫폼 일이 주업이나 부업에 해당하는가, 또

는 가끔 하는 소일거리나 용돈벌이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본 결과(<표 3-11> 참

조), 주업 50.8%, 부업 19.2%, 가끔 하는 소일거리 또는 용돈벌이 30.0%로 나타

났다. 주업비율은 디지털 콘텐츠 73.1%, IT 개발자 53.%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

고, 소일거리 또는 용돈벌이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단순작업이 50.9%로 가장 높

고, 다음으로 온라인 전문서비스, 영상제작 편집 등에서 많았다.

　
근로
소득세

사업
소득세

둘 다 
납부

면세
신고 
안함

기타 모름

전 체 25.2 44.7 7.9 18.8 0.5 2.2 0.8 

IT 개발자 20.0 51.8 12.4 15.9 0.0 0.0 0.0 

디자인 계열 24.0 45.5 7.2 19.2 0.0 3.0 1.2 

영상 제작 편집 등 35.4 30.3 9.7 22.1 0.5 1.5 0.5 

디지털 콘텐츠 24.7 57.5 4.1 8.2 0.9 4.1 0.5 

온라인 전문서비스 20.9 41.9 6.5 26.0 0.9 1.9 1.9 

단순작업 28.1 31.6 10.5 28.1 0.0 1.8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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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생계유지에서 플랫폼 일의 중요성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플랫폼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표 3-12> 참조), 다

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3%로 나타났다.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디지털 콘텐츠(68.9%), 영상제작 편집(55.9%)에서 많았고, 다른 일을 한

다는 응답은 디자인계열에서 많았다. 다른 일을 한다는 응답자(45.7%) 중에서 

임금근로자로 직장을 다닌다는 응답과 플랫폼 노동이 아닌 자영업 또는 프리

랜서 일을 한다는 응답은 각각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표 3-12> 플랫폼 일 이외에 소득이 있는 다른 일에 종사하는가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주업 부업
가끔 하는 소일거리 

또는 용돈벌이

전체 50.8 19.2 30.0 

IT 개발자 53.5 25.3 21.2 

디자인 계열 47.9 21.0 31.1 

영상 제작 편집 등 45.6 18.5 35.9 

디지털 콘텐츠 73.1 10.5 16.4 

온라인 전문서비스 39.1 21.9 39.1 

단순작업 28.1 21.1 50.9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다른 일을 
한다

임금근로자로 
직장을 
다닌다

비 플랫폼 
자영업/프리

랜서

전 체 54.3 45.7 22.8 22.9 

IT 개발자 51.2 48.8 31.2 17.6 

디자인 계열 46.1 53.9 28.1 25.7 

영상 제작 편집 등 55.9 44.1 23.6 20.5 

디지털 콘텐츠 68.9 31.1 9.6 21.5 

온라인 전문서비스 48.8 51.2 20.5 30.7 

단순작업 47.4 52.6 38.6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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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다른 일을 하는 경우 수입이 많은 일은 무엇인가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소득이 있는 다른 일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수입이 많은 일이 다른 일

이라는 응답은 71.5%로 다수이고,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19.3%, 플랫폼 일

이 더 많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플랫폼 일의 수입이 더 적다는 응답은 

단순작업, 온라인 전문서비스 유형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 노동

이 부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플랫폼 일의 수입이 다른 일의 

수입보다 더 많거나 유사하다는 응답은 IT 개발자, 디지털 콘텐츠 유형에서 

많았다. 

4. 플랫폼 노동을 하는 이유와 만족도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플랫폼 노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근로

시간의 자율성과 생활비 등 수입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플랫폼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21.7%), 생활비 등 당장의 수입이 필요해서(20.7%), 일거리를 구하기 쉬워서

(14.8%), 수입에 만족해서(10.7%)의 순서로 나타났다([그림 3-7] 참조). 

　
플랫폼 일이 
더 많다

플랫폼 일이 
더 적다

둘 다 
비슷하다

계 N

전체 9.2 71.5 19.3 100.0 467 

IT 개발자 14.5 48.2 37.3 100.0 83 

디자인 계열 11.1 74.4 14.4 100.0 90 

영상 제작 편집 등 5.8 79.1 15.1 100.0 86 

디지털 콘텐츠 16.2 64.7 19.1 100.0 68 

온라인 전문서비스 4.5 80.0 15.5 100.0 110 

단순작업 0.0 90.0 10.0 10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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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플랫폼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1순위)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표 3-14> 플랫폼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직종별 1순위)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전체
IT 

개발자
디자인 
계열

영상
제작
편집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전문
서비스

단순
작업

수입에 만족해서 10.7 24.7 12.0 6.7 7.8 6.5 5.3 

일거리를 구하기가 쉬워서 14.8 15.3 13.2 15.4 11.4 18.6 14.0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20.7 19.4 21.6 18.5 24.7 16.3 31.6 

원하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9.4 7.6 7.8 7.7 10.5 11.6 12.3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5.0 5.9 4.8 7.7 5.0 3.3 0.0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해서
4.7 3.5 4.2 4.1 3.7 7.0 7.0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7.6 10.0 6.6 9.2 9.6 4.2 3.5 

일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21.6 12.4 26.9 23.6 18.7 27.0 17.5 

학업,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
3.2 0.6 2.4 6.7 0.9 4.2 7.0 

기타 2.3 0.6 0.6 0.5 7.8 1.4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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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일의 사유는 직종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근로시간의 자율성은 디자

인 계열, 온라인 전문서비스, 영상제작 편집 직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 

만족도는 IT 개발자 직종에서 높았다(<표 3-14> 참조). 1순위로 기타사유를 선

택한 응답자들은 플랫폼 일을 하는 이유로 부업으로 할 수 있어서, 장소에 구

애받지 않아서, 회사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코로나로 인한 실직 때문에 라

고 응답했다. 디지털 콘텐츠 직종은 특히 기타 사유(7.8%)에 대한 응답이 많았

는데, 그 사유를 보면 대체로 ‘본인이 원하는 일이고 꿈꾸었던 일인데, 이 직

종에는 플랫폼 일자리밖에 없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웹툰 직업군에는 

플랫폼을 통한 일자리(연재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플랫폼 일을 하는 이유가 근로시간의 자율성

과 수입 필요성 때문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다. 근로시간의 자율성, 일과 적성 및 흥미 일치, 일의 자율성과 권

한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반면, 수입의 적정성, 일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그림 3-8] 참조). 

[그림 3-8] 플랫폼 노동 만족도(전체) 
 (단위: %)

주: 5점 척도 평균값. 5에 가까울수록 만족, 1에 가까울수록 불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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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유형별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그림 3-9]와 같다. 

[그림 3-9] 직종별 플랫폼 노동 만족도 
 (단위: %)

주: 5점 척도 평균값. 5에 가까울수록 만족, 1에 가까울수록 불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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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자는 다른 유형에 비해 향후 일의 전망, 수입의 적정성, 일의 지속

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만족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디지털 콘텐츠 직종은 일

과 적성·흥미의 일치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일의 지

속성과 안정성, 작업환경, 노동강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디지털 콘텐

츠 직종의 불만은 온라인 전문서비스 직종은 물론 단순작업 직종의 만족도에

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웹툰 웹소설 작가는 창작 열정을 가지고 있으나, 직종 자체가 플랫폼 노동직

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강도, 고용불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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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수입과 노동방식

1. 플랫폼 일의 수행 방식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얻는 일거리의 규모는 작

은 일감이 다수였다([그림 3-1] 참조). 큰 프로젝트나 일거리를 통째로 받아서 

수행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21.3%였고, 규모가 작은 부분적 작업이나 작은 일

감을 받아서 수행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78.7%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디지털 

콘텐츠 직종과 IT 개발자 직종에서 큰 일거리를 받는다는 응답이 각각 38.4%

와 30.6%로 나타났으며, 영상제작 편집, 온라인 전문서비스, 단순작업의 경우

에는 각각 20.4%, 12.8%, 7.0%에 그쳤다. 

[그림 3-10] 플랫폼을 이용하여 얻는 일거리의 규모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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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일거리를 수행하는 방식을 보면(<표 3-15> 참조), 주로 팀을 이루어 

작업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14.0%이고, 주로 혼자 작업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71.8%였다. 그때그때 다르다는 응답도 14.2%로 나타났는데, 혼자 작업하거나 

필요에 따라 팀을 이루기도 하는 경우이다. 팀작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노

동플랫폼에 사업체로 등록해서 일한다는 비중은 38.9%로 나타났다. 사업체로 

등록해서 일하는 경우는 디자인 계열, IT 개발자, 영상제작 편집 유형에서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디지털 콘텐츠나 온라인 전문서비스 유형에서

도 20% 대로 나타났다. 단순작업 유형에서는 노동플랫폼에 사업체로 등록해서 

일한다는 응답자가 없었다. 

<표 3-15> 플랫폼 일거리를 수행하는 방식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는 지난 1년간 지역기반형 플랫폼 노동이나 전자

상거래 등을 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6> 참조). 배달, 택배, 운

전, 이사, 심부름 등 운송 관련 일을 수행한 경우는 전체 웹기반형 노동자의 

7.2%로 나타났는데, 영상제작 편집 유형의 16.9%, 단순작업 유형의 19.3%였다. 

가사, 육아도우미, 청소, 간병,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을 수행한 경험은 이보

다 적은 1.5%에 그쳤으며, 단순작업 유형에서 7.0%로 나타났다. 온라인 상품 

판매 등 전자 상거래를 수행한 경험은 이보다 많은 13.2%로 나타났는데, 역시 

　 플랫폼 일의 주된 수행방식 팀 작업의 경우 

　
주로 혼자 
작업하는 편

주로 팀을 
이루어 

작업하는 편

그때그때
다르다

팀 작업 
응답자 
수

플랫폼에 
사업체로 
등록

전체 71.8 14.0 14.2 288 38.9 

IT 개발자 49.4 27.6 22.9 86 45.3 

디자인 계열 67.7 14.4 18.0 54 50.0 

영상 제작 편집 등 74.4 12.3 13.3 50 44.0 

디지털 콘텐츠 71.2 16.0 12.8 63 27.0 

온라인 전문서비스 86.0 5.1 8.8 30 23.3 

단순작업 91.2 3.5 5.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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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작 편집 유형 21.5%와 단순작업 유형에서 26.3%로 높았다.  

<표 3-16>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가 지난 1년간 지역기반형 플랫폼 일 등을 한 경험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그 외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 올해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서

비스를 제공한 사람은 전체 1,023명 중 18명으로 전체의 1.8%에 그쳤다. 그들 

중 14명은 온라인 전문서비스 직종이고, 디지털 콘텐츠 2명, IT 개발자와 디자

인 계열이 각 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로 이용한 해외 플랫폼의 명칭은 

Proz.com(9명), 업워크(4명) 그 외 Gengo, 웨퀴, 욱비(태국), 위챗, 텐센트 등이 

각 1명으로 나타난다. Proz.com(9명)과 업워크(4명)를 이용한 사람들이 플랫폼 

일로 얻은 총수입 중에서 해외 플랫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서 100%

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2. 플랫폼 일의 노동기간과 근로시간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플랫폼 노동을 수행한 경력은 평균 3.1년으로 

나타났다(<표 3-17> 참조). 디지털 콘텐츠 유형이 평균 4.1년으로 가장 길었고, 

영상제작 편집유형과 단순작업 유형에서 각각 2.6년과 1.9년으로 짧았다. 경력

구간으로 보면, 1년 미만의 비율을 19.3%였으며, 5년 이상도 18.6%였다. 1년 

　
배달배송, 택배, 

운전, 이사, 심부름 
등 운송 관련 일

가사 육아도우미, 
청소, 간병,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

온라인 상품 판매 
등 전자상거래

전체 7.2 1.5 13.2 

IT 개발자 0.0 0.0 2.4 

디자인 계열 0.0 0.0 3.6 

영상 제작 편집 등 16.9 1.0 21.5 

디지털 콘텐츠 6.4 1.8 16.9 

온라인 전문서비스 7.4 2.3 14.4 

단순작업 19.3 7.0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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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이 많은 직종은 단순작업 유형(33.3%)이고, 5년 이상이 많은 직종은 디지

털 콘텐츠 직종으로 30.1%에 달했다. 

<표 3-17> 플랫폼 일의 경력과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의 경력 (년)

 (단위: %, 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지난 3개월간(90)일간 플랫폼 노동일에 대해서는 60일 이상이라는 응답은 

23.8%, 45~59일이라는 응답은 8.2%로 나타났다(<표 3-18> 참조). 60일 이상 일

했다는 응답은 최소한 정규적 일을 하는 임금근로자의 노동일과 유사한 수준

인데,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는 49.3%가 여기에 해당하고 있었으며, 단

순작업 유형은 8.8%에 그쳤다. 90일 중에서 10일 미만으로 일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32.4%로 나타났으며, 단순작업 유형에서 42.1%로 나타났다. 이들은 플

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1~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계
년

(평균)

전체 
플랫폼 
일을 
시작한 
경력

전체 45.1 17.1 18.6 100.0 3.1 

IT 개발자 46.5 11.8 21.2 100.0 3.2 

디자인 49.7 18.0 16.2 100.0 3.1 

영상 제작 편집 50.8 17.4 9.7 100.0 2.6 

디지털 콘텐츠 32.0 26.9 30.1 100.0 4.1 

온라인 전문서비스 45.6 14.0 17.7 100.0 3.0 

단순작업 56.1 3.5 7.0 100.0 1.9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의 
경력

전체 50.9 11.3 7.7 100.0 2.1 

IT 개발자 50.0 8.2 10.6 100.0 2.3 

디자인 58.7 12.0 5.4 100.0 2.1 

영상 제작 편집 50.8 12.8 4.1 100.0 1.8 

디지털 콘텐츠 47.9 14.2 12.3 100.0 2.5 

온라인 전문서비스 47.9 11.6 7.9 100.0 2.1 

단순작업 54.4 1.8 0.0 100.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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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지난 3개월(90일)간 플랫폼 일을 약 며칠 정도 했는가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3개월간 45일 미만으로 일한 주된 이유는 일

거리가 없어서(40.2%), 일하고 싶을 때만 했기 때문에(27.2%),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17.5%),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13.2%)의 순서로 나타났다. 일거리

가 없어서 라는 응답은 디지털 콘텐츠 유형과 온라인 전문서비스 유형에서 많

았으며, 일하고 싶을 때만 했기 때문에 라는 응답은 IT 개발자 유형에서 많았

다. 디지털 콘텐츠 직종의 응답은 기타사유가 6.3%로 나타났는데, 기타 사유에 

대한 개방형 응답을 보면, 일의 기간이 정해져 있었거나, 일의 종료 후에 휴식 

등의 사유를 제시했다.  

<표 3-19> 지난 3개월(90일) 중에서 45일 미만으로 일한 주된 이유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일거리가 
없어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고 싶을 
때만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기타 계

전체 40.2 13.2 27.2 17.5 1.9 696 

IT 개발자 27.3 19.1 33.6 19.1 0.9 110 

디자인 39.3 12.6 28.9 17.8 1.5 135 

영상 제작 편집 39.9 18.1 26.8 14.5 0.7 138 

디지털 콘텐츠 46.9 4.2 18.8 24.0 6.3 96 

온라인 전문서비스 45.2 10.1 27.4 16.1 1.2 168 

단순작업 42.9 16.3 24.5 14.3 2.0 49 

　
10일 
미만

1-29일 30-44일 45-59일 
60일 
이상

계

전체 32.4 23.6 12.1 8.2 23.8 100.0 

IT 개발자 28.8 23.5 12.4 7.1 28.2 100.0 

디자인 33.5 30.5 16.8 6.0 13.2 100.0 

영상 제작 편집 34.9 26.2 9.7 13.8 15.4 100.0 

디지털 콘텐츠 25.1 11.0 7.8 6.8 49.3 100.0 

온라인 전문서비스 36.7 27.0 14.4 7.9 14.0 100.0 

단순작업 42.1 29.8 14.0 5.3 8.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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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노동일에 대한 응답은 <표 3-20>에 나타나 있다. 2

주 이내로 일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47%로 나타났으며, 3주 이상 일했다는 응

답은 20.3%로 나타났다. 2주 이내 일했다는 응답은 온라인 전문서비스와 단순

작업 유형에서 각각 66.5%와 68.4%로 나타났으며, 이들 직종에서는 3주 이상 

일했다는 응답은 각각 9.3%와 3.5%에 그쳤다. 이와 달리 디지털 콘텐츠 직종

은 3주 이상으로 일했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았으며, 월평균 노동일도 

20일로 나타나고 있고 노동일이 가장 길었다.

<표 3-20> 지난 3개월간 월평균 노동일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의 월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22.2시간(중위

값 15시간)으로 나타났다(<표 3-21> 참조). 근로시간 구간별로는 1~14시간이 

절반(49.6%)에 이르고 있었으며, 15~35시간 24.8%, 36~44시간 11.2%로 나타났

다. 정규 임금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긴 주당 45시간 이상자의 비율은 전체 

14.5%로 나타났는데, 주당 7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시간도 4.4%에 달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직종유형에서는 주당 7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

이 17.0%로 나타났는데, 이 직종 유형에서 주당 근로시간의 최대값은 100시간 

5명, 90시간 5명, 84시간 3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적지 않은 수가 장시간 노동

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전문서비스와 단순작업 유형에서

는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 미만이 각각 64.7%와 70.2%로 나타나고 있어, 

직종유형에 따라 근로시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일 7~14일 15~21일 22~31일 평균값 중위값

전체 23.2 23.8 32.7 20.3 14.4 15.0 

IT 개발자 14.1 20.6 43.5 21.8 15.9 18.0 

디자인 24.0 24.0 38.9 13.2 13.6 15.0 

영상 제작 편집 27.7 26.7 33.3 12.3 12.9 12.0 

디지털 콘텐츠 11.0 13.2 28.8 47.0 19.9 20.0 

온라인 전문서비스 34.4 32.1 24.2 9.3 10.8 10.0 

단순작업 36.8 31.6 28.1 3.5 10.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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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주당 근로시간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3. 플랫폼 일의 수입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의 월평균 순수입(수수료, 장비사용료 등을 제외

한 월평균 세후 순수입)은 전체 148만원이고, 월평균 순수입이 총수입중 차지

하는 비중은 약 70%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3-22>). 월평균 순수입은 직종별

로 다른데, IT 개발자가 22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디지털 콘텐츠 직

종이 21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과 영상제작 편집은 130만원 수준 내

외이고, 온라인 전문서비스와 단순작업은 1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수입이 월평균 총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디지털 콘텐

츠(81.9%), 영상제작 편집(70.3%), IT 개발자직종(68.3%)의 순서이다. 

　
1~14
시간

15~35
시간

36~44
시간

45~69
시간

70~100
시간

평균값 중위값

전체 49.6 24.8 11.2 10.1 4.4 22.2 15.0 

IT 개발자 41.2 18.2 22.9 14.7 2.9 26.8 30.0 

디자인 54.5 26.9 13.2 4.2 1.2 17.8 10.0 

영상제작 편집 45.1 32.8 14.4 7.7 0.0 20.3 16.0 

디지털 콘텐츠 36.2 18.8 6.9 21.1 17.0 34.4 30.0 

온라인 전문서비스 64.7 26.0 4.2 4.7 0.5 14.2 8.0 

단순작업 70.2 28.1 1.8 0.0 0.0 11.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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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월평균 플랫폼 노동 순수입과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만원,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성별로 플랫폼 노동 순수입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남성 169만원, 여성 133

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그림 3-11] 참조). 동영상 제작 편집유형과 디자인 유

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성별 근로소득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디자인 유형의 순수입 평균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이지만, 영상 제작 편집 

유형에서는 여성의 순수입 평균이 남성을 상회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의 플랫폼 노동수입은 근로시간의 격차와 마찬

가지로 고수익과 저수익으로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값은 의미가 없다.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수입의 분포를 보면, 전형적인 소득 양극화의 모습을 보

인다([그림 3-12] 및 <표 3-23> 참조).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의 비율은 전체

의 12.6%로 나타나는 반면, 월 500만원 이상자의 비율도 12.2%로 적지 않다. 

대부분의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은 50~350만원 구간에서 나타났는데, 직종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비율이 많은 직종도 있다. 월평균 1000만

원 이상자는 약 8명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최대값은 1500만원), 그들은 모두 디

지털 콘텐츠 직종에 속해 있었다. 

직종별
플랫폼 노동으로 번 
월평균 수입(세후)

플랫폼 노동으로 번 
수입을 포함한
월평균 총수입

총수입
비율

전체 148 238 70.0

IT 개발자 221 349 68.3

디자인 131 243 63.7

영상 제작 편집 131 213 70.3

디지털 콘텐츠 210 259 81.9

온라인 전문서비스 79 167 65.9

단순작업 69 174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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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직종유형별 여성비중과 성별 임금평균값
(단위: 만원,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그림 3-12] 플랫폼 월평균 순수입과 총수입의 분포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월평균 플랫폼 노동수입의 성별 분포(<표 3-23> 참조)를 보면, 여성이 남성

에 비해 저소득 비중이 높고 고소득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월평균 50

만 미만의 비중은 남성 7.7%, 여성 16.2%에 달하고 있으며, 500만원 이상 고소

득의 비중은 남성 18.1%로 여성 7.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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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월평균 플랫폼 순수입의 성별 분포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직종유형별로 플랫폼 노동 순수입의 분포를 살펴보면(<표 3-24> 참조), 소

득 양극화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IT 개발자 직종은 50만원 미만 비중이 4.1%

에 불과하고 500만원 이상의 비중이 30.6%로 가장 높다. 디자인 직종과 디지

털 콘텐츠 직종도 50만원 미만의 비중은 각각 7.2%와 10.0%로 낮은 편이며, 

500만원 이상의 비중은 각각 10.2%와 15.1%에 달했다. 영상제작 편집, 온라인 

전문서비스와 단순작업은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비율의 다른 직종에 비해 

높고, 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월 100만원 미만

의 비중은 IT 개발자와 디지털 콘텐츠 유형에서는 29% 내외로 나타났으며, 디

자인과 영상제작 편집 직종에서는 각각 47.9%와 44.6%, 단순작업과 온라인 전

문서비스에서는 각각 63.5%와 67.0%로 높게 나타났다. 

남자 여자 전체

50만원 미만 7.7 16.2 12.6

50-100만원 18.6 22.3 20.7

100-200만원 10.2 11.5 10.9

200-250만원 15.8 15.5 15.6

250-350만원 17.7 18.2 18.0

350-500만원 11.9 8.4 9.9

500만원 이상 18.1 7.9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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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월평균 플랫폼 순수입의 직종별 분포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개인의 월평균 총수입 중에서 플랫폼 노동으로 벌어들인 순수입이 차지하

는 비중은 25% 미만 19.5%, 25~50% 12.0%, 50~75% 9.7%, 75% 이상이 58.9%로 

나타났다(<표 3-25> 참조). 플랫폼 수입이 100%를 차지하는 경우는 전체의 

54.5%로, 플랫폼 수입이 유일한 수입원인 사람이 절반이 넘었다. 플랫폼 수입

이 유일한 수입원인 사람은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 70%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상제작 편집(55.4%)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에서는 46~49% 내외로 나타났다. 

<표 3-25> 월평균 총수입 중 플랫폼노동 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IT 
개발자

디자인
영상 
제작 
편집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전문
서비스

단순
작업

전체

50만원 미만 4.1 7.2 10.3 10.0 24.2 28.1 12.6

50-100 13.5 15.0 22.6 20.1 28.8 24.6 20.7

100-200 9.4 13.8 12.3 11.0 9.8 7.0 10.9

200-250 12.4 21.0 16.4 21.0 10.2 7.0 15.6

250-350 13.5 19.8 22.6 17.8 16.3 17.5 18.0

350-500 16.5 13.2 10.8 5.0 6.0 10.5 9.9

500만원 이상 30.6 10.2 5.1 15.1 4.7 5.3 1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만원 
미만의 %

29.4 47.9 44.6 28.8 67.0 63.2 45.0

IT 
개발자

디자인
영상 
제작 
편집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전문
서비스

단순
작업

전체

1~25% 19.0 25.8 20.0 9.9 22.3 26.3 19.5

25~50% 14.9 12.9 11.3 6.6 14.4 14.0 12.0

50~75% 10.1 9.2 9.7 9.9 9.3 10.5 9.7

75~100% 56.0 52.1 59.0 73.7 54.0 49.1 5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51.8 46.0 55.4 70.0 48.8 47.4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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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소득 계층별 근로시간의 분포를 보면, 저소득계층일수록 근로시간

이 짧고, 고소득계층일수록 근로시간이 길다(<표 3-26> 참조). 월수입 5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78.3%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으며, 월수입 500만원 이

상 소득계층에서는 주당 45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24.0%에 달했다. 한

편,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35.2%

에 달했는데, 직종별로는 IT 개발자가 많았다. 이와 달리 주당 45시간 이상으

로 일하면서 소득이 100만원 미만은 사람도 8.8%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대부

분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 속해 있었다. 

<표 3-26> 플랫폼 노동 소득계층별 근로시간의 분포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1~14 
시간

15~35
시간

36~44
시간

45시간
이상

전체 N

50만원 미만 78.3 19.4 1.6 0.8 100.0 129

50~100만원 54.2 28.8 9.0 8.0 100.0 212

100~200만원 37.5 28.6 11.6 22.3 100.0 112

200~~250만원 46.9 17.5 14.4 21.3 100.0 160

250~350만원 48.1 29.5 7.7 14.8 100.0 183

350~500만원 41.6 22.8 21.8 13.9 100.0 101

500만원 이상 35.2 24.0 16.8 24.0 100.0 125

전체 49.6 24.8 11.2 14.5 100.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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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실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인적 속성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여성비중은 58%로, 지역기반형에 비해 여성비

율이 높았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에서도 성별 직종 분리현상이 확인되는

데, 직종별 여성비중은 IT 개발자 직종에서는 21.2%였지만, 디지털 콘텐츠 직

종 75.5%, 온라인 전문서비스 직종 73.5%, 디자인 직종의 64.1%로 나타났다. 

연령별 특성도 일반 노동자나 지역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에 비해 청년층이 많

았고, 학력수준도 4년제 대졸 이상이 66.6%로 다수를 차지했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거주지역은 수도권 77.2%, 비수도권 22.8%로 수

도권 집중이 나타났다. 가구특성을 보면 청년이 많아서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가구의 주된 소득원이며, 15세 미만 유자녀 비율이 낮다는 특징을 보였다.

(2)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정체성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가 플랫폼 일을 시작하기 이전의 주된 경제활동상

태를 보면, 임금근로자 44%,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34%의 순서로 나타

났으며, 전직 비취업자 상태에서 플랫폼 노동을 시작한 사람은 전체의 22%로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의 주관적 종사상 지위를 보면, 지역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에 

비해서 자신의 주관적 지위가 자영업자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다. 자

신이 플랫폼 일과 관련하여 임금근로자라는 응답은 21.3%, 개인사업자라는 응

답은 78.7%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개인사업자라는 응답은 디지털 콘텐츠

(90.9%) 유형에서 가장 높고, 단순작업 유형(66.7%)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응답자의 비율

은 18.6%에 그쳤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의 생계유지에서 플랫폼 일이 주업에 해당한다

는 응답은 절반가량에 이른다. 플랫폼 노동이 주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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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콘텐츠 직종에서 높았고, 소일거리 또는 용돈벌이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단

순작업 직종에서 많았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플랫폼 노동을 하는 이유는 일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생활비 필요, 일거리를 구하기 쉬워서, 수입에 만

족하기 때문이라는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만족도는 근로

시간의 자율성, 일과 적성 및 흥미 일치, 일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해서는 높았

지만, 수입의 적정성, 일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는 낮았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직종은 다른 직종과는 달리 일과 적성·흥미의 일치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일의 지속성과 안정성, 작업환경, 무엇보다도 노동강

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3) 플랫폼 노동수입과 노동조건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지역기반형 플랫폼 노동에 종사한 경우도 있

는데, 배달, 택배, 운전 등 운송관련일 7.2%, 가사 육아도우미, 청소 등 돌봄 

노동 1.5%로 나타났다. 그 외 온라인 상품 판매 등 전자 상거래도 13.2%로 나

타났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은 18명으로 전체의 1.8%에 그쳤다. 

플랫폼 노동을 시작한 경력은 평균 3.1년으로 나타났으며, 3년 미만이 

63.4%로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3개월간 플랫폼 노동일은 60일 이상이 23.8%, 

10일 미만도 32.4%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월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22.2시

간(중위값 15.0시간)으로 일반 노동자에 비해서 짧았다.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이 49.6%였으나, 주당 45시간 이상으로 일한 사람도 14.5%에 달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는 주당 45시간 이상으로 일한 사람이 51.4%로 

절반을 넘었고, 70~100 시간 사이도 17.0%에 달하고 있어 장시간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의 월평균 순수입(수수료, 장비사용료 등을 제외

한 월평균 세후 순수입)은 평균 148만원이고, 순수입이 총수입 중 차지하는 비

중은 약 70% 수준이었다. 월평균 순수입은 직종별로 다른데, IT 개발자, 디지

털 콘텐츠로 각각 200만원을 넘었으나, 디자인과 영상제작 편집은 130만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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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이고, 온라인 전문서비스와 단순작업은 평균 70만원대의 수입을 얻는 것으

로 나타났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에서도 성별 소득격차는 남성 169만원과 여성 133

만원 수준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동영상 제작 편집유형과 디자인 유형을 제

외한 모든 유형에서 성별 근로소득 격차가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저

소득 비중이 높고 고소득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수입의 분포를 보면, 소득 양극화의 모습을 보인다. 

월평균 순수입 50만원 미만의 비율이 12.6%로 나타나는 반면, 월 500만원 이

상자의 비율도 12.2%로 적지 않았다. 직종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의 비율이 많은 직종은 IT 개발자 직종에서 30.6%,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 

15.1%로 나타났다. 

저소득계층일수록 근로시간이 짧고, 고소득 계층일수록 근로시간이 길었

다. 월수입 50만원 이하 소득계층의 78.3%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으며,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당 45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경우가 24.0%

에 달했다.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35.2%였는데, IT 개발자가 다수였다. 반대로 주당 45시간 이상으로 일하면서 

소득이 100만원 미만은 사람은 8.8%였는데, 대부분이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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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소득 결정요인

제1절 머리말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플랫폼 노동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했다. 먼저, 어떤 응답자들이 생계유지에서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삼

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주업, 부업, 그 외 소일거리로 구분하여 플랫폼 노동수

입과 플랫폼 근로시간을 살펴보았다. 또한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동플

랫폼의 유형별로 플랫폼 노동소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는 기술통계에서 

나타난 이러한 요인들이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웹기반형 플랫폼 노

동소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주된 분석 이슈는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소득에서도 성별, 학력별 지역별, 직종별 소득격차나 주

업 여부, 노동플랫폼의 유형에 따라 소득격차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다

음으로 플랫폼 노동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소득분위에 따라 고소득계

층과 저소득계층에서 서로 다른 효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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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주업과 근로소득

1. 주업 여부 및 플랫폼 유형과 근로소득

실태조사에서 플랫폼 일이 본인의 생계유지에서 주업에 해당한다고 응답

한 비율은 전체의 50.8%이고, 부업이라는 응답은 19.2%, 가끔 하는 소일거리 

또는 용돈벌이라는 응답은 30.0%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플랫폼 노동이 

주업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자

영업을 하고 있거나 임금근로자로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

영업 일을 병행하는 사람의 35.5%, 임금근로를 병행하는 사람의 6.4%가 웹기

반형 플랫폼 노동이 주업이라고 응답했다. 

<표 4-1>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이 생계유지에서 주업/부업 여부

(단위: %, 명)

주1) 원 설문항목은 자영업 혹은 디지털 플랫폼(앱/웹)을 이용하지 않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플랫폼 노동이 주업, 부업, 소일거리 또는 용돈벌이에 해당한다는 응답과 

플랫폼 노동시간 및 플랫폼 노동소득과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4-2>에 나타나 있다.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이 주업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4시간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큰 차이가 없

었으며, 월평균 노동소득이 부업이나 소일거리로 일하는 사람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웹기반 플랫폼 노동소득이 본인의 총수입에서 차지하

전체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임금근로자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1)

주업이다 50.8 75.9 6.4 35.5

부업이다 19.2 - 47.6 36.3

가끔 하는 소일거리 
또는 용돈벌이

30.0 24.1 45.9 28.2

계 100.0 100.0 100.0 100.0

N 1,023 556 233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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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율은 90.2%로, 부업 36.6%, 가끔 하는 소일거리 또는 용돈벌이 57.0%와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다. 

<표 4-2> 주업/부업별 근로시간, 플랫폼 노동소득,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표 4-3>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이용 플랫폼 유형별 주업 비율

 (단위: %, 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동플랫폼의 유형별로 주업

비율을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노동플랫폼의 유형은 웹기반형 노동실태조

사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1사, 상위 2~4사, 

그 외 노동플랫폼과 비 노동플랫폼14)으로 구분했다. 그에 따르면 노동플랫폼 

14) 웹기반형 종사자들이 기업형태의 노동플랫폼 이외에도 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하여 일감

을 받는 사례가 발견되는데, 이 들 중에서 노동플랫폼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례를 비 노동플랫폼으로 구분했다.

N
주당 평균 

근로시간(시간)
월평균 플랫폼 
노동 소득(만원)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업이다 520 40.4 211.0 90.2

부업이다 196 24.4 110.8 36.6

가끔 하는 
소일거리 또는 

용돈벌이
307 21.8 64.5 57.0

전체 1,023 31.8 148.1 70.0

주업 부업
가끔 하는 

소일거리 또는 
용돈벌이

계 N

상위 1사 44.9 22.2 33.0 100.0 352

상위 2~4사 40.8 20.6 38.6 100.0 228

그 외 노동플랫폼 61.9 15.8 22.3 100.0 386

비 노동플랫폼 52.6 17.5 29.8 100.0 57

전체 50.8 19.2 30.0 100.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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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주업과 부업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1~4사 

이용자의 주업비율은 40.8~44.9%인데 그 외 노동플랫폼에서는 52.6%, 비 노동

플랫폼에서는 52.6%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 5위 이하의 시장 점유율이 낮은 

플랫폼들이 전문성이나 특정한 숙련을 가진 프리랜서들이 사용하는 상위1~4사

에 비해 오히려 전문화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노동플랫폼 유형별 월평균 플랫폼 노동소득을 보면([그림 4-1] 참조), 상위 

1사나 상위 2~4사 이용자들의 소득수준이 약 120만 내외이고, 비 노동플랫폼 

이용자의 소득수준이 118만원 수준인데, 그 외 노동플랫폼 이용자의 수입은 

약 194만 원 수준으로 상위 1~4사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15) 이는 특정한 숙

련을 가진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은 상위 1~4사가 아닌 그 외 노동

플랫폼에 집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4-1]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이용 플랫폼 유형별 월평균 플랫폼 노동소득 

(단위: 만원, 명)

자료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15) 제2장에서 노동플랫폼의 특화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 응답자들이 이용하는 107

개 플랫폼의 기업정보를 확인하고 그중 49개사의 정보를 취합했으나, 매출액 등의 시장

지배력 순위와 특화 분야를 일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음을 밝혀둔다. 다만 그중 매출

액 순위가 높은 상위 1~2위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의 응답 순위

와 일치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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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과 주요 변수의 설명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플랫폼 노동소득에 미치는 요인분석에서는 플

랫폼 종사자의 인적 속성이나 작업의 속성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직종 유형이나 소속되어 있는 노동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웹기반형 플랫

폼 종사자 간에도 근로소득의 격차가 발생하는가를 분석했다.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은 ‘지역’이라는 공간적 지리적 위치를 뛰어넘어 

일자리를 중개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성이나 연령, 학력 등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웹기반

형 플랫폼 노동시장에서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성, 연령, 학력, 지역

별 근로소득 격차가 완화되거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

인하고자 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플랫폼 노동소득을 종속변수로 근로소득 회귀분석

을 수행했다. 여기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지난 3개월간 플랫폼 노동소득(비용

을 제외한 세후 순수입)의 평균값에 로그를 취한 값이다. 독립변수로는 성, 연

령, 자녀, 학력 등 인적 속성과 관련된 변수, 주당 근로시간, 플랫폼 노동의 경

력 및 일의 특성, 대표 직종 유형, 노동플랫폼의 특성 등으로 독립변수를 구성

했다(<표 4-4> 참조). 

각 독립변수의 영향이 플랫폼 노동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OLS 모형으로 분

석한 이후, 이러한 효과가 저소득 계층과 고소득 계층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를 살펴보기 위해서 무조건 분위 회귀모형(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을 

사용했다. 

임금 또는 근로소득 격차를 다룬 기존 연구들의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최

소자승법(OLS)에 의한 근로소득 회귀분석으로부터 출발하는데, OLS모형에서는 

근로소득 분포의 평균(mean)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변수와 같이 종속

변수가 정규분포가 아니거나 이상치가 많은 집단에서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과

소 추정하거나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분위회귀모형은 근로소득 

분위에 대한 설명변수의 한계효과가 저소득 계층이나 중간소득 계층, 고소득 

계층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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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주요변수의 설명 

16) 이에 대해서는 김계숙․민인식(2013), 정이환(2015), 피르포․포틴․르뮤(2009) 등을 참조.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변수 로그 노동수입 지난 3개월 플랫폼 노동 월평균 순수입의 로그값 

인적
속성과 
근로시간 
변수

여성 여성
연령 연령
가구주 가구주(가구의 주된 생계책임자) 여부
유자녀 15세 미만 자녀 여부

고졸 이하 고졸이하면 1, 아니면 0
전문대졸 전문대졸이면 1, 아니면 0
4년제 대졸 4년제 대졸이상이면 1, 아니면 0
전공일치 학교 전공분야와 일치하면 1, 아니면 0

로그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의 로그값
수도권 거주 거주지가 수도권이면 1, 아니면 0

경력 및 
일의 
특성 
변수

자격증 소지 플랫폼 일 관련 자격증 취득자이면 1, 아니면 0
플랫폼 노동경력 플랫폼 노동을 시작한 경력(개월)

주업 주업이면 1, 아니면 0
부업 부업이면 1, 아니면 0 (기준집단)

소일거리 가끔 하는 소일거리(용돈벌이)면 1, 아니면 0
유일한 소득원 플랫폼 노동이 유일한 소득원이면 1, 아니면 0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냈으면 1, 아니면 0

팀작업 주로 팀 작업을 하면 1, 아니면 0
이전 정규직 플랫폼 노동 이전의 상태가 정규직이면 1, 아니면 0
이전 비정규직   이전의 상태가 비정규직이면 1, 아니면 0(기준 집단)
이전 자영업자   이전의 상태가 자영업자(프리랜서)이면 1, 아니면 0
이전 비취업자   이전의 상태가 비취업자이면 1, 아니면 0
임금근로 의향 임금근로 전환 의향이 있으면 1, 아니면 0

직종
유형 
변수

IT 개발자 IT 개발자 직종
디자인 디자인 직종

영상제작편집 영상 제작 편집 직종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직종
전문서비스 온라인 전문서비스 직종
단순작업 단순작업 직종(기준 집단)

노동
플랫폼 
특성 
변수

이용플랫폼 1개 지난 3개월간 이용한 플랫폼이 1개이면 1, 2개 이상이면 0
중개업체 여부 중개업체가 있으면 1, 아니면 0

상위 1사 응답자 이용 순위 상위 1사
상위 2~4사 응답자 이용 순위 상위 2~4사

그 외 노동플랫폼 응답자 이용 순위 5순위 이하 노동플랫폼(기준 집단)
비 노동플랫폼 비 노동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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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주요변수의 평균값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전체(1,016) 여성(589) 남성(427)
Mean S,E Mean S,E Mean S,E

플랫폼 노동수입 
(만원)

148.3 5.199 133.3 6.375 169.0 8.611

여성 0.580 0.015 1 - 0 - 
연령 33.98 0.26 33.21 0.32 35.030 0.448
가구주 0.610 0.015 0.509 0.021 0.749 0.021

15세미만 자녀 0.167 0.012 0.153 0.015 0.187 0.019
전문대졸 0.175 0.012 0.178 0.016 0.171 0.018
4년제 대졸 0.667 0.015 0.677 0.019 0.653 0.023
전공일치도 0.477 0.016 0.496 0.021 0.452 0.024
자격증 소지 0.343 0.015 0.323 0.019 0.370 0.023
플랫폼경력(월) 37.45 1.06 38.28 1.36 36.31 1.690
주업 비율 0.509 0.016 0.516 0.021 0.499 0.024
수도권 거주 0.773 0.013 0.789 0.017 0.749 0.021
사업자 등록 0.148 0.011 0.115 0.013 0.192 0.019
팀작업 비율 0.140 0.011 0.117 0.013 0.171 0.018
이전 정규직 0.243 0.013 0.207 0.017 0.293 0.022
이전 비정규직 0.339 0.015 0.384 0.020 0.276 0.022
이전 자영업 0.198 0.013 0.171 0.016 0.234 0.021
이전 비취업자 0.220 0.013 0.238 0.018 0.197 0.019
임금근로 의향 0.345 0.015 0.355 0.020 0.333 0.023
개발자 직종 0.167 0.012 0.061 0.010 0.314 0.022
디자인 직종 0.162 0.012 0.178 0.016 0.141 0.017
영상제작편집 0.192 0.012 0.165 0.015 0.230 0.020
디지털 콘텐츠 0.211 0.013 0.273 0.018 0.124 0.016
전문서비스 0.212 0.013 0.268 0.018 0.133 0.016

단순작업 직종 0.056 0.007 0.054 0.009 0.059 0.011
중개업체 0.162 0.012 0.195 0.016 0.117 0.016

주문플랫폼 1개 0.689 0.015 0.703 0.019 0.670 0.023
상위 1사 0.344 0.015 0.317 0.019 0.382 0.024
상위 2~4사 0.223 0.013 0.214 0.017 0.237 0.021
그 외 플랫폼 0.376 0.015 0.413 0.020 0.326 0.023
비 노동플랫폼 0.056 0.007 0.056 0.009 0.056 0.011
플랫폼 노동 
주당 근로시간

31.8 0.715 31.5 0.966 3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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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의 설명과 평균값은 <표 4-5>에 나타나 있다. 인적 속성과 관련

된 변수에서 가구주 비율(61.0%)과 플랫폼 일 관련 자격증 취득자(34.3%)의 비

율은 남성이 많았으며, 15세 미만 자녀 여부, 학력, 전공 일치도 등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플랫폼 일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의 비율(50.9%)은 

성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플랫폼 경력(37.45개월)은 여성(38.28개월)이 남성

(36.31개월)보다 길었다. 

사업자 등록자의 비율(14.8%)과 팀작업을 하는 비율(14.0%)은 남성이 여성

에 비해 길었으며, 플랫폼 노동 이전의 경제활동상태가 정규직이거나 자영업

자였던 경우는 남성이 많았고, 이전 상태가 비정규직이거나 비취업자인 경우

는 여성이 많았다. 적정한 임금수준의 일자리가 있다면 임금근로 취업 의향이 

있는 사람의 비율(354.5%)은 성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직종 유형별 분포를 보면, 남성은 IT 개발자 직종, 영상 제작 편집직종에 

많이 분포하고, 여성은 디자인 직종과 디지털 콘텐츠 직종, 온라인 전문서비스 

직종에서 주로 분포했다. 지난 3개월간 주문을 받은 플랫폼이 1개라는 응답은 

전체의 68.9%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간 많았다.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과 본

인 사이에 중개업체가 있다는 응답은 16.2%로, 여성 19.5%, 남성 11.7%로 나타

났다. 

웹기반형 종사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노동플랫폼의 유형을 보면, 상위 1사 

34.4%, 상위 2~4사 22.3%, 그 외 노동플랫폼 37.6%, 비 노동플랫폼 5.6%로 나

타났는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위 1사와 상위 2~4사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이는 대표직종의 성별 분포와 관련된 것으로, 여성이 많이 종사

하는 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등의 직종이 주로 그 외 노동플랫폼을 많이 이용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플랫폼 상위 1사는 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

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어 특정한 직종에 특화되어 있지 않으며, 상위 2~4사 

역시 상위 1사만큼은 아니지만 특화된 영역을 다루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상

위 5사 이하의 그 외 노동플랫폼은 대형 노동플랫폼에 비해서는 특정 분야나 

직종에 특화된 노동플랫폼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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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소득 결정요인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소득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OLS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는 <표 4-6>에 나타나 있다. 종속변수는 지난 3개월간 플랫폼 노동으로 

벌어들인 순수입(수수료, 장비료 등 비용 제외)의 월평균 값에 로그를 취한 값

이다. 독립변수는 모형에 따라 변수를 추가하여 사용했는데, (1)에서는 인적속

성과 플랫폼 노동시간 관련 변수를 사용했으며, (2)에서는 경력 및 작업 속성, 

전직 경제활동상태와 관련된 변수를 추가하고, (3)에서는 직종유형 변수를 추

가하고, (4)에서는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동 플랫폼의 특성과 유형을 추

가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을 제외하면, 연령, 가구주, 학력 등의 인적속성 변

수의 계수 값이 변수를 추가할수록 매우 미미해졌다.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소

득의 결정요인이 일반 임금근로자의 임금 결정과는 달리 연령, 가구주 여부, 

자녀 여부, 학력 등의 인적 속성과 관련한 요인들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별 근로소득 격차는 인적 속성 이외 변수를 추가

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성 대비 여성의 근로소득은 –32.0%(1)에서 출발하

여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직종과 같은 다른 변수들을 추가해도 –19.0%라
는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따라서 일반 노동시장과는 달리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은 성립하지 않았다. 

학력별 격차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고졸에 대비할 때 4년

제 대졸 이상보다 전문대졸의 근로소득이 높다는 특성을 보였다. 플랫폼 노동

의 전공일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간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으나, 변수를 추가해도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2) 경력 및 작

업속성을 추가한 모형에서 수도권 거주자는 비수권에 비해서 12.0% 소득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이 지역간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 수행되기 때문에 지역간 근로소득 격차를 줄일 것이라는 가설

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플랫폼 노동의 경력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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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웹기반형 플랫폼 근로소득 회귀분석 추정결과(OLS, 전체) 

주: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1) 
인적 속성

(2) 
경력 및 
작업속성

(3)
직종유형

(4) 
노동플랫폼 

유형
Coef. Coef. Coef. Coef. 

여성 -0.320 *** -0.260 *** -0.190 ** -0.198 **
연령 0.055  -0.006  -0.008  -0.012  

연령자승 -0.001 * 0.000  0.000  0.000  
가구주 0.016  -0.009  -0.016  0.000  
유자녀 -0.060  0.015  -0.002  -0.007  
전문대졸 0.185  0.156  0.166  0.177  
4년제 대졸 0.003  0.046  0.092  0.105  
전공일치 0.062  -0.024  -0.035  -0.049  

수도권 거주 0.104  0.120  0.113  0.130  
로그노동시간 1.013 *** 0.769 *** 0.735 *** 0.712 ***
자격증 소지 　  0.067  0.083  0.080  
플랫폼 경력 　 　 0.003  ** 0.003 ** 0.003 **

주업 　 　 0.327 *** 0.316 *** 0.303 ***
소일거리 　 　 -0.475 *** -0.466 *** -0.463 ***

사업자 등록 　 　 0.344 *** 0.303 *** 0.308 ***
팀작업 　 　 0.372 *** 0.313 *** 0.310 ***

이전 정규직 　 　 0.183  0.133  0.148  
이전 비정규직 　 　 0.071  0.056  0.065  
이전 자영업자 　 　 0.091  0.068  0.066  
임금근로 의향 　 　 -0.142 * -0.136 * -0.120  
개발자 직종 　 　 　 　 0.496 ** 0.545 ***
디자인 직종 　 　 　 　 0.363 * 0.427 **

영상제작 편집 직종 　 　 　 　 0.455 ** 0.514 ***
디지털 콘텐츠 직종 　 　 　 　 0.343 * 0.333 *
전문서비스 직종 　 　 　 　 0.095  0.139  
이용플랫폼 1개 　 　 　 　 　 　 -0.160 *

중개업체 　 　 　 　 　 　 0.148  
상위 1사 　 　 　 　 　 　 -0.212 **
상위 2~4사 　 　 　 　 　 　 -0.011  

비 노동플랫폼 　 　 　 　 　 　 -0.198  
상수항 0.164 1.814 *** 1.579 ** 1.880 ***
수정R2 0.301 0.413 0.424 0.433

관측치 수 1,016 1,016 1,016 1,016



제4장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소득 결정요인  101

플랫폼 노동이 주업인가의 여부는 주업, 부업, 가끔 하는 소일거리 또는 

용돈벌이와 같이 더미변수로 사용되었다. 기준집단인 부업에 비교할 때 주업

자는 30% 이상 근로소득이 높았으며, 가끔 하는 소일거리 또는 용돈벌이는 부

업자에 비해 -46% 이상 근로소득이 낮았다. 이는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하

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수입과 노동시간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 작업속성과 관련된 변수들을 보면, 주로 팀으로 일하는 사람들(팀작

업)과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들은 주로 혼자 일하는 사람이나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은 사람에 비해 모두 근로소득이 3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적정 임금수준의 일자리가 있다면 임금근로로 취업할 의향이 있는 사람(임

금근로 의향)은 임금근로 취업의향이 없는 사람에 비교할 때 근로소득 수준이 

–12% 이상 낮았다. 이는 다른 요인이 동질적이라면 상대적으로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들이 임금근로 취업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작업 직종(기준집단)에 비교할 때, 다른 직종유형의 근로소득 격차를 

보면 IT개발자 직종(49.6%), 영상 제작 편집 직종(45.5%), 디자인 직종(36.3%), 

디지털 콘텐츠 직종(34.3%), 온라인 전문서비스 직종(9.5%)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노동플랫폼의 유형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지난 3개월간 주문을 받은 플랫폼이 1개라는 응답자는 다수라는 응답자에 비

해 근로소득이 16.0% 낮았으며(5% 이내에서 유의),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사람

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근로소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다양한 노동플랫폼을 이용할수록, 팀 작업을 하는 사람일수록 근로소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노동플랫폼의 유형별 근로소득 격차이다. 모형(4)에서 주요 

이용하는 노동플랫폼이 상위 1사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기준집단인 상위 

5사 이하 노동플랫폼에 비교할 때 각 근로소득이 –21.2%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상위 2~4사 이용자의 근로소득은 기준집단과 유사한 근로소득(-1.1%)을 보

였다. 비 노동플랫폼 이용자는 기준집단에 비해서 –19.8%로 근로소득이 낮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상위 1사를 가장 많

이 이용하고 있으며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은 실제로도 높지만, 상위 1사를 주

로 이용하는 응답자들의 근로소득은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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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이 높고 노동력 중개건수가 가장 많은 노동플랫폼을 이용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소득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살

펴볼 수 있는데, 상위 1사가 문어발식으로 사업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이 전문가 이외에도 낮은 노동소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고, 상위 1사가 다른 노동플랫폼에 비해서 노동력 제공자

로부터 수수료 등의 비용을 더 많이 징수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상위 1사가 수수료를 많이 받기 때문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종속변수

로 사용한 플랫폼 순수입이 수수료와 장비 등 비용을 제외한 값이라는 점에

서, 상위 1사를 주로 이용한 사람들의 근로소득이 낮다는 것은 노동플랫폼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상위 1사를 제외하면 상위 2~4사와 그 외 

노동플랫폼의 노동소득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모형(4)를 사용하여 분석한 성별 결과를 보면(<표 4-7> 참조, 전

체 결과와는 약간 다른 특색을 보인다. 비수도권에 비교한 수도권 거주자의 

근로소득은 여성에서 22%로 높게 나타났으며(10% 유의수준), 남성의 경우에는 

부의 효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플랫폼 노동관련 자격

증 소지자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플랫폼 노동소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플랫폼 노동의 주업 여부는 특히 여성의 플랫폼 노동소득에 중요한 효과

를 미치고 있는데, 여성 자료에서 주업자의 노동소득은 부업자에 비해 44.5% 

높았으며, 플랫폼 일을 소일거리나 용돈벌이 수준으로 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은 부업으로 하는 사람에 비해 –38.8% 낮았다. 남성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

가 나타났지만, 주업자의 노동소득은 부업자에 비교하여 17.1%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업여부가 플랫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직종 유형별로 노동소득 격차도 성별로 뚜렷하게 달랐다. 여성 자료에

서는 기술통계와는 달리 다른 요인을 통제한 이후 직종별 노동소득이 가장 높

은 직종이 디지털 콘텐츠 직종이나 IT 개발자, 또는 디자인 직종이 아니라 영

상제작 편집 직종으로 나타났다. 남성 자료에서는 기술통계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는데, 다른 요인을 통제한 이후 직종별 노동소득이 가장 높은 직종은 IT 

개발자 직종, 디지털 콘텐츠 직종, 디자인 직종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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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웹기반형 플랫폼 근로소득 회귀분석 추정결과(OLS, 성별) 

주: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여성 남성
Coef. SE p Coef. SE p 

연령 -0.029 0.043  -0.018 0.038  
연령자승 0.000 0.001  0.000 0.000  
가구주 -0.009 0.087  0.097 0.118  
유자녀 0.078 0.126  -0.120 0.130  
전문대졸 0.160 0.153  0.210 0.161  
4년제 대졸 0.053 0.133  0.213 0.134  
전공일치 0.020 0.085  -0.113 0.098  

수도권 거주 0.220 0.099 * -0.038 0.107  
로그노동시간 0.822 0.070 *** 0.539 0.080 ***
자격증 소지 0.036 0.094  0.100 0.105  
플랫폼 경력 0.002 0.001  0.003 0.001  *

주업 0.445 0.123 *** 0.171 0.123  
소일거리 -0.388 0.126 ** -0.517 0.130 ***

사업자 등록 0.296 0.132 * 0.312 0.121 **
팀작업 0.225 0.128  0.445 0.123 ***

이전 정규직 0.192 0.134  0.079 0.152  
이전 비정규직 0.106 0.135  0.017 0.148  
이전 자영업자 0.042 0.118  0.052 0.152  
임금근로 의향 -0.176 0.088 * -0.054 0.098  
개발자 직종 0.220 0.239  0.863 0.208 ***
디자인 직종 0.280 0.204  0.656 0.222 **

영상제작 편집 직종 0.584 0.203 ** 0.480 0.210 *
디지털 콘텐츠 직종 0.066 0.201  0.876 0.237 ***
전문서비스 직종 -0.034 0.191  0.498 0.223 *
이용플랫폼 1개 -0.106 0.089  -0.290 0.097 **

중개업체 0.161 0.110  0.059 0.147  
상위 1사 -0.233 0.105 * -0.243 0.112 *
상위 2~4사 -0.048 0.115  -0.040 0.124  

비 노동플랫폼 -0.197 0.181  -0.151 0.209  
상수항 1.593 0.742 * 2.620 0.757 ***

관측치 수 589 427
수정R2 0.447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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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에서 직종별로 성별 노동소득 격차를 살펴봤을 때(제 3장 5절) 여

성 근로소득이 남성을 약간 상회한 유일한 직종이 영상제작 편집직종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디지털 콘텐츠 직종이 아

니라 영상제작 편집직종에서 여성의 노동소득이 가장 높다는 것은 이 직종유

형에서는 다른 직종과는 달리 성이나 학력 등의 인적 속성이 노동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직종유형별에 따라 성별 근로소득 격차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은 동일한 직종유형 내부에서 작업의 위계와 난이도 등 성별 역할이 다르거나 

성별로 가격의 평가가 다를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특히 고소득자의 

비율이 높은 IT 개발자 유형과 디지털 콘텐츠 유형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는 직무의 위계와 성별 분업을 실증할 수 없어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플랫폼 특성과 유형이 노동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플랫폼과 응답자 사이에 중개업체 여부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노동소득

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로 이용플랫

폼이 1개라는 응답은 플랫폼 노동소득에 부의 효과로 나타났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 –29.0%로 나타나고 있어, 이용하는 플랫폼이 다수일수록 노동소

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플랫폼 상위 1사가 노동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그 외 노동플랫폼에 비

해 성별로 유사한 부의 효과로 나타났으며, 10%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

다. 상위 1사의 효과는 기준집단인 그 외 노동플랫폼에 비해서 여성 노동소득

에서 –23.3%로 나타났으며, 남성 노동소득에서 –24.3%로 나타났다. 상위 2~4사

의 효과도 부의 효과로 나타났으나, 계수값이 –4.0~-4.8% 수준으로 작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비 노동플랫폼의 이용자는 그 외 노동플랫폼 이

용자에 비해 노동소득이 뚜렷하게 낮았다. 결론적으로 노동플랫폼 상위 1사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소득에 성별과 무관하게 뚜렷한 부의 효과를 미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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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소득 분위별 회귀분석

이상에서 살펴 본 웹기반 플랫폼 노동소득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저소득 

계층과 중위소득 계층, 고소득 계층 등 노동소득 분위별로는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플랫폼 노동소득을 종속변수로 하여 무조건 분위 회귀

분석(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을 수행했다. 그 주된 결과를 살펴보면

(<표 4-8> 참조),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소득의 결정요인은 저소득 계층인가, 

고소득계층인가에 따라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성별 노동소득 격차는 저소득 분위(25분위)에서 –32.1%였으나, 중위

소득 분위(50분위)에서 –24.4%로 감소하고, 고소득 분위(75분위)에서는 –6.5% 
수준으로 계수값이 감소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고졸에 대비한 전문

대졸의 노동소득 프리미엄은 저소득 분위에서만 고졸에 비해 45.6%로 계수값

이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고소득 분위에서는 12.7%로 작아지고 유의성

이 사라졌다. 지역간 격차(수도권의 프리미엄)도 유의성은 없으나 저소득 분위

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플랫폼 노동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저소득 분

위에서는 계수값이 작았으나 고소득분위에서는 계수값이 증가했다. 

플랫폼 노동을 부업으로 수행하는 사람에 비교할 때 주업자의 노동소득은 

저소득 계층에서는 계수값이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중위소득 

계층과 고소득 계층에서는 37.7%와 56.9%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내에

서 유의). 소일거리 또는 용돈벌이 정도로 플랫폼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근

로소득은 저소득 분위에서만 92.7%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했

으며, 고소득 분위에서는 –1.7% 수준으로 계수값이 작아졌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개인사업자 등록자의 프리미엄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팀작업을 하는 사람의 프리미엄도 고소득 분위로 갈수록 계수값이 증가하고 통

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이 1개인 사람의 페널티는  저소득 

분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중개업체 여부는 저소득 분위에서는 의미가 없

었으며, 고소득 분위로 갈수록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24.3%)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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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웹기반형 플랫폼 근로소득 추정결과(무조건 분위회귀분석)

주: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소득 25분위 소득 50분위 소득 75분위

Coef. S.E p Coef. S.E p Coef. Std. p

여성 -0.321 0.143 * -0.244 0.089 ** -0.065 0.075  
연령 0.032 0.059  -0.030 0.035  0.011 0.031  

연령자승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가구주 -0.017 0.143  0.008 0.085  -0.025 0.073  
유자녀 -0.042 0.181  0.040 0.111  0.008 0.103  
전문대졸 0.456 0.219 * 0.145 0.140  0.127 0.128  
4년제 대졸 0.136 0.191  0.100 0.117  0.206 0.107  
전공일치 0.005 0.131  -0.003 0.082  -0.073 0.073  

수도권 거주 0.245 0.149  0.020 0.094  0.017 0.084  
로그노동시간 1.108 0.104 *** 0.745 0.068 *** 0.486 0.066 ***
자격증 소지 0.004 0.147  0.045 0.088  0.088 0.078  
플랫폼 경력 0.002 0.002  0.004 0.001 ** 0.002 0.001  

주업 0.105 0.180  0.377 0.117 ** 0.569 0.102 ***
소일거리 -0.927 0.208 *** -0.350 0.119 ** -0.017 0.088  

사업자 등록 0.367 0.162 * 0.268 0.115 * 0.342 0.113 **
팀작업 0.173 0.153  0.314 0.107 ** 0.430 0.118 ***

이전 정규직 0.180 0.209  0.171 0.127  0.161 0.109  
이전 비정규직 0.218 0.211  0.261 0.129 * -0.013 0.113  
이전 자영업자 0.033 0.193  0.190 0.116  0.125 0.106  
임금근로 의향 0.013 0.129  -0.064 0.079  -0.331 0.073 ***
개발자 직종 0.802 0.345 * 0.176 0.206  0.439 0.159 **
디자인 직종 0.740 0.347  * 0.000 0.204  0.169 0.147  
영상제작 편집 0.927 0.340 ** 0.138 0.197  0.243 0.144  
디지털 콘텐츠 0.307 0.354  0.065 0.207  0.358 0.155 *
전문서비스직종 0.325 0.344  -0.244 0.191  0.018 0.137  
이용플랫폼 1개 -0.322 0.132 * -0.103 0.084  -0.060 0.077  

중개업체 0.029 0.162  0.163 0.103  0.243 0.109 *
상위 1사 -0.357 0.161 * -0.154 0.099  -0.145 0.087  
상위 2~4사 0.049 0.178  0.000 0.107  -0.180 0.090 *

비 노동플랫폼 0.089 0.268  0.148 0.171  -0.260 0.155  
상수항 -0.722 1.124  2.613 0.677 *** 2.906 0.591 ***
수정R2 0.247 0.327 0.295
관측치수 1,016 1,0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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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유형별 노동소득의 프리미엄도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기준집

단인 단순작업 직종에 비교할 때 직종유형별 노동소득 격차는 중위소득 분위

보다는 저소득 분위와 고소득 분위에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저소득분위의 플

랫폼 노동소득 순위는 영상제작 편집직종, IT 개발자 직종, 디자인 직종, 전문

서비스 직종, 디지털 콘텐츠 직종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고소득 분위에서는 IT 

개발자 직종, 디지털 콘텐츠 직종, 영상제작 편집 직종, 디자인 직종, 온라인 

전문서비스 직종의 순서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계층에서는 단순작업 직종에 

대비한 직종간 소득격차의 계수값이 매우 작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마지막으로, 노동플랫폼의 유형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상

위 1사의 부의 효과는 저소득 분위에서 가장 크고(-35.7%) 통계적으로 유의했

으며, 중위소득 분위 –15.4%, 고소득 분위에서는 -14.5%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위 2~4사는 저소득분위에서는 4.9%의 정(+)의 효과로 

나타나고, 고소득분위에서는 –18.0%의 부(-)의 효과로 나타났다. 비 노동플랫폼 

이용자의 노동소득도 저소득분위와 중위소득 분위에서는 정(+)의 효과로 나타

나고 고소득 분위에서는 부(-)의 효과로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상위 1사의 이용자들의 

노동소득이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노동플랫폼 이용자에 비해서 현저

하게 낮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상위 5위 이하의 일반적 노동플랫폼을 이

용하는 사람들의 노동소득이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상위 1사 이용자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왜 시장지배력이 높은 상위 1사 이용자의 노동소득이 낮은 것인가? 본 연

구에서 살펴본 노동플랫폼의 경영특성(네트워크 효과)에 비추어본다면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으로 인한 중개단가 인하 현상 때문일 수도 있겠

으나, 이상의 분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상위 

1사의 노동플랫폼의 수수료 정책의 차이 때문이거나, 그 외 일반적인 노동플

랫폼이 시장지배적 노동플랫폼에 비해 특정한 전문적 영역에 특화되어 있거

나, 숙련도가 높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개하는 등 중개근로자의 특성의 차이

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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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노동플랫폼 유형과 직종유형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OLS 모형과 무조건 분위 회귀분석 모형으로 분석했다. 

OLS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별을 제외하면, 연령, 가구주, 학력 등

의 인적속성 변수의 계수 값이 변수를 추가할수록 매우 미미해졌다.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소득의 결정요인이 일반 임금근로자의 임금 결정과는 달리 연령, 

가구주 여부, 자녀 여부, 학력 등의 인적 속성과 관련한 요인들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 대비 여성의 노동소득은 모형에 따라 –32.0% 수준에서 출발하여 근

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직종과 같은 다른 변수들을 추가해도 –19.0%라는 뚜

렷한 격차를 보였다. 성별 근로소득 격차는 인적 속성 이외 변수를 추가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일반 노동시장과는 달리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시장에

서 성별 임금격차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은 성립하지 않았다. 

학력별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고졸에 대비할 때 4년제 대

졸 이상보다 전문대졸의 근로소득이 높다는 특성을 보였으며, 지역간 격차는 

변수를 추가해도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어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이 일하는 사

람의 속성이 중요하지 않고, 지역간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 수행되기 때문에 

인적 속성에 의한 노동소득 격차나 지역간 노동소득 격차를 줄일 것이라는 가

설은 성립하지 않았다.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하는가의 여부는 특히 여성의 플랫폼 노동소득에 

중요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여성 자료에서 주업자의 노동소득은 부업자에 

비해 44.5% 높았으며, 플랫폼 일을 소일거리나 용돈벌이 수준으로 하는 사람

의 근로소득은 부업으로 하는 사람에 비해 –38.8% 낮았다. 남성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주업여부가 플랫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플랫폼의 유형별 노동소득 격차를 보면, 상위 1사 이용자의 노동소득

이 기준집단인 상위 5사 이하 일반 노동플랫폼 이용자에 비교할 때 –21.2% 낮
았으며, 상위 2~4사 이용 노동소득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상위 1사 노

동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는 응답자들의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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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이유가 상위 1사 노동플랫폼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조건 분위회귀모형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제로 노동소득 분위에 

따라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성별 노동소득 격차는 저소득 

분위에서 –32.1%였으나, 중위소득 분위에서 –24.4%로 감소하고, 고소득 분위에

서는 –6.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노동플랫폼의 유형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상위 1사의 부

의 효과는 저소득 분위에서 가장 크고(-35.7%)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중위소

득 분위 –15.4%, 고소득 분위에서는 -14.5%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상위 1사의 이용

자들의 노동소득이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노동플랫폼 이용자에 비해

서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다. 

왜 시장지배력이 높은 상위 1사 이용자의 노동소득이 낮은 것인가? 그 이

유는 상위 1사 노동플랫폼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상위 1사가 문어발식으로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낮은 노동소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려는 사람이 많거나, 상위 1사가 다른 노동플랫폼에 비해서 

노동력 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의 비용을 더 많이 징수하기 때문일 수도 있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노동플랫폼의 경영특성(네트워크 효과)에 비추어본다

면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으로 인한 중개단가 인하 현상 때문일 수

도 있겠으나, 이상의 분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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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내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사례연구

제1절 머리말

최근 전세계적으로 ‘플랫폼(platform)’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속속 등

장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중개하는 기업이 앞다투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긱(gig) 경제, 공유경제 등 이를 설명하

는 다양한 용어들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이야

기하는 ‘플랫폼’은 사용하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

기 때문에 때론 혼동을 일으킬 때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실제로 국

내외 학자들의 ‘플랫폼’에 대한 정의 역시 다양하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김준영 외, 2019, 장지연 외, 2020 등)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플랫폼’은 공동의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혹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여러 경제주체들과 

조직을 연결시키는 것으로(‘중재자’intermediaries),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플랫

폼 기업들은 상이한 사용자들과 시장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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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플랫폼 기업들은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

으로 경제주체와 조직을 연결시킴으로써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혁신과 상

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연결이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통해 폭발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 혹은 노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대

부분이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 특히 운송이나 배달 서비스 등 ‘앱호출’혹

은‘호출형’ 노동에 대한 조사 및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조사와 연구 

대상을 더 확장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기업들을 대

상으로 그들의 경제활동과 수익창출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

저 웹기반형을 포함한 노동플랫폼 기업의 특징을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ct)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제공 서비스의 내용과 그에 대한 플

랫폼의 역할에 따라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기업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간

단히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전배포한 조사지를 바탕으로 3개의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기업관계자와 심층 인터뷰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

고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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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기업의 특징17)

2.1. 플랫폼 기업의 핵심 : 네트워크 효과 network effect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려면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pp.16~17). 

먼저, 플랫폼 참여자들을 연결시켜 상호작용을 가능하도록 하려면 생산자

와 소비자가 플랫폼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pull). 다음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수단과 룰(rule)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

는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활동은 저지하며, 수단과 룰(rule)을 따를 경우 이를 

촉진해야 한다(facilitate). 마지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매칭(matching)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이론상으로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용

자들은 그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용자와 결과물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득 또

한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특성 때문에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는 달리 생산량이 증가할

수록 한계비용이 감소하는 ‘한계비용 체감의 법칙’과 생산요소 투입 증가율

보다 생산량의 증가율이 큰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이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비교되는 세 요소가 있

다(Michael A. Cusumano, Annabelle Gawer and David B. Yoffie, 2019, 

pp.49~53).  

첫째, 플랫폼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는 상호 작용하거나 쉽게 연계될 수 

없는 둘 이상의 경제주체나 부문들을 연결시킴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어낸다. 가령 페이스북은 2004년 하버드대 학생들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출발

했지만 곧이어 광고주, 게임업체 같은 앱 소프트웨어 IT 개발자, 온라인 신문, 

뉴스 사이트 등 콘텐츠 제공자들과 연결되면서 급격히 성장했다.

17) 이 절은 국가인권위원회(2019), Michael A. Cusumano, Annabelle Gawer and David B. 

Yoffie(2019)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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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들을 연결시켜줌으로써 같은 제품과 서비스

라도 더 많은 경제주체(조직)가 사용하면 할수록 개별 경제주체의 경험 가치

도 증가하는‘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한다. 물론 네트워크 효과는 강하거나 

약하거나 혹은 부정적일 수 있지만, 상이한 시장(부문) 덕에 플랫폼 업체가 직

접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배달하지 않아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애

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종래의 공급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하거나 중요 자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다른 시장(부문)

에 접근할 수 있다(우버, 리프트, 디디추싱, 에어비앤비 등).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연결해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게 하려

면 판매자와 구매자 중 어느 쪽을 먼저 끌어들일 것인가라는 이른바‘닭이 먼

저냐 달걀이 먼저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플랫폼의 유형과 구체적인 사

업에 따라 달라지지만 때로는 시장의 특정 부문을 먼저 구축한 다음 그 부문

에 중심으로 역량을 모아야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카드 사용자와 상인들처럼 시장의 두 부문을 

거의 동시에 끌어들이고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어디서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어떻게 성과를 보고 필요한 규모를 달성할 것인가 하

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예를 들자면, 최초 플랫폼 구축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방 빌릴 사람인

지 집 주인인지, 운전자인지, 자동차 공유 승객인지, 스마트폰 제조사인지, 소

프트웨어 앱 IT 개발자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기업을 이야기할 때‘알고리즘(algorithm)’에 대한 언

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플랫폼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한 원천은 플랫

폼 참여자들의 활동과 상호작용인데, 알고리즘은 이러한 이용자들의 활동과 

상호작용 정보를 수집․분석․가공하여 자신의 플랫폼에 보다 더 머무르게 하고, 

콘텐츠와 제품을 소비하도록 해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때 알고리즘은 단순한 이용자들의 성별이나 나이, 직업 등의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이용자들의 관심사, 위치정보, 선호 제품, 인적 네트워크 등 거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매칭·분석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이를 활용하기도 한

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분석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효율적인 자

원배분을 이룰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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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과 맞춤형 서비스(추천)는 동시에 

‘갑질’, ‘독과점’으로 표현되는 공정경쟁(거래) 문제와 이용자 (권익)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의 구글 방지법, 주요 포털의 일부 서비스 유료화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둘러싼 논란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

례이다.

2.2. 플랫폼 기업의 성장단계

현실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은 여러 부문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어떤 플랫폼 기업이든 성공적인 플랫폼 사업을 하려면 동일한 

4단계를 거쳐야 한다(Michael A. Cusumano, Annabelle Gawer and David B. 

Yoffie, 2019, pp.113~158). 

제1단계는 플랫폼에 참여할 시장 부문을 선택하는 것, 즉 플랫폼의 대상 

시장 선택에 관한 내용이다. 수요자(구매자)와 공급자(판매자)로 구성되는 양면 

시장 설계는 플랫폼 구축의 기본 요소다. 시장 부문의 선택은 어느 시장을 대

상으로 플랫폼을 설계할지, 그리고 광고주나 배달 회사 등 시장의 보조적 참

여자들을 어떻게 플랫폼에 추가할지 결정해야 한다. 

제2단계는 플랫폼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끌어오기 위해서 수요자 시장과 

공급자 시장 중 어느 쪽을 먼저 키울지를 선택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

저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대상시장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데, 흔히들 공

급자 시장이 발굴 개발하기 더 어렵다고는 하지만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

자인 프로슈머(prosumer)가 일반적인 시장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

는 반드시 필요하다.

제3단계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인 비즈니스 모델 설계와 구축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화이다. 상거래 시장에서 수익을 만드는 방법으로 

중계 수수료(매치메이킹), 결제수수료(상거래의 마찰 줄이기), 광고, 보완서비스

(아마존의 Fulfillment(일괄주문처리) 서비스), 보완기술 판매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 4단계는 플랫폼 운영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생태계 규칙을 확립하

여 실행하는 것이다. 플랫폼은 그 자체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원칙을 정하는 

시장의 운영자다. 플랫폼 운영자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플랫폼에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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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며, 운영원칙을 정하고 집행한다. 이를 두고 “생태계를 구축하고 다

스리는 일”이라고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방과 통제의 문제로 귀결된다. 

과한 개방은 플랫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과한 통제는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플랫폼이 본질적으로 중간 운영자로서의 위치임을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상의 4단계는 명확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할 요소들인 대상시장, 확대전략, 사업모

델, 그리고 운영원칙을 모두 포괄한다.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실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플랫폼 기업의 처음과 마지막은 플랫폼 참여자들의 활동이다. 여기에서 

‘참여자’는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하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이용자도 있고, 플

랫폼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도 있다. 플랫폼을 활용

해 자신의 글이나 작품을 게시하고 판매하려는 예술가,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찾는 구직 노동자도 포함된다. 

[그림 5-1] 플랫폼 기업의 경제활동 개요(예시)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19, p.15) 등을 참조로 재작성



116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정책과제

그리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분

류, 집적되어 데이터화되고, 이를 가공한 이용자 데이터에 근거해 새로운 정보

나 서비스가 개발된다. 

한편, 참여자들의 플랫폼 활동은 플랫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참

여자 네트워크가 되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

을 창출한다. 예를 들자면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으로부터 광고를 받기도 하

고, 개인별 맞춤형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플랫폼을 통해 수집·가공

된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설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 

활동을 통해 형성한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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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기업유형 : 일반 현황

대부분의 경우 플랫폼 분류는 크게 전지구적이거나 전국적이며 비대면 웹 

기반(web-based)으로 이루어지는 플랫폼과 앱 호출 등을 통해 대면하여 서비

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반(location-based) 플랫폼으로 나눈 다음 다시 세부 업

무에 따라 구분한다. 

그런데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역할에 따라서 좀 더 세분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기업 스스로는 단지 ‘중개’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마다 각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그 운영방식이 다르고, 알고리즘 등을 

통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조직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기업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공 서비

스의 내용과 플랫폼의 역할에 따라 프리랜서형 플랫폼, 미세작업형(microtask) 

플랫폼, 전시형 플랫폼 등 3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세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 기업들의 특징을 간단히 분석하였다.

3.1. 프리랜서형 플랫폼

프리랜서형 플랫폼은 서비스 이용자 또는 작업자 중 어느 한 쪽 또는 양

쪽 모두가 일의 내용, 가격, 프로필 등을 올려놓으면 상대방이 연락을 취하고 

협상을 거쳐 작업을 시작한다(장귀연, 2020, p.19).‘크몽’이나‘숨고’처럼 

대부분의 프리랜서형 플랫폼은 번역, 컨설팅, 이사, 인테리어 등 여러 영역의 

전문가와 소비자(고객)를 매칭하기만, IT(위시캣), 모델(모델링스), 번역(프랜스

옥션), 영상편집(에딧메이트) 등 특정 분야나 직종을 전문으로 플랫폼도 있다.

크몽18)은 자타공인 대한민국 1위 프리랜서/아웃소싱 플랫폼으로, 2012년에 

설립 초반에는 타로점, 캐리커처 등 개인 사용자 위주의 캐주얼한 서비스였다

가 2016년 이후로는 '비즈니스 플랫폼’이 되었다. 

18) 크몽 회사 홈페이지,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기사 등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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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크몽 홈페이지 화면 캡처

2016년 이래 크몽은 해마다 2배 이상 성장해 2019년 10월 기준 누적 거래

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고, 2021년 1월 현재 누적 등록 서비스 개수 25만 

개, 누적 거래 완료 건수 180만 건, 누적 회원 명수 120만 명을 기록했다. 서

비스 영역은 디자인, IT·프로그래밍, 영상·사진·음향, 마케팅, 번역·통역, 

문서·글쓰기, 비즈니스컨설팅, 취업·입시, 운세·상담, 레슨·실무교육, 주문

제작 등  12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하위 카테고리 포함 300여 개 정도로 나누

어져 있다. 

회원(판매자)은 회원정보에서 계좌정보,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한 다

음 '서비스 등록'을 통해 자신의 판매자 등록을 하게 된다. 이 때 서비스의 카

테고리, 설명 등을 기재하는데, 만약 연락처나 자신의 개인 SNS 주소 등 외부

에서도 연락이 가능한 수단(경로)을 입력하면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다. 

‘서비스 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회사의 심사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데, 서비스가 승인되면 그때부터 구매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결제금을 받는다.

크몽은 다른 프리랜서 마켓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상품 등록기준이 까

다롭고 그 기준 또한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한번에 등록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활동 중인 전문가의 약 90%가 본업이 있다고 한다. 

숨고19)는 (주)브레이브모바일에서 2015년부터 서비스 중인 전문가 매칭 서

비스 플랫폼이다. 숨고는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여 간단한 

19) 숨고 회사 홈페이지,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기사 등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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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서를 작성하면 다수의 숨은 고수(전문가)에게 견적서를 각각 받아 비교 

선택할 수 있다. 숨고는 홈/리빙, 레슨 등 8가지의 카테고리에서 1000개가 넘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숨고에서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고객을 '요청자'라고 하는데, 원하는 서비스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비스에 따라 요청서 질문이 

모두 다르다. 고수는 채팅이나 안심번호를 통해 상세 견적을 제시한다. 고수의 

프로필에는 소개, 평점, 사진, 이용 후기 등이 있다.

[그림 5-3] 숨고 홈페이지 화면 캡처

숨고는 중개수수료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중개수수료보다 더 

많은 비용을 고수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견적을 요청하는 소비자가 있으

면 견적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와의 통화 등 추가 상담을 하고 싶

으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다. 

위시켓20)은 IT 프로젝트와 소프트웨어 전문 프리랜서를 중개하는 플랫폼

으로, 온라인을 통해 단순 중개뿐만 아니라 사전 컨설팅, 지원자 인터뷰, 계약

서 작성, 대금 지급까지 IT 아웃소싱에 필요한 전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 위시켓 회사 홈페이지,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기사 등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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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위시켓 업무 흐름도

자료 : 위시켓 회사 소개 자료

위시켓의 고객사는 6만 개로 주 고객은 스타트업과 소기업이다. 분야별로 

보면, S/W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 금융, 교육, 의료, 농축산업 등 비IT분야

에서도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되는 형태는 공급자, 의뢰자, 위시캣이 동시에 

계약하는‘3자 도급계약’으로, 계약서 작성을 통해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가

지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경우 위시캣은 작업자에게 10%를 

받고 있다. 작업자가 프로젝트 납품을 완료했을 때 성공보수처럼 10%의 수수

료를 받고 있다. 채용 중개나 상주인력 중개인 경우에는 의뢰기업으로부터 5%

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3.2. 미세작업형(microtask) 플랫폼

미세작업형 플랫폼은 작업자가 불특정 다수 군중(crowd)이고, 직종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만큼 극도로 단순화된 작업들로 최종 작업의 아주 작은 일

부(microtask)만 수행한다21).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크라우드웍스’(crowd- 

works)와 ‘메트웍스’(Metworks)가 있다. 

21) 국내에서 불특정다수가 가입해 미세작업을 하는 플랫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서베이 플랫폼으로, 작업자들은 간단한 인적사항 등으로 평균 5~6개 이상의 서베

이 플랫폼에 가입한 뒤 해당 플랫폼에서 이메일로 조건에 맞는 가입자에게 보내온 서

베이를 보내주는 방식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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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웍스(crowdworks)22)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진 사례인 미국의 

Amazon Mechanical Turk(AMT)를 벤치마킹한 플랫폼기업이다. 크라우드웍스는 

2017년 7월에 네이버에서 투자를 받고, 같은 해 9월에 서비스를 오픈하였으며, 

2021년 4월 기준 고객사는 300개, 현재까지 수행한 프로젝트 수는 약 1000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확보하고 있는 라벨러(회원수) 수는 24만 명, 프로젝트

를 통한해 누적 데이터는 6,500만 건이다. 

크라우드웍스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 가공 프로젝트에 일반 

대중을 데이터 라벨러로 참여시키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방식을 도입

해 인공지능 고도화에 필요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데이터를 수집하

고 가공한다. 

회원들은 먼저 회원 가입한 후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작업을 지시대로 

해서 완료하면 검수과정을 거쳐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AMT의 경

우에는 검수를 하지 않지 않는 반면, 크라우드웍스는 검수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용약관에서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

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5-5] 크라우드웍스 업무 흐름도

자료 : 크라우드웍스 가이드

       https://guide.crowdworks.kr/index.php/knowledge-base/crowdworks_process/

22) 크라우드웍스 회사 홈페이지,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기사 등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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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웍스(Metworks)23)는 작년 10월 데이터 서비스 기업 ‘㈜메트릭스코퍼

레이션과 ㈜메트릭스리서치’가 기업으로 만든 온라인으로 주어진 다양한 미

션을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이다. 주된 업무는 AI학

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을 가공하는 일이다.

이들 기업들의 핵심은 데이터 수집 및 가공은 단순 작업의 반복이므로, 무

엇보다 작업자 확보와 이들 작업자들의 수행 작업 기록, 선호 작업 유형화, 유

형별 처리속도 등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작업자

들을 선별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3.3. 전시형 플랫폼

전시형 플랫폼은 ‘유튜브’가 대표적인데, 교육용 영상,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창작물을 전시하고 그것을 구독(구매)하는 사람 혹은 조회 수

에 따라 수익을 얻는다. ‘탈잉’처럼 다양한 주제의 교육용 영상을 전시하는 

플랫폼도 있지만, 웹툰(스토리움)이나 웹소설(브릿G), IT/웹개발 교육(인프런)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플랫폼도 있다. 

탈잉24)은 누구나 강사(튜터)가 돼 자신의 취미와 재능을 공유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2016년 초기에는 재능 공유 플랫폼으로 시작해 온/오프라인을 모두 

아우르는 자기계발 서비스로 시작했다. 온라인 강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한 것은 2019년 VOD 클래스 런칭 이후이며 2021년 4월 현재 60여 개의 VOD 

클래스와 함께 오프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e-book 출판까지 사업영역을 넓혀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탈잉(taling)은 'talent + ing'의 줄임말로 '재능은 계속된다'는 의미로, 현재 

온·오프라인을 합쳐 약 3만여 명의 튜터들이 200개 분야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누적 회원수는 150만 명이다. 

23) 메트웍스 회사 홈페이지,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기사 등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24) 탈잉 회사 홈페이지,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기사 등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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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탈잉 홈페이지 화면 캡처

탈잉은 현재 지난 5년간의 플랫폼 운영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고객인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의 관심사에 대한 빅 데이터를 구축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재테크 등 상대적으로 인

기가 좋은 분야나 스타트업과 IT 직군과 같이 제품 기획, 마케팅 노하우 등을 

실제 경험을 배우려는 수요를 반영하여 클래스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브릿G25)는 온라인 소설 플랫폼으로 웹소설과 출판소설을 잇는 다리가 되

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브릿G는 Briliant tales G의 약자로, 황금가지에서 직

접 만들고 운영한다는 점이 플랫폼 특색의 대부분을 이룬다. 

조아라나 문피아 등의 기존 온라인 소설 플랫폼이 웹소설 중심인 것과 달

리, 웹소설보다는 출판 장르 문학의 색채를 강하게 띠면서, 다른 관련 플랫폼

과는 달리 장편소설 외에도 중단편 소설에 크게 비중으로 두는 등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스토리움'26)은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가

25) 브릿G 회사 홈페이지,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기사 등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26) 스토리움 회사 홈페이지,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기사 등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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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창작자와 새로운 소재를 찾는 콘텐츠 제작자를 연결해주는 유통 플랫폼이

다. 세부적으로는 드라마, 웹드라마, 영화, 출판,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공연, 

기타 분야로 구분하고, 각각의 장르로 공포, 스럴러, 추리, 미스터리, SF/판타

지, 전쟁, 역사픽션, 무협, 로맨스/멜로, 가족/성장/아동, 액션/어드벤처, 코미디, 

스포츠, 기타가 있다. 최근에 기존 이용자에서 창작가로 일방향 매칭에서 창작

자도 투고가 가능한 쌍방향으로 개편하였다.  

[그림 5-7] 스토리움 프로세스

자료 : 스토리움 홈페이지 www.story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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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기업 개별사례 

본 연구에서는 노동실태 설문조사와 별도로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기업 49

개 업체를 대상으로 1차로 예비 조사지를 사전 배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3

개 업체 관계자와 심층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이하 내

용은 심층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5-1> 플랫폼 심층 인터뷰 개요

4.1. A사(프리랜서형 플랫폼)

[그림 5-8] A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실행 기간 : 2021.9. ~ 2021.10.

· 대상 업체 : A, B, C (*인터뷰 업체의 요청에 따라 알파벳으로 처리함)

· 실행 방식 : 화상을 통한 전문가 회의

· 주요 내용 :

  - 제공 서비스 종류, 서비스 제공방식

  - 해당 플랫폼의 고객사/공급자(노동자) 현황 및 관리

  - 주요 수익원 및 수익원별 세부 구성비 : 중개수수료, 광고 등

  - 평가시스템 및 교육훈련 현황 및 향후 계획 

  - 경영상 애로사항 : 정부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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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현황 : 공급자인 영상편집자(에디터) 주도

A사는 00컴퍼니가 제공하는 영상 편집 서비스이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

해 작년부터 실제로 매출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작년 4.4억, 올해에는 약 12억 

내외의 매출을 예상하였다. 

이들 서비스 전 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공급자인 영상편집자(에디

터) 역시 '재택'으로 근무하였는데, 대부분이 오프라인(off-line)에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림 5-9] A사 주요 재무지표

자료 : A사 신용분석 보고서(NICE평가정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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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사Ⅰ : 채용, 노동계약, 보수

A사는 크몽이나 숨고가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로서 공급자가 자유롭게 

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급자인 영상편

집자(에디터) 풀 자체를 ‘직접’ 선발하였다. 

“선발은 등록을 원하는 영상편집자들이 3개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선발한다. 선발된 사람에게 회사에서 교육용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보내주고, 이를 다 시청하면 정식으로 등록이 된다. 이후 한 번 업무를 

맡겨보고 제출 포트폴리오와는 판이하게 다른 품질의 결과물이 나오면 더 이

상 일을 맡기지 않는다.”

전체 영상편집자(에디터) 지원자 중 약 10% 정도가 합격하며, 불합격할 경

우 왜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를 알려주었다. 이렇게 공급자인 영상편집자로 들

어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반면, 한 번 들어오면 매칭이나 서비스 진행 등

에 회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고(高)’ 관여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상편집

자들은 상대적으로 일하기가 편하며 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대비 

2~3배 정도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인원은 150명 정도이며, 보통 10분짜리 유튜브 영상 편집하면 타 플랫폼

에서 한 10~15만 원 정도 받는데 비해 2~3배 더 높은 20~30만 원 정도이다.” 

“전업의 경우 1주에 3~4개, 편당 13~15만원, 월 300~400만원, 부업으로 1

달에 4~5개, 월100만원 정도를 버는 경우 등으로 양극화 되어 있다.” 

다만, 영상편집자(에디터)의 보수는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었다. (사내 매니

저들을 통해) 에디터들을 역량별로 관리하고 또 역량도 세분화가 가능하나, 실

제로는 영상편집자(에디터)의 편집 역량을 측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향

후에 보다 많은 에디터 풀(pool)이 확보되면 동일한 요구 사항에서도 등급에 

따라 단가를 다르게 책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영상편집자(에디터)의 연령대를 보면, 주로 20대들이 많으며, 전부 다 프리

랜서들로 실제로도 플랫폼에 아무런 종속되는 의무가 없었다. 물론 경우에 따

라 전업으로 하기도 하였지만, 부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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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라는 특성상 일단은 급여 수준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영

상 제작에 있어 주변 직군이라는 인식이 강해 특정 회사에 소속되기보다는 프

리랜서로서 회사와 정산하는 것을 선호한다.” 

“사실은 에디터들은 직접 고용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며, 실제로 

다른 회사에서 직접 거래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오면 에디터가 거절하고  사실

을 알려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어느 한 회사의 종속이 되는 게 매우 불리한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상편집자(에디터들)는 대부분이 개인들로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작성)하

지는 않고 있었다. 보통은 건별로 묶어서 의뢰를 하지만 계약단위가 큰 경우

는 따로 계약서를 쓰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 자체에 있는 특약

사항 등을 계약으로 간주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A사는 사내에는 의뢰인과 영상편집자(에디터)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

는 매니저를 별도로 두고 있었는데, 총 인원이 12명이였다. 이들 구성을 보면, 

운영 매니저가 5명, 나머지는 IT 개발자들, 디자이너, 경영지원 등으로, 주로 

고객들과 채팅으로 대면서비스를 하는 인력들이였다.

다. 인사Ⅱ : 교육훈련, 평가, 채용계획

현재 A사는 ‘교육’보다는 ‘선발’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에

디터들이 거의 대부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는 대신 일

을 제대로 안 하거나 중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더 이상 일거리를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에디터들의 직무 향상 프로그램 등은 이제 초기 단계로, 바빠서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직무역량 강화 같은 수요(니즈)가 있으면 온/

오프라인(on/off line)을 통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으로 미팅을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일단 

작업환경 자체가 하루 종일 컴퓨터와 씨름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커뮤

니티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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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을 하면서 커뮤니티 안에서 좀 잡담이라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경

우도 많다”

A사는 좋은 영상편집자(에디터)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사업성공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위해 영상편집자(에디터)의 작업 결과들을 관리하고, 이

력이나 퍼포먼스들을 계량화하는 마이크로 서비스(micro service)를 기획·개

발하고 있었다. 

“향후 고객들이 많아질수록 공급자 수급이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1~2년 뒤에는 예를 들어 B급의 에디터를 교육을 통해서 

A급으로 올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 사업모델 : 수익원, 사업전략, 해외 벤치마킹 사례 등  

A사 매출의 약 80% 정도가 ‘기업’에서 나오는데, 기업들은 가격(비용)보

다도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우선시 하였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가격(비용)이 

더 높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원하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A사가 영상편집

자(에디터)들에게 다른 회사들보다 두세 배를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게 가

능했다. 

“대부분 한 번 일을 맡기면 계속 거의 빠져나가는 고객이 없어 누적으로 

계속 쌓이는 효과가 있다. 00이나 ** 같은 플랫폼은 일회성 프로젝트를 거래

하기에 좋게 UI가 돼 있어서 여러 프로젝트를 묶어서 거래하기에는 태생부터

가 적합하지 않고. 이들 서비스의 신뢰도 자체가 많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서비스 가격은 ‘매니지드’ 플랜, ‘싱글’ 에디팅, ‘엔터프라이즈’ 플

랜 등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매니지드’가 70-80%, ‘싱

글’ 10%를 차지하였다27). 

27) ‘매니지드’ 플랜은 서비스 프로젝트의 난이도 거의 비슷해서 균일가로 측정할 수 있

는 경우를 말하며, ‘엔터프라이즈’는 한 번 맡길 때마다 좀 난이도가 들쭉날쭉해서 

차감형으로 선불 결제를 크레디트(credit) 해놓고 차감하는 경우를, ‘싱글’은 말 그대

로 딱 한 건만 하는 경우를 말한다(A 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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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비중을 보면, 구립도서관 등‘공공’은 매우 작으며, 영상 편집 수

요 자체도 많지 않아 비중이 미미하였다. 대신 ‘민간(기업)’ 수요가 좀 많은

데, 단일 고객이 월 4~5천만원 정도, 교육 영상 월 300~500개까지도 편집 요구

하는 회사도 있었다.

A사는 현재까지는 100% 국내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편집자의 정서적인 장벽들을 주요 원인으로 손꼽았다. 참고할 만한 해

외 서비스는 찾기 어려웠고. 오히려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사례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여러 재능마켓이 있지만 영상 편집만 가지고 이렇게 플랫폼을 하는 데

는 아직까지는 크게 경쟁자라고 할 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

 “ 일단 국내에서는 지배적인 플랫폼이 되고 향후에 잘 되면 글로벌에서 

이어서 할 계획이다.”

 
매출과 관련해서 코로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는데, A 사의 수익

구조가 크리에이터(의뢰인)로부터 편집 비용을 받기 때문이였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 광고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똑같은 영상을 올

려도, 똑같은 조회 수가 나와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영상 광고 정산액 자체

는 좀 줄었다. 반면 영상 시청시간 자체는 늘어서 더 많은 영상을 만들 동기

가 생겨서 이것이 서로 상쇄되거나 조금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마. 장애요인 : 대정부 건의사항

정부 지원정책들 중 팁스 과제(올해 5월 종료),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창업도약패키지(현재 지원) 등 ‘지원금’ 사업은 잘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 특히 영상편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

는 기술 혁신과 실제 편집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의 발

굴·육성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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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영상 편집에는 실제로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받는 시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인해서 더 쓰는 시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짤(밈) 

같은 재미있는 장면, 또는 비디오 임펙트나 인서트 컷 같은 것들을 찾는데 많

은 시간을 실제로 사용을 하는데, 이런 걸 좀 줄여줄 수 있으면(10시간을 5시

간으로) 똑같은 시간을 일하면 월급이 두 배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영상편집은 2달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실제로 돈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쌓을 수가 있는데. 지역 거점마다 센터를 하나씩 만들어서 에

디터들에게는 “***에서 한 달 살기 같은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해외로 

확장하면 파리에서 한 달 했다가 이런 식으로 노트북 하나 들고 돈 벌면서 이

렇게 다니는 방식으로 국내외 지역연계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불어 공공 직업훈련 등 각종 정부 지원정책 및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정부 훈련 중에서 유튜브 만들 만들기, 동영상 제작 등 범용 훈련들은 

오히려 에디터들의 급여 수준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어떤 진짜 혁신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정책이 아니라 표를 의식한 

이해관계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은 (자기)이권을 고려하다 보면 소수의 의

견이 무시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이 있다.” 

“지금까지는 회사의 업무 영역에서는 직접적인 규제 이슈를 맞닥뜨린 적

은 없는데, 다른 회사들 예를 ‘타다’, ‘의료 플랫폼’,‘보험’, 카카오. 네

이버 등 계속해서 규제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막연하게 두려움은 있다.”

“예를 들어서 전업 에디터들에게 4대 보험을 들어주도록 법이 바뀐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걱정이 많다.”

바. 향후 전망 

기본적으로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글로벌 트렌

드가 되고, 영상 업계가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과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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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나 블로그를 통해 하는 것들을 이제는 유튜브(youtube) 영상으로 올리는 

시대가 되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도 영상 검색을 통해 지식을 얻고 있기 때문

이다. 

“예전에는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고 대부분은 어떤 

시청자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영상을 

만드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시대가 돼도 여전히 영상 편집은 전문적

인 스킬이 필요하고, 소카처럼 필요할 때마다 영상 편집 스킬을 빌려 쓰는 클

라우드 와스(WaaS workforce as a service) 형태로 필요한 영상들을 웹 서비스

에 접속을 해서 끌어다 쓰는 형태의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계속 성장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플랫폼경제의 특성상 독식(winners-takes-all)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

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단순히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수익이 더 많이 내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

서 이런 저마다 생각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많은 유능

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회사로 옮긴다. 어떤 이타적인 기업의 

비전을 가지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저마다 만

들어낸 가치만큼의 합당한 대우를 잘 받는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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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B사(미세작업형microtask 플랫폼)

[그림 5-10] B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

가. 일반현황 : 라벨러(labeler) 주도 

B사는 2016년 11월 창업해 현재 5년 차에 접어든 회사다. IT기반의 응용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IT 아웃소싱 개발들을 주로 하다가 최근

에 주거 플랫폼(올 12월 서비스 개시 예정) 서비스와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라

벨링)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라벨링은 처음에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AI기술을 연구를 

하다가 차량 모델과 번호판을 인식하는 일, 그 다음에 어류의 개체 크기 등을 

추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매출은 사회전반에 인공지능의 도입이 확산되면서 2019년을 기점으로 급

성장하였다가 이후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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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B사 주요 재무지표

자료 : B사 신용분석 보고서(NICE평가정보)

나. 인사Ⅰ : 채용, 노동계약, 보수

라벨러들은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인공지능 데이터 댐 사업의 지침에 따

라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하다’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하고 있었다. 그러

나 실제 선발 과정에서는 일정 정도 해당 분야에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을 우

선 선발하였다. 

러벨러 모집은 공개 모집와 더불어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데이터 구축에 집중되는 시기와 역할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데이터 수집과 

전개하는 파트의 일정들이 달라서 해당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모집·이동하

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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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러는 일시적으로 포함돼서 특정 사업을 할 때는 120명 외에 추가로 

10명 이상, 많았을 때는 40명 까지 고용한 적도 있다.”

현재 계약직 포함해서 12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4대보험 기준

으로는 40명 정도 활동하고 있었다. 나머지 70~80명 정도는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되어 있었는데, 하도급 계약을 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하였다.

한편 작업자들의 이력 검증은 현장평가를 중요시했는데, 예를 들어 IT 개

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인 OKKY 등에서의 평가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프리랜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

사와 협의하기 전에 (두 차례의) 사전미팅을 통한 검증 과정을 두고 있었다.

“첫 번째는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스킬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터

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인성에 맞춰서 어떤 기

업에다가 매칭을 시키면 좋을지를 한 번 더 확인한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 사람과 같이 했을 때 괜찮다는 판정이 나면 투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팀 단위로 개발인력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개인들을 모아서 한 

팀을 구성하고, 다음에 이 팀이 주기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다. ”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회사에서 이력이나 이런 경력 등을 검증 같은 걸 

통해서 누가 팀장이 되면 좋을지, 누가 메인이 되면 좋을지, 또 그분 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2,3년 이내 이 사람들이 또 연봉을 좀 더 높일 수 

있고 스킬 업(skill-up)을 해서 양사가 각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서 그거에 맞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경우 팀 

같은 경우에는 팀장에게 권한을 주고 있다.” 

근로계약을 맺은 인력들의 연령대는 천차만별인데, 관리인력의 경우는 경

험이나 연륜이 필요해서 청년이 아닌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 외의 경

우에는 30대 중후반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30대 초반 순이였다. 

개발인력은 실제로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타 전공학과

를 졸업한 후 아카데미 등을 통해 경력을 쌓아온 경우도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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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전공을 했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야 전공을 했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다.” 

임금은 보통 시장이 형성된 단가가 다 정해져 있는데(예를 들어서 숙련수

준에 따라 초-중-고-특급 순),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숙련수준별 필요 인원과 

기간에 따라서 달랐다. 

“대략 중고급 수준으로 해서 5명 정도, 즉 중급 2명, 고급 3명 정도로 해

서 프로젝트 단가를 계산하면, 마진율 제외하고 대략 한 6개월 단위로 봤을 

때, 대략 6천만원 정도다. 전속 계약(100%)을 경우에는 초급은 3~5천만원,. 중

급은 5천만원 이상, 고급은 8천 이상 정도이다. 개인역량에 따라 단기 프로젝

트를 진행하는 경우 1달에 천만 원 이상도 받는 사업도 있다.” 

계약형태는 1일 단위 계약과 월 단위 계약이 있는데, 계약 규모가 큰 경우

에 회사 보안 때문에 (2018년 근로자 파견업 등록을 통해) IT 개발자를 필요한 

회사로 파견을 보내 인하우스(in-house)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만약에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그 프리랜서를 대응할 수 있는 백업

을 상시 두고, 고객사와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완료 이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서 직원이 직접 의뢰업체를 방문해서 문제

를 해결하고 있다. 현재 IT 개발자들을 관리하는 위한 별도로 조직이 따로 있

어 의뢰업체와  IT 개발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다. 인사Ⅱ : 교육훈련, 평가, 채용계획

IT 개발자나 라벨러들의 역량 혹은 숙련 향상을 위한 별도의 고정적인 프

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았다. 다만. 탄력적으로 대학원 수업을 위한 시간을 보장

해 주거나 필요시 내부 세미나 개최, 외부 세미나 참석, 온라인 교육 수강 등

을 활용하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학습과 세미나를 권장하고, 유명 회사나 대학들

과 공동 기술 개발이나 산업협력 과제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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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축적하고. 외국 사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가지 못하니까 주로 

문헌이나 웹 사이트 정보를 수집해서 트렌드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IT 개발자 개인 입장에서는 (B사 같은) 특정 회사와 어떤 형태로든 프로젝

트를 공동으로(참여)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경력 사다리(Career Ladder) 역할

을 하고 있는데, 특히 초급 IT 개발자들에게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기회를 얻고자 아카데미에 등록하고, 그 아카데미에서는 

특정 기업과 연계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 물론 IT 개발자들에게 실제로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에도 IT 개발자 개인 역량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는 사례

들 또한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개발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숙련 인력 

의 절대적 부족이라기 보다는 기술(숙련) 수준의 미스매치(mismatch)가 더 중

요한 문제라는 의견이 강했다. 

“코로나 전후로 해서 IT 개발자들이 자체적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본인 스

스로 더 커리어를 쌓고 싶다고 요청해서 이직하는 사례가 많고. 이직에 따라

서 또 다시 재채용하는 채용과 퇴사가 반복되고 있는 복잡한 상황이다.”

“고급 기술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카우트가 굉장히 활발한데, 급

여나 처우를 높여준다고 해서 장기근속을 하지 않으며, 인간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라. 사업모델 : 수익원, 사업전략, 해외 벤치마킹 사례 등  

B사는 재무제표상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발전과 사회 전

반에 인공지능AI의 도입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 주로 IT 개발자 파견과 관련 용역을 했기 때문에 개발 이슈가 많

을수록 고객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흑자에 영

향을 미쳤다. 최근의 코로나사태는 한편으로는 개발 이슈가 늘어난 반면에 경

쟁업체 수가 늘어 영향을 받고 있다.”



138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정책과제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면, 공공 부문은 10% 미만 수준으로 미미하였으나 

회사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기술개발과 레퍼런스 구축의 필요성 때문에 

꾸준히 정부 용역을 하고 있었다.

한편 코로나시기를 기점으로 회사의 주 수입원에 일정한 변화가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IT 아웃소싱 등 용역 개발이 주 수익 모델이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개발인력의 인건비 상승, 아웃소싱의 한계 등으로 플랫폼이나 금융 

서비스 솔루션으로 사업영역이 변경되었다. 

“회사의 관련 전체 시장 점유율은 현재는 대략 1~5% 미만이나, 주거 서

비스의 경우는 2년 내에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 시장은 세탁기에 들어가는 기능조차도 인공지능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굉

장히 크다.”

현재 동종업계에서 비견할 만한 플랫폼으로는 인공지능 분야는 Superb AI, 

딥내츄럴(deepnatural.ai), 테스트웍스(testworks.co.kr) 등을, 주거분야의 경우는 

최근 각광받는 분야로 아파트너(aptner.com)라는 플랫폼을 각각 주목하였다. 

물론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벤치마킹할 해외 기업이 달라지는데, 다

만 국내 시장 규모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다.

“해외에서 그 분야에서 우수하다고 해도 막상 국내에 도입했을 때 해외

에서 쓰는 데이터세트(data set) 자체가 국내와 너무 달라서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고 생각한다. 세부내용은 영업 비 이라 추후에 공개할 계획이다.” 

마. 장애요인 : 대정부 건의사항

현재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관련 정

부지원 정책들은 잘 활용하고 있었다. 필요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공모 사

업들은 개인의 경험, 정부정책 사이트(회원 가입-뉴스레터), 주변 고객사나 관

계사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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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SI업체의 공통적인 문제인 단가(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다. 

공공조달의 획일적인 최저가 입찰제도 개선 등 이에 대한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비슷한 숙련 인력을 가지고 있다면 최대한 낮은 단가를 제시하는 것이 

계약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모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입찰가나 사업권을 수주하기 위한 가격 경쟁은 

흔한 경우가 되었다.”

한편 정부의 IT 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산업 현장에서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작은 스타트업

(start-up)은 물론 대기업까지 모두 IT 개발자 모시기 경쟁이 치열한데, 정작 

현실은 명칭상 ‘IT 개발자’는 많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의 개발역량을 

갖춘 인력을 쉽게 찾기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과거에는 IT 개발자가 혼자서 전체 서비스 운영 기획도 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도 다루었는데 요즘에는 각 분야별로 분업화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현

장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한 번에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실제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

“정부 정책에서는 보통 IT 개발자 양성이라고 하면 주로 아카데미를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지만, 실제 개발역량을 키우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속성으로 배출하면서 이름만 IT 개발자인 

경우가 많다.”

향후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 요소로는 정부의‘규제’정책을 손꼽았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각종 규제 때문에 아이디어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의견이 강했다.

“예를 들면 주차라고 하면 집에 주거하시는  아파트에 불법 주차된 차량

이 있을 때 이거를 끌고 가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

다. 관련 법제도가 따라붙지 못해서 서비스를 론칭하지 못하거나 아이디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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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사장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또한 IT 개발자 역량은 보통 초급, 중급, 고급으로 표현하는데, 각종 계약

의 기준이 되는 공공부문의 IT 개발자 단가표는 역량에 따른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경력을 허위 과대 포장하도록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

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소프트산업협회(KOSA) 등이 있지만 IT 개발자들

의 숙련 정도를 체크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인력을 빨리 고용해서 운영하고 싶은

데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신기술 개발인데, 특히 해외 진출 시 

관련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발굴을 위한 초기 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

다. 물론 정부 공모 사업 등을 통해 각종 기술개발 및 필요한 자금 지원정책

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된 면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 공모사업의 경우 지원 

사업의 카테고리(범주)가 고경력, 신진 연구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로 인해 양

극화 해소 문제는 여전히 남은 과제이다.

“고경력은 말 그대로 연구소나 대학에서 학장 이상의 경력을 있어야 한

다. 신진 연구는 주요 지원대상인 대학이 규모가 큰 기업들을 선호한다. 다른 

트랙(track)이 별도로 필요하다.”

“일부 부처의 공모 과제들은 대학 연구실 중심의 R&D 사업들이 많고, 개

발된 기술이 실제 사업화되거나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관점이 부족하다.”

바. 향후 전망 

플랫폼 기업의 향후 전망은 대부분이 낙관적으로 내다보었다. 다만 최근 

카카오 사례에서 보다시피 특정 플랫폼의 독과점 행태에 대한 반감과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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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했다. 수수료 위주의 임시방편적인 지원정책보다는 플랫폼 이해당사자들

이 상생하는(win-win)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는 노력이 필

요한 대목이다. 

“IT 생태계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가장 크게 변화는 편리함이

다. 배달앱이 없던 시절에는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곳

에 전화해서 배달시켜 먹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 대신 비용은 증가한다. 선택의 문제이다. 작은 기업들과 상생하

는 구조를 짜는 기업(사람)이 전체 시장판도를 흔들 것이다.”

4.3. C사(전시형 플랫폼)

[그림 5-12] C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

가. 일반현황 : 콘텐츠제공자(지식공유자) 주도

C사는 약 60만 명 이상 학습자와 1,400여 개가 넘는 IT 분야 학습 콘텐츠

를 보유하고 있으며, 500명 이상의 지식 공유자(콘텐츠제공자)가 본인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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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영상 강의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텍스트

(text) 형태로도 올리기도 한다.

2017년 4월에 법인을 설립했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3배가 넘는 성장을 달

성하였다. 매출액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11억이고, 올해 4월 시리즈A 투자를 

받았다. IT 분야 중 주된 분야는 웹 개발 분야로 웹 개발에서부터 보완이나 

데이터까지 개발 관련된 강의는 다 포함하고 있다. 만약 IT 분야 학습 콘텐츠

만으로 한정하면, 규모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회사이다(회사 관계자 주장). 

나. 인사Ⅰ : 채용, 노동계약, 보수

지식공유자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신청을 해서 실제로 강의를 만들

어 플랫폼에서 오픈하고자 하면 별도의 검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었다. 

“검수는 콘텐츠가 올바른 콘텐츠인지, 제대로 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리고 사람들이 볼 만한 최소한의 퀄리티를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

한다.”

“지식공유자 본인이 프로필에다가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했을 

경우에 이 경력에 대한 증명을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는 자율 선택사항이지만,  

경력 증명서나 학력을 인증할 경우에는 지식공유자한테 인증 마크가 붙게 되

고, 소비자가 강의를 선택했을 때 확인을 할 수 있다.”

한편 지식공유자들의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 까지 매우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는데, 시니어 IT 개발자, 개발 팀장의 경우에는 40대가 많았다. 극소수이

긴 하지만, 학생이 올리는 경우도 있다. 

지식공유자의 레벨(수준) 등은 회사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열어주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었다. C 사만의 특별

한 전용 앱이 있는데, 주로 학습 기능 위주로 해서 설계되어 있었다.

“온라인 강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통을 좀 더 할 수 있고, 지식공

유자에게 직접 수강생이 질문하고 답할 수 있도록 지식공유자가 멘토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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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배분 측면에서는 동종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

준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독점’계약을 하면 첫 달에는 90%를 가져갈 

수 있고, 독점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평균적으로 7 대 3 비율로 정산하고 있

었다. 

“다른 플랫폼에서는 플랫폼 회사가 오히려 80%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많이 주는 경우에도 5 대 5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

“무료 강의를 오픈하는 지식공유자부터 매달 천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가져가는 지식공유자도 있는 등 수익대가 굉장히 다양하다.”

시스템 IT 개발자나 앱 IT 개발자의 경우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상당

한 연봉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지식공유를 하고 있

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손쉽게 강의를 만들고 판매할 수 있

기 때문이였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냥 본인만 가지고 있는 걸로 끝나

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눴을 때 나에게도 이런 부수입이 되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지식공유자들이 높은 품질의 강의를 만들 수 있는 장비 같은 것도 제공

을 하고 있고, 강의 촬영 스튜디오 등의 강의를 만드는 데 주저하거나 하거나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 등 강의 제작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졌다.”

더불어 일종의 유튜브 스타처럼 명망이나 평판 효과에 힘입어 ‘몸값 올

리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실제 지식공유자가 인프런의 강의를 올리고 그 강의가 수강생들한테 좋

은 평점을 받았을 때 본인이 이직할 때 그것을 자기 경력기술서에 쓰면 정말 

큰 메리트가 된다. 여러 출판사나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이나 강의 제

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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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IT 개발자 직업 특성상 프레임 워크나 코딩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버전을 업그레이드(upgrade)해야만 특징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이런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고 계속 자

기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 자료로서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지식공유자와 계약은 용역 계약으로, 강의를 올릴 때마다 그 강의 콘텐츠

에 대해 각각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산 비율은 강의 판매의 경우 지식

공유자 70%,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C사 30%으로 배분하였다. 다만, 멘토링 서

비스는 모두 지식공유자에게 지급되었다.

“멘토링 서비스는 수익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지식공유자와 수강생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만든 것이다. 그래서 금액도 지식공유자가 직접 산정을 

하고 그 금액을 결제를 수강생이 할 경우에는 결제대행사 수수료를 제외한 모

든 금액은 모두 지식공유자에게 지급된다.”

다. 인사Ⅱ : 교육훈련, 평가, 채용계획

C사는 창립 초기부터 명확하게 IT 개발자 플랫폼으로서의 비전을 중심에 

두고 사업영역을 꾸준히 확대해 왔고, 지금은 기존 분야 이외에 웹 디자인이

나 마케팅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IT 개발자 모시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IT 기업을 포함한 모

든 영역에서 IT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IT 

개발자 채용이나 IT 개발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강의를 선점한 독점적

인 기업이 없는 상황이다.” 

“네이버라는 회사를 생각했을 때 그 안에 마케터도 있고 웹 디자이너도 

있고 IT 개발자뿐만 아니라 협업하는 직군들이 있다. 그 협업한 IT 기업에서 

일하는 직군들이 들을 수 있는 강의까지는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식공유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일부 강의에 대한 불합리한 평점들이 

있지만, 일단 강의 내용이나 질과 상관없는 일방적인 비방이나 욕설을 남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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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나 수강생에 한해서는 확인이 되는 대로 스팸 처리하거나 비방 댓글로 

차단하였다. 

하지만 강의와 관련해서 지식공유자와 상관없이 그 강의에 대한 비판적인 

수강생의 의견들은 그대로 수강평을 지우지 않고 계속 유지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검수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

식공유자들도 그런 수강평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회사의 이용약관 제5조의 이용 계약 체결 항목에서 “회사 

회원에 대해서 회사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해서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

스 메뉴 등을 세분화해서 이용에 차등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

제 차등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식공유자를 등급으로 차등화하지 않고 있다. 단지 필터링 기준에서 

‘수강생수 순으로 보기’와 같이 그냥 수강생 수가 많은 강의 순서대로 그냥 

보여주는 수준에 불과하다.” 

“수강생 차등화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수강생의 레벨(level)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진 않지만 수강생이 본인이 지금 다니는 회사 메일 인증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10% 할인 혜택을 더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사 인력은 10~15명 정도 있었다가 코로나 이후 급성장했기 때문에 그 

성장세에 맞춰서 직원들을 채용했고, 올해 2월 달에 시리즈A 투자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투자 받은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채용을 계속해 지금은 40~45명 정도로 

늘어났고. 올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용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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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모델 : 수익원, 사업전략, 해외 벤치마킹 사례 등  

회사의 수입원은 ‘유료강의 판매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유일했다. ‘이

용 수수료’는 전혀 없고, ‘광고’도 지금 사이트에서는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결제가 다 결제대행사(PG)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만약에 10만 원의 강의가 판매가 됐다면 10만 원에서 결제대행사 수수

료를 제외한 그 금액에서 지식공유자와 인프런이 7 대 3 비율로 정산이 진행

돼서 30%의 수익이 주 수입원이다.”

한편 지식공유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할인(프로모션) 등을 통해 줄어드는 

경우는 없었다. 물론 C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을 하기도 하고 지식공유자 본

인이 스스로 할인(행사)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식공유자가 할인을 동의나 비동의를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

사에서 지급하는 ‘00’라는 실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제도를 통

해 C사에서 100% 부담을 하고 있다.”

회사가 2020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온라인 수

요가 급증했고, 그에 따라 가입 회원 수나 수강생 수도 늘면서 실제 강의 판

매율도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매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10% 내외이지만 앞으로는 20~30%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긴 했지만 수

요는 굉장히 미미했다. 기업들은 직원 교육이 목적이다 보니 오프라인으로 했

을 때 좀 더 효율이 올라가고 좀 더 관리가 수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수요가 급증했다. 정부의 비대면 

바우처 사업으로 (C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 많아지면

서 수요가 좀 더 많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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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수강생은 개인과 기업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매출 기준으로 보면  

주 고객은 B2C 즉 일반 개인 회원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업’이 차

지하는 비중은 10% 내외 수준이다.

한편 기업 고객들은 개발을 중심으로 둔 IT 기업이 가장 많고, 일반 대기

업의 경우도 내부 개발팀 위주로 수강을 많이 하고 있었다. 현업에 있는 IT 

개발자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외에도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

야 하는 업무적인 특성 때문에 C사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일단 플랫폼에 등록했을 때 IT 분야에 정말 특화되고 관심이 있고 취준

을 원하거나 이 분야에서 일하고 하는 경우 플랫폼으로 이미 각 어떤 생태계

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취미 클래스나 재테크 클래스도 병행하는 플랫

폼에 올렸을 때보다 C사의 개발 또는 IT 분야의 강의를 올렸을 때 훨씬 더 시

너지 효과가 난다.”

“지식공유자들이 지금 현재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부업 개념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을 많이 올려

주고. 그 기술이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C사의 서비스를 통한 자사 직원 교육을 선택하고 있다.”

현재 C사는 강의를 통해 IT 개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치중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플랫폼이라는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예

비 IT 개발자들이 직접 본인이 개발한 코딩 등을 올릴 수 있는 블로그 등을 

함께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국내 경쟁업체로는‘패스트캠퍼스(fastcampus.co.kr)’28)를, 해외 플랫폼 

중에서 ‘유데미(udemy.com)’29)를 각각 벤치마킹했다.”

28) 회사 관계자는 우선 자본력도 상당히 좋고 직원 수도 300명 이상이면서 연예인이 등장

하는 TV광고를 하기도 했다는 점, 그리고 웹개발을 포함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

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하였다.

29) 회사 관계자는 오픈 플랫폼이라는 점. 그리고 유데미 강의를 만들고 등록하기가 매우 

쉬운 점 등을 많이 참고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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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는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각종 성과물을 직접 공유하고, IT 개발자를 

원하는 기업에 채용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회사 플랫폼

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준비중에 있다.

“아직은 플랫폼 강의 콘텐츠만 판매를 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지

금 신규 서비스로 채용을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의 론칭을 기획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부터는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이다.”

마. 장애요인 : 대정부 건의사항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

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의 청년 고용 장려금이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으로 일정부

분 인건비 부담을 덜고 있으며, 비대면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매출에 더 많이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으로서 공제받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규제를 받거나 이런 것보다

는 오히려 좀 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조세 정책이나 각종 규제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해외진출(판매)을 위한 외국어 자막처리(더빙) 바용이나 (IT 기업 같은 경우 상

대적으로 부담이 큰) 서버비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정책에는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고용장려금이나 세제 혜택의 경우 기

간이 정해져 있어 (5년 이상 지난 스타트업 같은 경우) 정작 꼭 필요한 시기

에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있었다.

“중소기업이고 기업부설연구소를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 그걸로 인

해 받는 법인세 관련해서 세액 공제나 소득 감면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 법

인세 부담을 일부 줄이고는 있다. 하지만 이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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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지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

바. 향후 전망 

향후 업계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최근 IT 개발자에 대

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당분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

한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경험을 되돌아보면, 과거에는 엑셀이나 ppt 같은 것도 굉장히 전문 

기술에 속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뤄야 할 

수 있는 스킬이 되었다.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개

발 기술이나 코딩은 조만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엑셀을 하듯이 그냥 일반 

사람들도 반드시 필요한 지식 정도의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

“C사의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나 어떤 시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부산에 있는 분들도 양질의 지식을 집에서 바로 접할 수 있

기 때문에 시장 크기도 확대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비전공자들도 단기 집중학습 등을 통해 개발사로 이직을 하거

나 직군을 변경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과거 웹 디자이너들

과 같이 IT 개발자의 급여나 처우가 하향 평준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제

기하였다.

“지금 당장은 앱 개발, 시스템 개발 관련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했는데. 

이전에도 보면 맨 처음에 왜 웹 디자인 나올 때 굉장히 잘 될 거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훈련을 비전공자들도 많이 옮겨갔다. 그래서 결국은 웹 디자이너

들의 급여 수준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는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론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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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장에서는 먼저‘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의 특징적인 요소와 성장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어떤 기업이든 성공적인 플랫폼 사업을 하려면 동일한 4단계를 거쳐야 하

는데, ‘대상 시장’ 선택,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해결, ‘비즈

니스 모델’ 설계, 그리고 생태계 규칙 확립 및 실행이 그것이다. 

물론 이상의 4단계는 명확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플랫폼을 구축하

고 운영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할 요소들, 대상시장, 확대전략, 사업모델, 그리

고 운영원칙을 모두 포괄한다.

한편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동실태조사와 별도

로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기업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1차로 예비 조사지를 사

전 배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제공 서비스의 내용과 플랫폼의 역할이 다른, 

섭외가 가능한 3개 업체 관계자와 심층 인터뷰 (FGI; Focus Group Interview)

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웹기반 노동플랫폼 기업들 대

부분이 스스로는 단순 ‘중개’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상시장의 선택

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 해결방식이 개별 플랫폼의 역할과 양

상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A사-프리랜서형 플랫폼-공급

자(영상편집자) 주도, B사-미세작업형-작업자(라벨러) 주도, C사-전시형-콘텐츠

공급자(지식공유자) 주도). 

둘째, 인력 채용의 경우, 인터뷰한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기업 모두 원칙적

으로는 마켓플레이스로서 공급자가 자유롭게 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팔 수 있

도록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자를 직접 선발하기도 하였다(A사-프

리랜서형 플랫폼) 이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기업이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적극

적으로 개입하여 품질을 관리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후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인력 구성은 모든 인터뷰 노동플랫폼 기업에서 2~30대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았고,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으며, 속한 플랫폼의 유형과 전업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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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총 보수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다만, 개별 성과물(편집 영상물)의 단

가는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동일하게 보수를 책정하고 있었다(A 사-프리랜서

형 플랫폼) . 

넷째, 자체 교육훈련 계획은 대부분 기업들이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당사자들이 적극적이지 않고, 각 기업마다의 특성과 그에 따라 수요가 

달라 이를 충족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다섯째, 서비스(작업/콘텐츠)에 대한 평가는 관련 종사자들이나 기업 사이

에서 나름 인정받는 사이트를 활용하거나(B사-미세작업형 플랫폼) 자체 전담

인력 등을 통해((A사-프리랜서형 플랫폼)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

고 있었다. 객관적인 평가는 기업(서비스 제공자)의 수익과 경력관리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기업의 수익모델은 유형에 따라 다양한데, 

공통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매출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지역

적으로는 주로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기업(서비스)의 정서적인(문화적인) 장벽 때문이다(특히 A사-프리랜서형 플랫

폼). 대부분 기업은 먼저 국내에서 지배적인 플랫폼이 되고 향후에 상황에 따

라서 글로벌 서비스(시장)를 제공(진출)할 계획이다.

일곱째, 정부 지원정책은 인터뷰 노동플랫폼 기업이 모두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름의 방식을 활용하여 각종 정책자금 지원이

나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잘 활용하고 있었다. 다만,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자

금 지원(심사) 기준이나 관련 법 제도의 미비, 그리고 규제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기업의 유형에 상

관없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다만, 플랫폼 경제의 특성으로 인한 

특정 플랫폼의 독과점(winners-takes-all) 문제 해소, 그리고 다양하고 글로벌한 

플랫폼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상생하는(win-win) 모델의 발굴 및 촉진 노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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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해외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사례연구

제1절 머리말 

본 장에서는 해외 플랫폼 노동시장의 성장에 따른 현황과 해외의 주요 웹

기반형 플랫폼 기업 사례를 다루었다. 먼저, 최근 성장하고 있는 해외 디지털

노동 플랫폼 시장의 규모와 현황을 알아보고, 국가별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 

특성을 온라인노동지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워크(microwork)

와 프리랜서형(freelancing) 플랫폼을 중심으로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특성을 

살펴보고, 마이크로 워크 플랫폼의 대표 사례로는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의 사

례를 살펴보고, 전문성에 기반한 프리랜서형 노동플랫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업워크와 파이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각 기업 사례에서 나타난 수수료 체계, 

프로젝트의 특성을 살펴보는 한편, 종사자들의 지위와 분쟁조정장치 등을 살

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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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외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시장의 규모와 특성

1. 해외 플랫폼 노동시장의 발전 

미국의 운송 전문 플랫폼 기업 우버(Uber)는 2009년 출범 이후 꾸준히 성

장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규모를 확장하면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상징적

인 의미를 전달하는 만큼, 디지털 노동 플랫폼(digital labor platform)이라는 매

개체를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어느덧 

일상에 자리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인터넷연구소(Oxford Internet Institute; 

이하 OII)에서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또는 ‘온라인 노동 플랫폼’)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이 아닌, 노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와 판매가 완전한 

디지털 방식을 통해 거래되는 플랫폼의 형태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

다. 즉, 온라인 노동 플랫폼에서는 근로와 고용, 결제, 작업 결과의 전달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곧 언급하게 될 온라인노동지수(The Online Labour Index; OLI)의 구성 조건과 

연관성을 갖는다.

한편, 2019년 248.3억 달러를 기록한 미국의 긱 이코노미 규모는 2023년경

에는 455.2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30), 유럽의 디지털 노동 

플랫폼 경제 규모는 2016년 34억 유로에서 2020년 140억 유로로 5년간 5배가

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EC, 2021).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라는 전세계적인 담론

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 노동 플랫폼이 점차 발전해나가고 있다는 점

은 그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맞물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게 되고(이상준, 2021)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 특성상 그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31). 

30) 출처: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34564/gig-economy-projected-gross-volu

me/, 2021년 9월 접속) 

31) 다만, 웹기반형 플랫폼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동안 노동 공급과 일거리 수요가 전부 감

소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작년 3월 중순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

게 된 이후 즉시 노동 수요가 감소하였다(ILO, 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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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성장은 글로벌 투자 규모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1]은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디지털 플랫폼 노동 분야의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택시 서비스 플랫폼이 총 620억 달러, 

배달/운송 플랫폼은 약 370억 달러의 투자를 받는 등 지역기반형 플랫폼이 여

전히 강세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기반형 플랫폼은 142개 플랫폼에서 

약 3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웹기반형 플랫폼 기업의 

경우 지역기반형 플랫폼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시장 규모는 매우 작지만, 최

근 20년간 웹기반형 플랫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이들 플랫폼에 등록된 작업자들의 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한편, 2007년에서 2020년까지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투자된 금액은 총 

1,190억 달러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ILO, 2021a)32). 

[그림 6-1] 디지털 플랫폼 노동 시장의 총 투자 규모 (1998~2020년)

주1) 각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플랫폼 기업체 수 및 기간별 총 펀딩 금액은 아래와 같음

   - 온라인 웹기반형 142개(1998~2020년), 택시 61개(2007년~2020년), 배달 164개(1999~2020년), 하

이브리드형 5개(2010~2020년)

주2)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일부 업체들에 다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택시 플랫폼의 경우 Uber와 DiDi의 투자 비중이 전체의 75% 가량을, 온라인 웹기반

형 플랫폼에서는 ZBJ, Scale AI, Upwork 등 상위 3개 기업의 펀딩 비중이 33% 차지)  

출처: Crunchbase Database (ILO, 2021a에서 재인용)

32) Crunchbase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하며, 동 DB에서 확인 가능한 777개의 

디지털 노동 플랫폼 중 367개 플랫폼(약 47%)만을 대상으로 한다(2021년 1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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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노동플랫폼의 특성

한편, OII에서는 2017년 온라인노동지수(OLI)를 개발하여 온라인 긱 이코노

미 규모를 국가별, 직종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노동지수는 온라인 노동 플랫폼 시장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상위 5대 영어

권 프리랜서 플랫폼에 게시되는 모든 프로젝트와 작업을 월별 트래픽 추적을 

통해 구성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OLI 2020’을 통해 제공하는 자료

의 경우에는 6개 비영어권 국가(스페인 3개, 러시아 3개)의 플랫폼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33). 

[그림 6-2]와 같이 2016년부터 시계열 변화에 따른 온라인 노동 플랫폼의 

활용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16년을 시작으로 온라인 

노동 플랫폼의 활용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

체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2] 온라인노동지수(OLI) 2020의 시계열 추이

주) y축이 인덱스 포인트로, 기준일자는 2016년 6월 1일(2016년 5월의 일일 평균 신규 프로젝트 수)임

출처: Online Labour Observatory (https://onlinelabourobservatory.org/oli-supply/, 2021년 11월 접속)

33) OLI 2020은 옥스퍼드인터넷연구소와 ILO의 협력을 기반으로 설립된 Online Labour 

Observatory에 의해 제공된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Stephany 외(20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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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프리랜서에 대한 전세계 수요가 매년 11%씩 증가하고 있다고 언

급한 바 있다34). 특히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지수가 예년 대비 큰 폭으로 

변동하는 구간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온라인 노동 플랫폼 시장에

도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Kässi 외(2021)에서는 전세계 온라인 노동자 수를 알아보고자 하였는

데, 등록된 351개의 프리랜서 플랫폼 중 162개를 통하여 약 1억 6,300만 개의 

등록된 사용자 계정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도 330만 명가량의 총 수입이 약 

1,000달러 이상이거나 프로젝트를 10개 이상 완료한 근로자로 집계되었다35).  

[그림 6-3]에서는 온라인노동지수 기준 상위 20개 국적(고용주) 및 국적에 

따른 직종별 점유율 분포를 통해 온라인 프리랜서 노동 수급현황을 알 수 있다.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약 3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데서 온라인 플랫

폼 노동 수급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영

국, 인도, 호주, 캐나다, 독일 순으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software 

development and technology) 분야, 데이터 입력(clerical and data entry) 등의 

직종에서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소프트

웨어 개발 및 기술 분야 직종이 대체적으로 해당 국가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

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 출처: Online Labour Observatory (http://onlinelabourobservatory.org/paper/how-many-onl

ine-workers/, 2021년 11월 접속)

35) 이는 플랫폼 전반에 걸쳐 예상되는 등록 작업자 수(23,000찬명)에 직접 관찰된 작업자 

수(140,000천명)를 더한 값이다. 더불어, 저자들은 추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는 점을 감안하여 매개변수 불확실성 추정치를 병기하여 제시하고 있다(Kässi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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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온라인노동지수(OLI) 상위 20개 국적 및 국가별 직종 점유율 분포

출처: The Online Labour Index (https://ilabour.oii.ox.ac.uk/online-labour-index/, 2021년 11월 접속)

[그림 6-4]는 온라인노동지수 2020(Online Labour Index 2020)의 일부로 최

근 1년간 온라인 노동 플랫폼을 통하여 작업을 수행한 작업자들의 분포를 상

위 15개 국가에 한정하여 보여준다. 

그 중에서 인도가 30.7%, 방글라데시 12.7%, 파키스탄 12.4%로 남아시아 

국가의 작업자들이 전체 작업자 국적 분포에서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우

리나라의 경우 비중이 0.027%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의 점유율은 2017년 25%에서 2021년 33%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 

작업자들의 1/3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인도 내에서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영어 사용자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도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완료한 작업들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쉽게 설명 가능하다(ILO, 

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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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온라인노동지수 2020 (온라인 노동 공급)

주1) 기간은 최근 1년(2020~2021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오픈데이터를 이

용하였음

주2) 온라인노동지수 2020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5대 영어 온라인 노동 플랫폼 및 6개의 

비영어 플랫폼의 트래픽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지수를 산출함

출처: Online Labour Observatory (http://onlinelabourobservatory.org/oli-supply/, 2021년 11월 접속)

더불어, 상기 작업자 국가들(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경우 온라인 

프리랜서 노동력의 비중이 각각 50%, 45%, 40% 수준이며, 그 중 인도와 파키

스탄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방글라데시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및 멀

티미디어 분야가 각각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상위 국적의 대륙별 분포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아시아 국적

의 노동자 수가 대략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그림 6-5]는 온라인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국가별 작업자 분포(전세

계 시장점유율 기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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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온라인노동지수 2020 (온라인 노동 수요)

주) 온라인노동지수 2020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5대 영어 온라인 노동 플랫폼 및 6개의 비

영어 플랫폼의 트래픽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지수를 산출함

출처: Online Labour Observatory (http://onlinelabourobservatory.org/oli-demand/, 2021년 11월 접속)

온라인 노동수요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선 [그림 6-4]의 노동 공급 현황에서 제시된 

것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로서 온라인 노동에 대한 국가별 수요 공급이 다르

다는 것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노동 수요를 분야별로 살

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크리에이티브 및 멀티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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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외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유형

1.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유형

Schmidt(2017), ILO(2021a) 등에 따르면, 디지털 노동 플랫폼은 작업자들에 

의해 온라인, 혹은 원격으로 과업이 수행되는 웹기반형 플랫폼(online 

web-based platform)인 클라우드워크(cloud work)와 개인들에 의해 특정 물리

적 지역에서 과업이 이루어지는 지역기반형 플랫폼(location-based platform)인 

긱 워크(gig work)로 나뉘게 되며, 그중에서도 웹기반형 플랫폼은 [그림 6-6]과 

같이 마이크로워크, 프리랜서/경쟁 기반형 창의적 크라우드워크36), 경진 프로

그래밍, 의학 컨설팅 플랫폼 등을 포괄한다. 2021년 1월 기준 현재 운영 중인 

웹기반형 플랫폼 기업의 수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프리랜서형 플랫폼이 181개

로  다수이며,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워크형이 46개, 경쟁 기반형 플랫폼이 

36개, 그리고 경진 프로그래밍 플랫폼이 1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ILO, 2021a). 

[그림 6-6] 웹기반형 플랫폼 기업 종류 및 현황

출처: ILO(2021a)

본 절에서는 상기 분류를 바탕으로 해외 프리랜서 2개 기업 및 1개 마이

크로워크형 플랫폼 기업의 사례를 알아보고자 하며, 이들 사례를 통하여 국내 

36) 작업자들은 번역, 그래픽 디자인(UX/UI 등), 어플리케이션 개발, 회계/법률 자문 등 전문

적인 특정 과업들을 수행하게 되며, 그중에서도 경쟁 기반형 플랫폼의 경우 의뢰인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작업자의 작업물을 선택(contest)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

다. 본고에서는 프리랜서형 플랫폼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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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반형 플랫폼 기업 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프리랜서형 노동 플랫폼

프리랜서형 플랫폼은 일감이 특정 개인인 프리랜서에게 제공되는 형태로, 

온라인 아웃소싱(online outsourcing), 아웃소싱 시장(outsourcing marketplace), 

인력 공급자(staffing provider) 등으로도 불리기도 하여 아웃소싱의 원칙을 회

사 수준에서 개인의 수준으로 이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Schmidt, 2017). 대

표적인 프리랜서 플랫폼 기업으로는 업워크(Upwork), 파이버(Fiverr), 프리랜서

닷컴(Freelancer.com), 피플퍼아워(PeoplePerHour), 카반치크(Kabanchik) 등이 

있다.

업워크에서 지난해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프리랜서 수는 약 5천 9

백만 명으로, 이는 전체 미국 노동인구의 36% 가량을 차지하는 수치이며 전년 

대비 2백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들이 프리랜서 활동을 통하

여 1년간 벌어들이는 수입은 약 1.2조 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37). 한편, 

Statista(2017)의 조사에서는 미국의 프리랜서 수가 2017년 5,730만 명에서 2027

년에는 약 8,6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전체 노

동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로 향후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한 일감의 탐색 기

회가 점차 늘어날 것임을 시사한다38). 특히, 미국의 프리랜서들은 일정을 유

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 스스로가 상사가 되어 일할 수 있다는 점, 근무 

37) 조사는 6,001명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과거 12개월간 수입이 있는)으로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편, 동 조사에서는 프리랜서의 유형을 총 

5가지로 분류하였는데, ① 전통적인 프리랜서로 일시적, 혹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일하

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② 기업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밤에는 다른 프

리랜서 일을 수행하는 문라이터(moonlighter), ③ 전통적인 피고용인과 프리랜서를 혼합

한 형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입을 얻는 복합 노동자(diversified worker), ④ 자신도 

프리랜서이면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프리랜서 

사업 소유주(freelance business owner), 그리고 ⑤ 단일 고용주, 의뢰인, 또는 고용 형태

가 임시적인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임시 노동자(temporary worker)가 이에 해당한다

(Upwork, 2020).

38) 출처: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921593/gig-economy-number-of-freelanc

ers-us/, 2021년 11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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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등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유로 시장에 참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Statista, 2021)39).

3. 마이크로워크 노동 플랫폼

마이크로워크(microwork)는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군중(crowd)이 모여 작업

의 일부를 미세 과업 단위로 수행(crowdwork)하고, 이러한 미세 과업들이 플

랫폼 기업에 의해 통합된 형태로 요청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나타낸다. 이는 

인공지능의 고도화를 위해 머신러닝에 의해 데이터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사람

의 영역을 활용하는 것인데,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이라는 일련의 절차, 예를 

들어 특정 이미지의 객체를 인식, 추출 및 수집하기까지의 과정을 데이터 라

벨링(data labeling)이라고 칭한다(이정희·이상준, 2021).

ILO(2018)는 크라우드워크를 기업이 저렴한 온디맨드(on-demand)형 노동력

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많은 수로 구성된 

작업자 그룹이 여러 시간대에 걸쳐 대규모의 프로젝트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군중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마이크로워크는 매우 단순하며 반복적인 작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업

자들은 과업에 자체 할당(self-assign)한다. 대개 해당 과업들에는 불특정 다수

의 저숙련자들이 투입되며 과업의 처리 과정은 가능한 한 자동화되는데, 이러

한 과정들이 컨베이어 벨트 생산 라인의 형태와 유사하게 처리된다. 이를테면, 

데이터베이스 유효성 검사, 제품 설명 작성, 감정 분석, 콘텐츠 검열 등과 같

이 사람의 가치판단이 필요한 작업들이 이에 해당한다(Schmidt, 2017).

마이크로워크형 플랫폼 기업에는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 클릭워커(Clickworker), 크라우드플라워(Crowdflower), 마이크

로웍스(Microworkers) 등이 있으며, 아래 [그림 6-7], [그림 6-8]과 같이 ILO에

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3,500명 가량의 크라우드워커를 대상으로 작업 

조건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마이크로워크 작업자들의 유급 

39) 출처: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30887/top-ten-reasons-for-freelance-wo

rk-us/, 2021년 11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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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작업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 기준의 수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과 2017년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작업자 플랫

폼의 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에는 3개 마이크로워크 작업자

(AMT USA, AMT India, CrowdFlower)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2017년에는 6개

(Clickworker, Prolific, Microworkers 추가)로 확대되었다. 

[그림 6-7] 크라우드워커의 유급 작업을 통한 수입 분포(2015년)

주) 웹사이트상에서는 각 플랫폼별로 실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음 

출처: ILO (https://ilo.org/global/about-the-ilo/multimedia/maps-and-charts/enhanced/WCMS_660548/

lang--en/index.htm, 2021년 9월 접속)

특히 2017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체로 가장 많은 비중의 

과업은 시간당 2달러 미만의 수준에 몰려있는 것으로 보이며40), 아마존 메커

니컬 터크 미국(AMT USA)의 경우에는 작업자의 35.1%가 시간당 6달러 이하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도(AMT India)는 0~2달러 사이의 

수입 분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비중은 2015년과 

비교했을 때도 다소 높았다.

크라우드워크를 통한 국가별 수입의 차이는 발생하였으나, 이는 결과적으

로 크라우드워크에 참여하는 작업자들이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시장을 통하여 

40) 예를 들어, [그림 6-7]의 Crowdflower와 AMT 인도의 경우 각각 63.1%, 45.9%의 작업자

들이, AMT 미국의 경우에는 5.8%의 작업자들이 시간당 2달러 미만의 금액을 받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출처: ILO, How much do crowdworkers 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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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들이는 소득의 수준은 타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Eurofound(2018)에 의하면,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로 대표

되는 온라인 클릭(어느 정도 숙련된) 작업(Online moderately skilled 

click-work)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수 초, 혹은 수십 초 내에 완료되는 미세 

과업의 특성상 타 플랫폼 대비 작업 강도나 작업 시간의 품질이 낮고, 작업자

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또한 매우 낮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41). 

[그림 6-8] 크라우드워커의 유급 작업을 통한 수입 분포(2017년)

주) 웹사이트상에서는 각 플랫폼별로 실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음

출처: ILO (https://ilo.org/global/about-the-ilo/multimedia/maps-and-charts/enhanced/WCMS_660548/

lang--en/index.htm, 2021년 9월 접속)

41) 출처: Eurofound (https://www.eurofound.europa.eu/data/platform-economy/dossiers/work-i

ntensity, https://www.eurofound.europa.eu/data/platform-economy/dossiers/earnings, 2021

년 11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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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마이크로워크 노동 플랫폼 :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AMT)

1. AMT 개요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 이하 AMT)는 2005년 미국

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크라우드소싱 기업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 기

회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적용 상황들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왔으며 다방

면의 연구 주제로도 활용되었다(Chen 외, 2011; Difallah 외, 2018).

AMT에 참여하는 주체는 크게 요청자(Requester)와 작업자(Worker)로 구분

되며, 요청자는 HIT(human intelligence task)라고 하는 과업을 생성하여 과업

의 성격과 할당된 과업 1건당 작업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의 규모, 과업 수행 

기한 등을 결정할 수 있다. HIT가 생성되고 나면 작업자는 [그림 6-9]의 화면

을 통하여 과업 및 보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중 본인이 희망하는 과업을 

선택하여 수행한다. 

[그림 6-9] Amazon Mechanical Turk 작업자용 웹사이트 화면 구성

주) 본 화면은 AMT의 작업자(worker)들에게 보이는 실제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과업 요청자(requester) 

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음영 처리함

출처: Amazon Mechanical Tu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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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요청자는 HIT의 설정, 작업자의 자격 조건과 더불어 HIT의 레이아웃 

디자인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HIT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리 산출될 수 있으며, 더불어 작업자의 지리적 위치와 같은 간단한 조건들

로부터 시작해서 테스트처럼 다소 복잡한 것들도 자격 검증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HIT의 가용성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Chen 외, 2011). 

HIT의 의미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AMT를 통하여 작업자들은 컴

퓨터와 같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과업들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데, 이 때 생성되는 HIT의 내용은 쇼핑 영수증에서 데이터 추출하기, 웹사

이트에서 데이터 수집하기, 원하는 폰트 찾아서 다운로드하기, 특정 콘텐츠 선

별 등 매우 단순하고 난이도가 낮은 미세 과업들로 구성되며 보상 또한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책정되는데, 통상 1달러 미만의 작업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42).

Difallah 외(2018)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MT를 이용하는 작업자

의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약 10만 명 이상이며, 작업자가 플랫폼에 진입

(arrival)하여 이탈(departure)하기까지를 일컫는 반감기(half-life)는 대략 12개월

에서 18개월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작업자의 진입이 해당 플랫

폼을 이탈하는 작업자의 비율을 상쇄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이용자 수를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그림 6-10]은 2020년 기준 AMT 작업자의 상위 20개 국적 분포를 

보여준다.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이 약 70% 수준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

으며, 다음으로는 인도의 작업자 비율이 약 1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43). 

두 국가가 상위 20개 국가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90% 가량으로 추정

되며, 이후 캐나다, 영국, 브라질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44). 아시아에서는 베트

42) 작업자(이른바 ‘터커’)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AMT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 해당 절차

는 통상 수일이 소요되며 승인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

히 AMT에서는 작업 품질 관리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마련하였는데, 이를테면 미국인의 

경우 작업자 승인을 위해 사전에 세금 관련 인터뷰, 신원 확인 등 철저한 증명 검증 프

로세스를 거쳐야 하며, 작업자 승인 이후에도 개별 작업자들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모니

터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Amazon Mechanical Turk Blog, 참고문헌 참고). 

43) AMT는 한 때 미국과 인도의 노동자들만 활동이 가능했고, 2016년이 되어서야 독일 등 

타 국가의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Schmidt, 2017).

44) 저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별 수치는 공개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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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필리핀, 일본이 0.4% 미만 수준으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6-10] Amazon Mechanical Turk 작업자의 상위 20개 국적 분포

주) 해당 그래프는 저자들이 직접 구축한 홈페이지 자료를 그대로 발췌하였으며, 각 국가별 수치가 

별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본문에서는 상기 그림을 기반으로 대략적인 수치를 기입하였음(2018

년 연구에서는 미국의 점유율이 약 75%, 인도는 약 16%인 것으로 나타남)

출처: Difallah 외 (http://demographics.AMT-tracker.com, 2021년 9월 접속)

2. 마이크로워크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

AMT를 비롯한 많은 플랫폼 기업들은 의뢰인과 작업자 간의 계약 조건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작업자를 대개 자영업자(self-employed)의 형태 또는 독립

적 계약자로 간주한다(ILO, 2018; 2021b). 즉,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선택하

는 작업자들은 플랫폼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플랫폼 운영 주체 또한 그

아 대략적인 수치로 서술하였다. 해당 조사는 약 28개월 동안 진행되어 4만 명의 고유 

참여자들에게 8만 5천 개가량의 응답을 수집하였으며, 조사를 통해 AMT의 인구통계학

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과 인도 작업자들의 경우 시차로 인해 작업 

시간이 상이했는데, 자정(UTC 기준)에는 최대 기준(90% 이상)에 달하는 미국 작업자들

의 작업 비율이 오전 10시에는 약 45%로 감소하는 반면, 인도의 경우에는 미국과는 반

대로 최대 작업비율을 기록하는 시간이 오전 10시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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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법적 의무(납세, 4대보험 등)를 지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AMT는 근로자가 당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닌 어디까지나 독립 계약자로서 

개인으로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45). 유사한 사례로 미

국의 배달 플랫폼 기업인 도어대시(Doordash)의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들을 고

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닌 도급자(principal)와 독립적인 계약자로서의 관계

로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ILO, 2021b).

독립적 계약자로서의 플랫폼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고용주의 책임이 발생

하지 않는 조건 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책임소재가 결국 플랫폼 

노동자 본인에게 온전히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홍성훈, 2019).

45) 출처: Amazon Mechanical Turk Participation Agreement (2020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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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프리랜서형 노동 플랫폼 : 업워크와 파이버

1. 프리랜서형 플랫폼 : 업워크

1-1. 업워크의 개요

업워크(Upwork)는 1999년 미국에서 최초 설립되어 1천만 명 이상의 프리

랜서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프리랜서 기업이자46), 크라우드 기반의 디지

털 노동 플랫폼을 비즈니스 모델로 구축하고자 했던 선구자적인 기업 중 하나

로 평가된다(ILO, 2021a). 

[그림 6-11] Upwork 클라이언트 웹사이트 화면 구성

주) 의뢰인(client)에게 보이는 실제 화면을 캡처하였음

출처: Upwork 

46) 1999년 Elance라는 이름으로 최초 설립되었으며, 이후 2003년 출범한 oDesk라는 기업과 

함께 2013년 회사 합병 방침을 발표한 이후 Upwork라는 사명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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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은 업워크의 웹사이트에서 의뢰인들이 보게 되는 화면의 일부

로, 해당 페이지는 명함이나 문구 디자인에 전문성을 가진 프리랜서들의 대표 

포트폴리오와 작업 의뢰 시 소요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업워크에 가입한 프리랜서들은 여러 명목으로 비용과 수수료를 청구받게 

된다. 첫 번째는 수수료 및 ACH 승인 계약(Fee and ACH Autorization 

Agreement)으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이 프리랜서에게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 서비스 요금의 명목으로 프리랜서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프리랜서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로서, 이는 다시 계층화된 가격 책정

(Tiered pricing) 방식과 직접 가격 책정 방식(Straight pricing)으로 분류된다47).

계층화된 가격 책정 방식의 경우 <표 6-1>과 같이 구분된다. 예를 들어, 

600달러의 서비스 계약인 건에서 의뢰인과 작업자가 고정 가격 계약에 동의하

는 경우에는 최초 500달러에는 20%의 수수료(100달러)를, 나머지 100달러에는 

10%의 수수료(10달러)를 부과하여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요금은 총 110달

러가 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예시이며, 고정계약인지, 같은 의뢰인과 다른 

서비스 계약 건인지, 시급 기반의 계약48)인지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은 달

라진다. 또한, 프리랜서와 기업 간 직접 계약을 맺을 경우(Straight pricing)에는 

계약 조건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프리랜서에게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표 6-1> Upwork 수수료 책정 구조 (계층화된 가격 책정 방식)

출처: Upwork legal (https://www.upwork.com/legal#fees, 2021년 9월 접속)

두 번째로는 프리랜서들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멤버십 프로그램 비용으로, 

업워크에서는 커넥트(connect)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업워크에 가입을 하게 되

47) 출처: Upwork legal (https://www.upwork.com/legal#fees, 2021년 9월 접속) 

48) 시급 기반의 계약의 경우 서비스 수수료율은 최초 10시간에 대해서는 비용의 20%, 11

시간~200시간은 10%, 200시간~400시간은 5%로 책정된다.

의뢰인으로부터 제시된 총 프리랜서 비용(계약 관계당) 서비스 요금(수수료)

$500.00 이하 20%

$500.01 ~ $10,000.00 10%

$10,000.01 이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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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일정량의 커넥트를 지급받게 되고, 의뢰인이 게시한 과업에 대하여 프리랜

서가 본인의 제안서(proposal)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수의 커넥트가 필

요하므로 커넥트가 부족한 경우에는 유료로 충전해야 한다. 다시 말해, 보다 

많은 제안서를 제출하려면 결국 커넥트를 많이 보유한 프리랜서에게 유리한 

구조이므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소수의 프리랜서들이 경쟁우위를 점할 수밖

에 없다. 더불어 프로젝트의 성격, 혹은 의뢰인의 과업 조건에 따라 커넥트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 하나의 제안서를 내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커넥트를 사용해야만 한다.

1-2.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

업워크와 같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 또한 앞서 소개한 아마존 메커

니컬 터크의 사례와 같이 독립적인 계약자로 간주된다. 다만, 업워크의 경우 

의뢰인과 작업자 간의 계약 정보를 토대로 해당 계약 건에 대해 작업자를 적

절히 분류(독립 계약자 또는 직원)하는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이 때 프리

랜서 형태인 작업자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업

워크의 작업자 분류 결과를 고객(의뢰인)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선택

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책임 소재는 온전히 고객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업워크에서는 의뢰인의 계약 조건에 따라 급여 계약 방식(Upwork 

Payroll)을 취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3자인 인력 공급업체(Upwork)가 인

력 공급자인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형태를 따르며, 고용을 수락한 프리랜서는 

계약의 목적상 업체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될 수 있다. 단, 업워크의 서비스 

약관에 따라 프리랜서로 유지된다. 이 때, 고용된 프리랜서는 임금에 대해 필

수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각종 보험, 복지 및 연금 혜택, 복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49).

49) 출처: Upwork Payroll Agreement (https://www.upwork.com/legal#upwork-payroll-agreem
ent, 2021년 9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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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리랜서형 플랫폼 : 파이버

1-1. 파이버 개요

2010년 이스라엘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파이버(Fiverr)는 현재 미국, 영국, 

독일에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다. 파이버는 2019년 기업공개를 통해 규모를 확

장해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프리랜서 플랫폼 기업 중 하나로, 올해 3분기 수익

은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한 7천4백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

업 규모의 확장은 구매자(buyer)의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18년 

약 2백만 명이었던 실 구매자(active buyer)는 2019년 2.4백만 명, 2020년 3.4백

만 명을 넘어 2021년 3분기 현재 4.1백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버는 프리랜서라는 자사 보유 플랫폼의 이점을 살려, 향후 일의 미래

는 장기 고용계약에 기반한 전통적인 노동환경에서 벗어나 경험 축적을 통한 

프리랜서 활동(freelancing)이 중심이 되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세계를 통

해 원격으로 팀을 구성하며,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적극 이용하는 환경으로 변

화하고 있다고 보았다(Fiver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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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Fiverr 웹사이트 화면 구성

주) 의뢰인(client)에게 보이는 실제 화면을 캡처하였음

출처: Fiverr 

파이버에서는 판매자(seller)인 프리랜서가 등록하게 되는 과업을 ‘긱

(Gig)’이라고 칭한다. 이 Gig을 통하여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5달러 이상의 서

비스 가격을 책정하게 되고, 구매자는 본인의 요구 조건에 맞는 Gig을 구매하

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이다. 이 때, 거래 실적과 평판이 좋은 판매자는 높

은 레벨을 부여받게 되고, 레벨이 높을수록 Gig Extra라는 제도를 통해 더 높

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50). 프리랜서의 작업 신뢰도를 좀처

럼 가늠하기 어려운 구매자 입장에서는 해당 시그널을 통해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프리랜서 간의 가격 경쟁을 기반으로 비교적 낮은 금액으

로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 소규모의 단기성 프로젝트들이 다수를 

50) 더불어, 판매자는 본인의 레벨에 따라 일정량의 Gigs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레벨이 없

는 판매자는 7개, 레벨1 판매자는 10개, 레벨2의 경우 20개, 마지막으로 최고 평점을 보

유하고 있는 판매자는 총 30개의 Gig을 게시할 수 있다. 레벨의 향상은 파이버의 자동

화된 시스템에 의해 주기적으로 갱신된다(출처: Fiv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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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플랫폼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파이버의 수수료 체계는 개별 Gig에 대한 판매와 과업이 완료될 경우 판

매자가 구매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파이버는 규모에 관계없이 구매 금액의 20%에 달하는 고정 수수료를 일률

적으로 취하게 되는데, 금액 구간별로 수수료가 책정된 업워크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별도 5.5%의 

수수료(2021년 3월 기준)가 발생하게 되며 50달러 미만의 소액 거래의 경우 2

달러의 소액 주문 수수료가 적용된다.

한편, 파이버에서는 파이버 스튜디오(Fiverr Studio)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일한 Gig 내에서 여러 전문가 프리랜서 그룹을 형성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보통 대규모의 복잡한 프로젝

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프리랜서들이 단

일팀을 구성하여 프로세스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 때 하나의 팀은 스튜디오 

회원과 책임자인 스튜디오 리드(Studio Lead)로 구성된다.

3. 프리랜서형 플랫폼: 업워크 vs. 파이버 비교

대표적인 두 프리랜서 플랫폼인 업워크와 파이버의 기본적인 플랫폼 구조

는 크게 다르지 않다. 수수료 구조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업워크는 기본적

으로 3구간의 계층화된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파이버는 20%의 고정적인 요율

에 더불어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별도로 취하고 있다. 업워크와 파이버 모두 

유료 서비스(각각 ‘Connects (업워크)’, ‘Package (파이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판매자 본인의 포트폴리오

가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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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프리랜서형 플랫폼 비교

출처: 업워크(Upwork), 파이버(Fiverr), 기타 웹사이트(https://freelancing.school/fiverr-vs-upwork/, 

https://99designs.com/blog/crowdsourcing/fiverr-vs-upwork/) 등을 토대로 저자 정리

또한, 업워크의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형 수익 기반의 구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정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요금(시급 기반)을 책정하고 있어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프

로젝트들이 많은 대신 가격 책정이 다소 높게 형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

면, 파이버의 프리랜서들은 초급부터 전문가 수준까지 스펙트럼이 넓게 분포

되어 있으며, 보통 단기성/일회성 과업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파이버의 경우, 단기적인 과업의 특성상 프리랜서 간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레벨이 높은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대체로 낮은 금액을 형성하게 된다.

해당 프리랜서 플랫폼들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분쟁의 해결 절차, 절차의 

마련과 적용 범위 등을 이용 약관의 내용 위주로 살펴보면, 파이버는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객 센터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갈등

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기초 단계, 주문 취소, 

지불 거절, 환불 등 여러 단계에 걸친 해결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

구분 업워크(Upwork) 파이버(Fiverr)

수수료 구조 계층화 방식 (3구간) 단일 방식 (20%)

추가 수수료

(유료 서비스)
멤버십 프로그램(Connects)

* 별도 구매

서비스 이용 수수료
+5.5% (소액인 경우 +2%)

패키지 * 별도 구매

주요 특징

대규모/장기성

프로젝트 중심
(신뢰성 있는 클라이언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다소 

높은 가격 책정

소규모/단기/일회성 프로젝트 중심

가격경쟁에 의한

비교적 낮은 가격 구조

팀단위 프로젝트 경험
(파이버 스튜디오)

지급(결제) 방식 다양 (7개) 비교적 다양 (4개)

작업 수준 전문가 중심 초급~고급 다양

분쟁 해결 

프로세스 및 

면책 조항 등

판매자-구매자간, 

플랫폼-구매자간 분쟁 발생 

해결 프로세스 등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

판매자-구매자간 분쟁 발생에 

대한 내용에 초점, 고객센터를 

통한 상호 해결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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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업워크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 그리고 플랫폼 당사와 구매자간 

분쟁에 따른 해결 절차, 면책 조항, 책임의 제한 사항 등을 보다 넓은 영역에

서 비교적 상세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분쟁 발생 시 적용 법

령, 비공식적 분쟁 해결 방법, 중재 절차 및 적용 범위 등이다. 다만, 미국 사

용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 플랫폼의 특성상 해당 사항들은 미국 및 미국 

영토 내의 사용자로 한정되며 모든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용

자(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에스크로 지침에 의한 해결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침에서 벗어나는 분쟁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을 명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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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소결

이 장에서는 해외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 업워크, 파이버 등 주요 기업 사례를 통하여 해외 웹기반형 플랫폼 기업

(마이크로워크형, 프리랜서형)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성장과 발전을 글로벌 투자규모

와 온라인노동지수라는 지표를 제시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웹기반형 

플랫폼 시장에 대한 투자 규모는 지역기반형 플랫폼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수

준이지만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온라인노동지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노동시장에 대한 활용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노동은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도 국가별, 수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해외 웹기반형 노동플랫폼 사례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워크형과 프리랜서형 

플랫폼의 특성은 대표 기업들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통해 알아보았다. 마이

크로워크형 플랫폼의 경우,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듯 매우 단순하고 낮은 난이도의 미세 과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수수료 또한 1달러 미만의 적은 금액들로 책정되어 있어 작업자들은 알고

리즘에 기반한 반복 업무를 처리하고 낮은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성에 기반한 프리랜서형 플랫폼은 업워크와 파이버의 사례를 통

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이 기업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판매자인 프리랜서

들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고, 각종 유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단기적, 일시적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프리랜서들에게 낮은 가격 형성을 유도하거나(파이버), 

장기적, 전문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업워크)에서 두 개의 플랫폼은 다소 상이한 특징을 보였다. 

아울러, 주요 기업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웹기반형 노동 플랫폼의 특

징은 통상 작업자들이 자영업자나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간주된다는 점이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당사자들 간에 작업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

고 있지만, 종사상 지위의 한계를 고려하면 사회적 차원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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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정책요구와 
정책과제

제1절 머리말

이 장은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에 나타난 웹기반형 노동정책에 대

한 응답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결합하

여 정책과제를 모색했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의 정책의견은 임금근로 

전환 가능성, 교육 및 직업훈련 경험과 의향, 사회보험 가입현황과 의향, 코로

나 사태의 경험과 금융기관 이용의 어려움, 플랫폼 노동정책의 필요성과 항목

별 중요도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의 우선순위는 플랫폼업체의 과도한 수수료(중개료) 규제, 플랫폼 일 관련 세

금 및 법률 지원기관,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위탁) 계약서 적용, 플랫폼업체, 

중개업체, 고객과의 분쟁조정기구 설치,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적용 확

대, 플랫폼 업체의 평점(별점, 평가)체계 개선, 플랫폼 일 관련 전문적 교육 및 

직업훈련기관 설치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본연구의 결론을 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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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정책요구

1. 임금근로자의 전환 가능성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임금근로 전환 의향은 어느 정도 존재했으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의 격차가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금근로 취

업 의향이 있는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은 주로 플랫폼 수입이 적은 계층에

서 많지만, 임금근로 전환 정책은 의중임금과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임금근로 일자리가 있다면 임금근로로 취업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응답자의 34.4%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임금

근로 전환 의향은 IT 개발자,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전문서비스 직종에서 상

대적으로 많았으며, 디자인과 영상제작 편집 유형은 적었다([그림 7-1] 참조). 

[그림 7-1] 적정한 임금근로 일자리가 있다면 취업할 의향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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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금근로 취업 의향자의 의중임금과 근로시간은 현재 플랫폼 순수

입과 실근로시간에 비교할 때 그 격차가 커서 실제 임금근로 전환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표 7-1> 참조). 임금근로 취업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 임금수준은 월평균 292만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플

랫폼 순수입과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의 격차가 매우 크다. 임금근로 취업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임금 수준은 IT 개발자직종(427만원)에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직종에서는 대체로 250~300만원 사이에 있었다. 

<표 7-1> 임금근로 취업의향이 있는 사람의 의중임금 및 근로시간 격차 

 (단위: 만원, 시간 %)

주: 소득비율은 플랫폼 순수입/적정임금 비율, 근로시간 비율은 플랫폼 실근로시간/적정 근로시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2. 직업훈련 경험과 의향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지난 1년간 플랫폼 일과 관련하여 직업훈련

을 받은 경험은 전체 9.3%에 그쳤으며, 직업훈련을 받은 소수(95명) 중에서 플

랫폼업체가 제공(비용 지원 포함)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28명으로 29.5%였다

(<표 7-2> 참조). 그러나 전체 취업자 중에서 향후 1년 이내 교육 및 직업훈련

을 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은 41.9%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플랫폼 일과 관련하여 전문적 교육이나 직업훈련

취업 
의향이 
있는 
사람

적정
임금
수준

플랫폼 
순수입

현재
소득 
비율

적정
근로시
간

플랫폼 
실근로
시간

현재 
근로
시간 
비율

전체 352 292 128 42.5 38 23 65.5

IT 개발자 66 427 212 50.2 43 27 71.7

디자인 44 284 123 43.5 36 18 54.4

영상 제작 편집 53 263 110 42.6 36 20 67.5

디지털 콘텐츠 86 269 147 51.6 40 35 89.3

온라인 전문서비스 83 247 79 33.0 36 16 50.7

단순작업 20 228 37 15.2 41 8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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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전체의 55.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디지털 콘텐츠와 단순작업 유형에서는 각각 65.8%와 59.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표> 생략). 

<표 7-2> 지난 1년간 플랫폼 일과 관련한 교육 및 직업훈련 경험과 향후 의향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3. 사회보험 가입현황과 의향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알려진 바와 같이 일반 근

로자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사회보험에 가입했어도 현재 일하는 플랫폼업체

를 통한 가입보다는 다른 일자리를 통해서 가입하거나 지역가입의 비율이 높

다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미가입자의 4대 보험 가입 의향은 60~7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표 7-3> 참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률은 각각 50.0%와 69.6% 수준에 달했으나, 가

입경로에서 현재 일하는 플랫폼업체에서 가입한 경우는 가입자의 6.4%와 4.2%

에 그쳤다. 대부분 플랫폼업체가 아닌 다른 일자리에서 가입하거나, 지역가입 

또는 가족을 통한 가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가입자의 가입 의향은 국민연

금 58.4%, 건강보험 64.0%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자는 25.1%에 그쳤으며, 이중 플랫폼 일자리에서 

가입한 경우는 각각 17.1%에 그쳤고, 나머지 70.0%는 플랫폼업체가 아닌 다른 

　 N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
향후 1년 내 교육 
및 직업훈련 의향

전체 1,023 9.3 41.9 

IT 개발자 170 8.8 34.1 

디자인 167 7.8 44.9 

영상 제작 편집 195 6.7 40.5 

디지털 콘텐츠 219 10.5 47.9 

온라인 전문서비스 215 10.7 40.5 

단순작업 57 14.0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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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약 69.2%는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7-3>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과 가입의향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산재보험 가입률은 19.7%에 그쳤으며, 그중 82.7%는 플랫폼업체가 아닌 다

른 일자리에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자의 산재보험 가입의향은 다

가입여부
가입한 경우 
가입 경로

미가입 또는 
모르는 경우

가입 의향 여부

계 100.0 계 100.0 계 100.0

국민

연금

① 가입 50.1 
현재 일하는 

플랫폼업체에서 가입
6.4 있다 58.4 

②미가입 31.6 
플랫폼업체가 아닌 다른 

일자리에서 가입
35.3 없다 41.6 

③ 모름 18.3 
기타 (본인 지역가입, 
가족을 통한 가입 등)

58.3 　 　

건강

보험

가입 69.6
현재 일하는 

플랫폼업체에서 가입
4.2 있다 64.0 

미가입 15.2
플랫폼업체가 아닌 다른 

일자리에서 가입
24.9 없다 36.0 

모름 15.2
기타 (본인 지역가입, 
가족을 통한 가입 등)

70.9 　 　

고용

보험

(실업

급여)

가입 25.1
현재 일하는 

플랫폼업체에서 가입
17.1 있다 69.2 

미가입 57.4
플랫폼업체가 아닌 다른 

일자리에서 가입
70.0 없다 30.8 

모름 17.5
기타 (자영업자 임의가입 

등)
12.8 　 　

산재

보험

가입 19.7
현재 일하는 

플랫폼업체에서 가입
17.3 있다 60.0

미가입 56.7
플랫폼업체가 아닌 다른 

일자리에서 가입
82.7 없다 40.0

모름 23.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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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60.0% 수준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플랫폼 일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사회보험에 대한 응답은 고용

보험 35.9%, 국민연금 31.9%, 건강보험 29.7%, 산재보험 2.5%로 나타났다(<표 

7-4> 참조). 이는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산재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직종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7-4> 플랫폼 일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사회보험_1순위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4. 코로나 19의 경험과 금융기관 이용의 어려움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완전 실

직이나 플랫폼 일거리의 중단을 경험했으며([그림 7-2] 참조), 약 60% 정도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N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계

전체 1,023 31.9 35.9 29.7 2.5 100.0 

IT 개발자 170 34.7 34.1 25.9 5.3 100.0 

디자인 167 40.1 32.3 25.7 1.8 100.0 

영상 제작 편집 195 26.7 42.1 28.2 3.1 100.0 

디지털 콘텐츠 219 30.6 35.6 31.5 2.3 100.0 

온라인 전문서비스 215 28.4 34.4 36.3 0.9 100.0 

단순작업 57 35.1 36.8 26.3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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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학력별 분포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

정지원금의 수혜 비율은 전체의 60%로 나타났는데, IT 개발자는 41.2%로 상대

적으로 적었고, 온라인 전문서비스 유형은 76.7%가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7-3] 참조). 2020년 또는 2021년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원받은 비

율은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9.6%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는 주로 근로

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근로장려세제를 지원받은 사람은 주로 단순작

업,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계열에서 많았고, IT 개발자 유형에서는 낮았다.

[그림 7-3] 2020년 또는 2021년 EITC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비율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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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은 플랫폼 일을 하면서 자금 대출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등 서류 때문에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그림 7-4] 참조). 이에 대한 응답을 보면, 자금 대출을 위해 금융기

관을 이용한 사람은 전체의 22.0%로 나타나는데, 이들 중 73.3%가 대출시에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등 서류증빙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

폼 종사자들의 경력 및 소득 증빙 등을 위해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단위

에서의 직업 이력 데이터와 소득자료 구축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그림 7-4]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금융기관 이용과 서류증빙의 어려움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5. 플랫폼 노동 관련 정책의 과제별 중요도에 의한 의견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은 플랫폼 노동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림 

7-5]와 같이 응답했다. 이들이 응답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중개료) 규제에 있었다. 다음으로, 플랫폼 일 관련 세금 

및 법률 지원기관의 설치,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위탁) 계약서 적용, 플랫폼업

체, 중개업체, 고객과의 분쟁조정기구 설치,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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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플랫폼업체의 평점(별점, 평가)체계 개선, 플랫폼 일 관련 전문적 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의 설치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직종 유형별로

도 큰 차이가 없었으나, 특히 디자인 콘텐츠 직종의 경우에는 수수료 규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책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가장 필요한 정책의 순위별 응답에서는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규

제와 프리랜서가 아닌 법률상 임금근로자 지위, 플랫폼, 중개업체, 고객과의 

분쟁조정 기구의 순서로 나타났다([그림 7-5] 참조). 

[그림 7-5]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정책별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

주: 필요성 5점 척도의 평균값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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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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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웹기반형 플랫폼노동 정책요구와 과제

이 절에서는 웹기반형 노동실태조사에 응답한 노동자들의 개방형 응답에 

나타난 정책요구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정책요구 요약은 

<부표 7-1> 참조). 웹기반형 플랫폼 정책과제는 크게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에 

대한 정책과 정부의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노동플랫폼의 의무에 관련한 

정책은 (1) 노동플랫폼의 수수료 공시 제도와 가이드라인의 제시, (2) 별점 등 

고객 평가제도의 개선과 알고리즘 공개, (3) 에스크로(escrow) 시스템의 도입, 

(4) 중개업체 및 중개업체간 계약사항 열람제도 도입, (5)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근로시간 등 작업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정책의 범위 내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1) 대형 노동플랫폼의 정보공개로 정책의 범위 

내로 유도, (2) 공공 노동정보 플랫폼 운영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직업 이력 

데이터 구축 관리, (3)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세무지원, 법률, 노동권,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 노동정보 플랫폼(어플) 제공, (4) 교

육훈련을 통한 숙련향상 및 고용서비스 제공, (5) 분쟁 조정기구의 설치 또는 

전문기관 위임 유도, (6) 창작 플랫폼 종사자의 저작권 보호, (7) 주요 직종별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 정례화, (8) 노동력 중개 플랫폼에 관한 분류체

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보호의 한계가 있는 

독립 계약자 등 프리랜서를 보호정책, 사대 보험 적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1. 노동플랫폼의 의무와 관련한 정책들

프리랜서의 영역에서 보수나 중개 수수료 문제는 노동법으로 근로자 지위

를 보장받지 못하는 민법상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웹기반형 플랫폼업체의 수수

료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우나, 해외사례에서는 노동플랫폼이 자체적

으로 최저 시급이나 최저임금을 개선하는 시도가 발견된다. 플랫폼 노동거래

와 같이 기술혁신과 고용형태의 다변화를 고려한 관련법의 재정비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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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체계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어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플랫폼 노동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은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모든 근로자가 고용 지위나 계약유형

과 관계 없이 적절한 권리와 보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플랫폼 

운영자가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여 경쟁우위를 얻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업 

간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해야 하고, EU를 포함한 국가들에서는 단체교섭

권, 최저임금, 노동시간 규제, 산업안전, 직업 훈련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Lane, M. 2020, p. 8, 부록 참조). 기존 법제하에서도 정부는 노동력 중개의 

과정과 절차의 투명성, 표준 계약서의 적용, 수수료 체계의 공시, 평가 알고리

즘의 공개, 중개업체의 열람 등 불공정한 플랫폼 거래에 개입하여 교정을 요

구할 수 있고, 정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플랫폼 노동거래에서 수수료 공시제도의 정착은 독과점 노동

플랫폼의 단가 인하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광고비를 플랫

폼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소비자와 플랫폼 종사

자는 노동플랫폼이 제공하는 수수료 체계 공시를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노동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다. 수수료 체계 공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태조사 응

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의 해결을 원했다. 

디자인 비용의 단가 저하가 모두에게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의) 높은 커미션은 하향조정 되면 좋겠지만, 이것도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플랫폼업체간 커미션 담합이 생기지 않도록 양질의 플

랫폼이 많이 생겨나면 좋을 것 같다. 치킨게임을 부추기는 플랫폼은 어느 정

도 규제해야 한다.

작가들이 하청의 하청으로 전락해가는 구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웹툰 관

련 회사를 나라에서 전략적으로 키우면서 덩치가 커진 회사들과 개인 작가들

이 경쟁하게 된 상황이다. 개인 작가들은 회사와 경쟁 자체가 쉽지 않다. 그리

고 작품연재가 끝나면 다시 연재하는 동안 무일푼으로 연재를 따내야 한다. 

고용보험이 도입됐으나 웹툰 현실에 맞는 도입이 아니어서 개인 부담이 크다. 

사실상 웹툰 플랫폼업체에서 하는 일은 웹툰을 게재하는 일만 하고, 대부분의 

일은 중개업체인 에이전시, 매니지먼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플랫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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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프로라는 말도 안 되는 수수료를 뗄뿐더러, 유료플랫폼의 경우엔 70프로까

지 수수료를 떼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일을 하는 에이전시, 매니지먼트에 대

해선 작가들의 불만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해서 에이전시 

수수료도 말 안됩니다. 수수료 상한선을 정부에서 규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

니다(개방형 응답 중에서).

A사와 같이 (플랫폼이) 시장가격을 낮추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B사처럼 판

매 시작부터 수수료를 떼고 홍보는 안 해주는 악덕업체도 이용하지 않도록 주

의시켜야 한다. 

A사, J사, O사, JN사 등의 플랫폼들은 고객과 주선의 이유로 건당 19~21%(특

히 A사)가 넘는 수수료를 프리랜서들에게 동의 없이 통보 수준으로 편취합니

다. 하지만 사회로 나온 프리랜서들은 이러한 플랫폼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

다. 한번 플랫폼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이 수수료가 합당하다고 생

각하는지, 100명중 100명 다 불만일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플랫폼

을 통하지 않고서는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으니까요. 먹고 살아

야 하니까요. 

현재 웹툰 플랫폼은 월급을 mg제도(minimum guarantee, 최소수입보장)로 주는

데 mg자체가 웹툰에서 나오는 수익을 미리 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빚 입니

다. mg를 넘겨야 유료 수익(순수익. 그러나 이것도 70%를 나눠가짐)이 생기는

데, 한달 mg가 200이라면 코인 결제가 190이면 유료 수익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플랫폼과 연결해주는 에이전시가 들어가면 플랫폼에게 수익을 50%를 떼

어 주고, 남은 것으로 에이전시와 나눠야 합니다. 플랫폼은 아무런 타격도 받

지 않고 과한 이득을 취하는 고용 형태를 바꿔주세요.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는 수수료 내기 전에 광고를 해야 하는데, 광고료가 너

무 비싸고 경쟁적이라서 광고료로 거의 플랫폼 이용료를 내는 것 같다. 광고

비에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돈을 가져가는 구조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별점 등 고객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알고리즘 공개가 필수적이다. 실태조사 응답자들은 

대부분 별점 등 고객평가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으며, 악의적인 평가에 

대한 교정 절차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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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채팅에 조금이라도 늦게 답변하거나 의뢰인이 작업물에 대해 조금이라

도 낮은 별점을 부여하면 노출 순위를 강제 조정하고, 추가 고객을 배정하지 

않는다. 거액의 돈을 내고 상위 노출 광고를 구입하게 하여, 기업형 디자이너

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도한다. '인기순, 추천순, 별점순'으로만 정렬이 가능하

도록 하여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공고히 한다. 

고객이 플랫폼 노동자를 평가하듯이 플랫폼 노동자도 고객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수수료만 빼먹고 분쟁에서는 쏙 빠져서 얄밉다. 덕분에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건 고맙지만, 분쟁 조정을 하지 않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고객이 이용한 후 악의적으로 남기는 비방글에 대해 작가가 혼자 짊어져야 하

는 부담이 너무 크다. 플랫폼 자체에서 관할 업무를 도맡는 부서를 만들어 자

체적으로 관리하였으면 한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은 노동플랫폼과 노동자 사이에 중개업체가 포

함되어 있는지 종종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일부 노동플랫폼은 개인 노

동자 이외에 사업체의 가입도 받는다. 중개업체가 노동플랫폼을 통해서 인력

을 모집하는 경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시된 수수료를 감수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사이에 중

개업체가 있는가의 여부나, 노동플랫폼과 중개업체간의 계약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확한 플랫폼 수수료 퍼센트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로 계약함. 비록 플

랫폼과 직계약이 아닌 에이전시와의 계약이지만, 제대로 된 플랫폼 정산도 공

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이 중간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프리랜서로부터 일감을 받는 행위도 불공

정합니다. 플랫폼-중개업체간의 계약사항을 프리랜서가 중개업체와 계약할 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 측에서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

는 공인된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에이전시 및 출판사와 같은 중계업체들은 반드시 CP공개를 의무화했으면 합

니다. 매출장부 요청을 하면 최종 얼마 벌었다고 보여주는데, 숫자를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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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바꿨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마저도 종합소득세 때 기입 액수가 다르거

나 하는 등의 문제로 매년 작가들 사이에서 잡음이 나오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장부의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하길 바랍니다(개방형 응답 중에서).

클라이언트와 중개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을 몰라서, 제대로 임금 책정이 

된 금액인지, 중개인이 중간에 임금을 더 가져가는 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은 500을 제시했는데 중개인이 프리랜서에게 450 정도로 말할 수 있습

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중

의 하나는 본래 계약된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그 외 추가적인 일에 대한 보

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스크로 시스템

(escrow)의 도입이 필요한데, 일부 노동플랫폼의 경우에는 이미 에스크로 시스

템을 채택하고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일감 계약 시에 미리 업체에 임금을 넣고 일감이 완료되면 자동 입금이 되게 

해서 먹튀가 없었으면 좋겠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표준적 위

탁계약서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휴가, 휴일, 휴게 등 근로시간 선

택이나 작업조건 선택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

다.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들의 계약은 업무지침이나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

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1인 자영업자의 단기간 소액 위탁계

약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에서는 프리랜서인데도 장시간을 근로를 강요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다.

명절에도 작가는 못 쉽니다. 플랫폼이 절대 갑이기 때문에 불평을 조금만 얘

기해도 명예훼손이라며 퇴출 위기에 놓입니다. 작가는 이제 부품입니다.

플랫폼에서 작가와 어시(어시스턴트)에게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거나 계약전 조

절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카톡으로 지

시하고 어시는 이를 어기면 일을 잃을까 걱정하지만, 보호받을 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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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계약서 의무 법제화. 현재 출판업에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에이전시 임의로 유리하게 만든 계약서를 쓰고 있는 곳이 있으므로 모든 

업체에서 작가들과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도록 시행령을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2) 플랫폼 수수료 규제 및 작가 친화적 정책 시행. 현재 C사는 ‘기다

리면 무료’라는 서비스를 강제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작가들의 수수료

가 무려 45%나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었

으면 합니다.

1년에 횟수를 정해 법적으로 휴재가 가능하게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

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는 자발적 장시간 근로시간을 선택이 아니라, 

계약조건에 의해서도 장시간 근로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다. 

웹툰의 퀄리티와 요구하는 수준도 점점 높아지는데, 주 1회 마감이라는 시스

템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작가들을 제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터무

니없이 낮은 페이와 플랫폼 (혹은 에이전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0%가 평균이고 70%, 80%까지 가져가는 업체들이 넘쳐나

요. 저만 해도 70%를 플랫폼에 떼이고 있고요. 정말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라

고 봅니다.

주당 마감 70컷 이상은 말도 안 됩니다. 주 마감을 한다면 40컷으로 줄여야 

합니다. 작가의 건강을 생각해주고 신인작가 후려치기가 없어야 합니다. 1인 

작가 및 어시(어시스턴트)에게 무리한 퀄리티와 스케줄을 강요합니다. 격주 연

재나 최소 10일 연재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2. 그 외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정책

노동플랫폼을 정책 범위로 유도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노동력 중개 플랫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이 속한 산업분류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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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으며, 고용알선업에 포함된 회사는 1개사가 확인되었다. 노동플랫폼의 등

록한 업종만으로는 노동플랫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플랫폼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임을 고려한다면, 노동플랫폼을 

모니터링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부 

정책의 범위내로 유도해야 한다. 특히 시장지배력이 강한 대형 노동플랫폼에 

대해서는 노동거래의 투명성과 사회적인 책임, 거래 단가 설정의 특성을 모니

터링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 대형 노동플랫폼의 모니터링과 함께, 주요 직종

별로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조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단위에서 직업이력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공공 플랫폼 운영으로 웹기반형 종사자의 직업이력 데이터를 구축

하고, 플랫폼 종사자를 조세, 4대보험, 교육훈련, 고용서비스 제공 등 정책의 

범위내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업 이력 데이터 구축은 

자영업자 또는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이력 증빙, 긴급재난 생활지원금, 조

세,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금융 대출 등 생계지원을 위한 서류 증빙 등의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들은 생활비나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신용 및 서류 증빙 등의 문제에서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기 어려움

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노동계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제회 설립방

안을 논의 중인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나 1

인 자영업자들에게 기존의 서민금융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권혜자, 2020, p.115에서 재인용).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나 카드를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로

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법적으로 인정된다면 4대보험

도 들어가게 되겠지요. 

보험이나 신용카드 만들 때, 대출받을 때도 프리랜서는 수입 입증도 어렵고 

직장인에 비해 상당히 까다롭다. 직장인들처럼 프리랜서들도 통일화된 조건으

로 심사했으면 한다.

은행이나 신용(기관)에 대해서 1인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정보 증

빙이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다. 나는 많이 벌기 시작했는데 신용이 낮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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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지 않는다. 시대가 1년 단위로 빠르게 바뀌는데, 정부 기관과 은행, 신

용평가회사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서는 민간과 경쟁하는 공공 노동플랫폼의 

설치보다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세무 정보 지원, 표준 위탁계약, 노

동권 등 고층처리 상담 및 법률지원, 소득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웹

기반형 공공 플랫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공 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채용관련 워크넷이 있듯이 산업인력공단이나 관련부처에서 진행하는 프리

랜서 관련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외에도 이러한 공공 플랫폼의 설치를 통해서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

들에게 교육훈련이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노동플랫폼이나 중개업체

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조정 절차와 전문기관을 소개할 수 있다. 고객

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노동플랫폼의 내부 조정절차도 필요하지만, 노

동플랫폼이나 중개업체와의 분쟁을 고려하면 공공영역에서 분쟁 조정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다. 노동플랫폼이 고객과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공적 영역의 전문기관에서도 분쟁 처리와 조정절차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작 플랫폼 노동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분쟁처리절차가 필요하

다.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에서는 포트폴리오 등이 공유되는 등 저작권 분쟁을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아무리 임시 고용된 알바이지만 결국 알바생이 발휘한 창의력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데 저작권은커녕 소모품으로 쓰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새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수수료에 비해 작가(프리랜서)에게 오는 대우가 매우 못마땅

하다. 작업물의 저작권은 작가가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데, 공동 저작권으로 묶

어 저작권에서 오는 수입마저 플랫폼이 가져가고, 이후 연재가 종료되면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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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작권을 작가가 가져가지 못하는 것도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 거래를 위

한 표준 계약서도 만들어야 한다. 제 입맛대로 수익을 가져가려는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생기고 매 해마다 새롭게 생겨나는 독소 조

항에 작가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작업물이 불법 사이트로 유출

되어 수익에 피해를 당한대도 방관하는 플랫폼의 행동도 고쳐야 한다. 실질적

으로 불법사이트의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지만 작가가 최소한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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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론을 대신하여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문제들은 다

음과 같다. 플랫폼 종사자들이 대면 임금노동이 아니라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

을 주업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에서도 성, 연

령, 학력 등 인적 속성이나 지역, 직종 특성 등에 따른 근로소득의 격차가 발

생하는가. 근로소득의 격차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노동플랫폼의 특성

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인가.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요구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1,023명의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하고자 했다. 이 조사는 

주요 직종별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노동실태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

행했는데, 이를 통하여 응답자들의 노동실태는 물론, 이들이 이용하는 주요 웹

기반형 노동플랫폼의 특성에 대해서도 접근하고자 했다. 응답자들이 이용하는 

주요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에 대해서는 기업 재무 정보와 고용보험자료 등을 

이용하여 시장지배력과 수익성 등을 살펴보고자 했으나,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접근 가능한 일부 자료에 한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실태조사와 기업 FGI 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것 중의 하나는 당연하게도 

근로시간 유연성과 자유로운 노동환경, 손쉬운 일거리 접근성을 원하는 다양

한 사람들의 수요가 존재하고, 웹기반형 플랫폼기업의 경우에도 특정 부문에 

특화된, 혁신성과 전문성을 갖는 다수의 노동플랫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웹기반형 종사자들 중에는 아직 기업의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전

문성을 바탕으로 소규모 협력 공동체 등을 운영하면서 사업영역을 넓혀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웹기반형 대형 노동플랫폼의 특성에 주목했는데, 이들의 정

확한 시장점유율의 순위 관계는 알 수 없었으나, 2018년을 전후하여 부채와 

자본, 매출액, 거래규모 등의 팽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기업에서는 광고

선전비 등 영업비용이 영업수익을 따라가지 못해서 당기순손실이 누적 확대되

고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시장지배력 추구라는 

디지털 노동플랫폼의 일반화된 특성인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네트워크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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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노동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비자도 이 노동플랫

폼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플랫폼은 시장지

배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실태조사에서는 일부 대형 노동플랫폼이 

수수료와 노동력 단가를 설정하기도 하고, 광고료와 프로모션, 고객평가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거리를 제한한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정책은 무엇보다도 노동플랫폼의 

과다한 수수료(중개료)와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에 관한 것으로, 지역기반형 플

랫폼 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동(중개) 플랫폼이‘사용자’지위가 아

니고 웹기반형 취업자들이 ‘노동자’지위가 아닌 한에서,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수수료나 알고리즘의 규제에는 일정한 한계

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의 부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유럽연합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51)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웹기반형 노동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일부 

노동플랫폼은 수백만 건의 누적 거래건수와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 분

야에 특화하지 않고 온갖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노동이나 서비스를 중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플랫폼이 실제로 직접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대

체로 100여명에 미치지 못했다. 불과 1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수백만 건의 

노동력 거래를 성사시키는 대형 노동플랫폼의 존재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놀

라운 성과이자, 동시에 노동의 미래에 던지는 우려이기도 하다. 

디지털 기술 발전의 속도와 대형 노동플랫폼이 보여주는 노동의 미래는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노동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어

디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미래이다. 디지털 기술 발전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지만, 최소한 기술 발전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

해서는 개입할 수 있다. 노동플랫폼의 권리 이상으로, 노동자의 노동권, 소비

자의 권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51) 2021년 12월 9일‘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노무제공 플랫폼기업을 노동법의 사용자(고용

주)로 간주하는 입법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입법지침이 통과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무제공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소득을 얻는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

동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 입법지침이 유럽의회를 통과하면, 회원국들은 2

년 안에 이 지침에 따라 국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한겨레신문, ‘유럽연합, 플랫폼노

동자 ‘노동자’로 추정키로... 한국은?‘ 2021년 12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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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 IT 개발자 직종의 지난 3개월간 구체적인 일거리 및 일감 내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부표 3-2> 디자인 직종의 지난 3개월간 구체적인 일거리 및 일감 내용

웹/앱 개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기술지원 계열 (이하 IT 개발자 직종)의 
지난 3개월간 구체적인 일감 또는 일거리

AI학습용 비윤리 데이터 생성 업무, C언어 하드웨어 프로그래밍, DB 데이터추출 홈페이지 

유지보수, DB설계 및 sql개발, ERP 그룹웨어 홈페이지 개발, Firmware 성능개선, ios 

android 앱 개발, ios 여러 어플개발, IoT관련 서버 벡엔드, 프론트엔드 개발, javaScript 및 

jQuery 기반의 프론트엔드 업무 지원, Java개발, MVP 앱개발, SI 프로젝트, SW개발, 3D 프

린팅, wifi기반 차량주차유도시스템 개발, 건강용품 디바이스개발, 대용량 메신저 개발, 게

임제작, 견적관리소프트웨어 제작, 수리정보표시프로그림 개발, 공공기관 회원가입 사이트 

시스템 구축, 금융권 웹개발, 기업 업무용 사이트 개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솔루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음악 재생 프로그램/라디오 방송 스케줄 조정 등이 전산상에서 

조작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네이티브 개발, 대학교 학생관리 웹 사이트. 과목 수강신청 

및 교수 확인 페이지, 데이터 정리 및 백업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자, 랜딩페이지 

및 DB를 구축한 간단한 로그인 기능 구현, 마이데이터 구축사업 및 퍼블리셔, 모바일 플랫

폼 개발, 모바일게임 개발, 바코드프린터 제어하는 pc용 프로그램, 갤워치에 들어가는 심박

수 측정 프로그램 반응형 웹사이트 개발, 백엔드(서버) 유지보수 지원, 보험사 이미지 서버 

지원 기능 고도화 프로젝트, 사무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시트개발 유지보수, 사업화 턴키, 

사용자 친화적 자동화 웹앱 및 단순 회사용 홈페이지, 사이트 개발 DB작업, 사이트 개발 및 

물류시스템 관리 웹 개발, 사이트 개발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연동 등, 센서 프로그

램 제작, 소프트웨어 UI코딩, 쇼핑몰 구축, 하이브리드앱 개발, 자동차 관련 iOS 개발, 스타

트업 플랫폼 웹 개발, 브랜딩, 앱 개발 배너 운영 업무, 앱 버그수정,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유지보수 및 기능추가, 운전면허 시뮬레이션 게임 개발, IoT도어락 등 

개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 제작, 웹 퍼블리싱, 웹/앱 개발 지원 국책사업 관련 지원 및 공

공기관 앱 유지보수, 웹개발 풀스텍, 웹사이트 리뉴얼 또는 오류 개선, 인터넷 쇼핑몰 제작, 

입점형 쇼핑몰 고도개발 및 유지보수, 자바, 자바스크립트, c, 유닉스, 리눅스, 오라클 등 서

버 및 DB관리와 유지보수, 전시회 AR 앱 제작, 지도 연동 폐수 모니터링 홈페이지 개발

웹디자인, UI/UX 디자인 등 디자인 계열(이하 디자인 직종)의 
지난 3개월간 구체적인 일감 또는 일거리

3D 렌더링, 3D 모델링 데이터 제작, 3D 캐릭터 모델링, CIBI제작, css 수정, html5기반 웹디

자인, PPT 디자인, SNS 카드뉴스 제작, UI/UX 디자인, 기획, 유지보수, 퍼블리싱, 게임 디자

인 개발, 게임 캐릭터 오마주 디자인 등 포토샵 디자인, 공간디자인, 교육자료 디자인, 그래

픽 디자인 리소스 제작, 동영상 로고 제작, 디자인배너, 로고디자인 및 웹사이트 설명페이

지 제작, 브랜드개발 및 브랜딩 (C.I/B.I), 편집디자인, 패키지디자인 등 전반적인 시각디자인 

프로젝트,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디자인, 상품 디자인, 소프트웨어 UI디자인, 쇼핑몰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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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부표 3-3> 동영상 제작 및 편집 직종의 지난 3개월간 구체적인 일거리 및 일감 내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유튜브, 동영상 제작 및 편집(이하 영상 제작 편집 직종)의 
지난 3개월간 구체적인 일감 또는 일거리

2D 3D 영상제작, 유튜브 구성, 기획, 제작, ppt 자료를 받아 영상으로 제작 편집, 각종 행사

에 촬영 및 편집자로 참여. 유튜브 영상 편집, 간단한 자막 추가 편집, 강의 업체 영상 편집/

기업 유튜브 편집 개인 브이로그 편집, 개인방송 진행자의 영상을 받아 편집하는 일, 게임 

유튜버, 여행 유튜버 등의 10분 내외 영상 편집, 경제 유튜브 영상 제작. 공공기관 및 기업

의 사업홍보 영상 제작, 광고 바이럴 영상 제작, 광고 영상 사운드 효과음 편집, 기업 홍보 

및 이벤트 동영상 제작, 기업의 신규 상품 출시 안내 및 레시피 소개, 대본 작업, 댄스 강의 

동영상 제작 및 업로드, 동영상 광고 조사 편집, 동영상 자막 편집, 동영상 편집(하이라이

트), 동영상 편집 후 게시하고 댓글 관리 하는 역할, 동영상 핫클립 편집, 라이브 방송 유튜

브 편집 동영상 제작, 먹방 유투버 유투브 편집, 상품 소개 홍보 동영상 편집, 세미나 유튜

브 영상 편집 및 제작, 쇼핑몰 사진찍기, 편집동영상 제작 및 편집, 스튜디오 녹화물 편집과 

자막 삽입, 스트리머 동영상 편집, 썸네일 제작 및 유튜브 컷 편집, 에프터 이펙트 자막 편

집, 효과주기, 프리미어 영상편집, 영상본 컷편집,자막,효과음, BGM작업, 영상에 들어가는 

삽화 제작, 웨딩 사진 편집, 웹 예능 구성 및 연출, 웹툰을 이용한 광고 콘텐츠 제작, 유튜브 

게임영상 제작, 북트레일러 편집, 유튜브 대본 작성, 유튜브 채널 기획 대본 등 작성 컷 편

집 및 모션그래픽 등 기타 편집작업, 인트로 영상 편집, 중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강의영상 

제작 및 편집, 촬영,편집, 라이브커머스, 라이브 스트리밍, 편집 및 보조 영상 넣기, 포토샵

을 이용한 사진보정 작업, 회사 홍보 영상 및 업로드

인 및 각종 웹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 제작, 어플 디자인, 온라인 도장 제작, 웹

용 랜딩페이지, 포스터, 배너 등 이미지 제작, 인쇄물 또는 브랜딩 작업, 인스타그램 카드뉴

스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작업, 인테리어 투시도 3D 작업이나 빌딩 조감도 등 CG관련, 

인포그래픽 제작, 자바스크립트 코드수정, 제안서 pt, 카탈로그, 그래프그리기, 제품이나 기

업 마케팅 목적 홍보용 또는 광고용 모션그래픽 또는 인포그래픽 제작, 카드뉴스, 로고, 북

커버, 콘텐츠 디자인, 편집디자인, 플랫폼 디자인 앱디자인, 홍보용 혹은 쇼핑몰, 앱콘텐츠

용 사진 촬영, 회사용 홈페이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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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4> 디지털 콘텐츠 직종의 지난 3개월간 구체적인 일거리 및 일감 내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부표 3-5> 온라인 전문서비스 직종의 지난 3개월간 구체적인 일거리 및 일감 내용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레이터 창작 등 디지털 콘텐츠(이하 디지털 콘텐츠 직종)의 
지난 3개월간 구체적인 일감 또는 일거리

2D 원화 및 일러스트레이션, 3D 애니메이션, TV 플래시애니메이션 시리즈 제작, 개인 방송 

일러스트 및 카카오 이모티콘, 플랫폼에 웹툰과 웹소설 창작 오리지널 작품 납기. 게임 시

나리오, 게임 컨셉, 글/그림을 포함한 웹툰 제작, 글 창작, 다양한 용도의 일러스트 제작, 단

편 스토리 콘텐츠 제공, 단편 웹툰 창작 및 일러스트, 라인드로잉, 만화제작, 무협소설작가, 

방송용 혹은 소장용 일러스트 제작, 배경 그리기, 삽화, 삽화, 학습만화, 상품 일러스트 작

업, 소설 내 일러스트작업, 소설 창작 집필, 소설원작기반 웹툰화 각색, 수어영상도서 일러

스트제작, 스토리, 웹드라마 작가, 스토리에 맞춰 웹툰 작업을 함, 시각장애인을 위한 콘텐

츠 작성, 시나리오 작성(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제안서 작성, 시나리오&소설, 식자 작업, 

교정교열, 아동용 동화삽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웹툰 콘텐츠 제작, 애니메이션촬영, 

원고 편집(교정/교열/윤문/글쓰기), 원작 웹툰을 웹드라마로 각색, 웹 무빙툰 제작, 웹툰 글, 

그림 제작, 웹툰 드로잉 스케치, 웹툰 배경 보조작업, 웹툰 연재, 표지 일러스트, 명암/채색/

밑색/배경 어시스턴트, 웹툰, 영상용(모션그래픽용) 그림 소스 제작, 웹툰을 단행본으로 편

집 및 디자인, 유튜브,게임 등의 일러스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될 상세 일러스트 제작 / 플

리마켓 포스터 및 굿즈, 일러스트 캐릭터디자인 이모티콘 디자인, CAD도면 작업, 채팅형 

소설 제작,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캐리커처, 티비 일러스트, 파워포인트 제작, 인포그래

픽 일러스트, 홍보용 웹툰 제작

통·번역, 회계, 행정·세무 법률지원, 교육, 컨설팅, 강사 등 
온라인 전문서비스(이하 전문서비스)의 지난 3개월간 구체적인 일감 또는 일거리

- os android 앱 강의, OS, SW사용법 교육, SW강사, 강의 및 컨설팅, 교통안전교육, 역사교

육 강사, 댄스 강좌, 비대면 강의, 사업계획서 컨설팅,  MBTI, TCI 등 심리검사 해석서비

스, 어학강좌 일대일강의, 여행컨설팅, 언어 강사, 온라인을 통해 첨삭, 글쓰는 방법을 알

려줌, 유튜브 촬영시 스피치 부분 특강, 자기소개서 첨삭 및 면접 대비 업무, 진로 강의 

또는 자문, 파일쿼리 엑셀 강사,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교육

- 보고서 번역, 기계번역, 게임 텍스트 번역, 계약서, 홍보자료 번역, 기술문서 번역 및 감

수, 기업자료 및 논문 번역 영작, 방송영상 번역 서비스, 정책번역 보고서 작성, 비즈니스 

통역, 영상 웹툰 번역, 화상상담, 회의, 수업 통역, 

-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번어, 스테인어 통번역,  한국어/영어 온라인 과외, 

회의 통역, 온라인 뉴스 기사 및 정부 기관, 아마존 챗봇 테스터 번역, 온라인 수출 상담 

통역이나 번역, 온라인 자막서비스, 온라인 화상영어, 전문분야 통번역, 법률지원, 해외 

콘솔 혹은 모바일 게임의 한국어 번역 혹은 한국 게임의 외국어 번역 (로컬라이제이션), 

논문교정서비스, 공문서 작성, 블로그 마케팅(블로그 원고 작성),  한영자소서 작성, 웹사

이트, 마케팅 자료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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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부표 3-6> 웹기반형 단순작업의 지난 3개월간 구체적인 일거리 및 일감 내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부표 7-1> 플랫폼업체 개선사항 및 플랫폼 노동 정책과제(개방형 응답) 

- 국어 및 외국어 과외, 수학 과학 과외, 영어 및 미술수업, 피아노레슨, 필라테스 강의, 명

리/ 작명/ 전화번호 감명/ 타로 서비스를 pdf로 제공, 줄넘기 지도 강사, 안무 클래스 제작

(일부 대면 진행), 댄스강좌 

데이터입력, 엑셀, 녹취, 파일업로드 등 컴퓨터로 하는 단순작업(이하 마이크로 
워크)의 지난 3개월간 구체적인 일감 또는 일거리

음성 및 이미지 데이터 분류, AI 학습을 위한 음성 및 녹취 정보 입력, 데이터 라벨링, AI 

학습용 문장 요약, AI 훈련을 위한 명령어 녹취작업, SPSS 통계분석, 고객데이터 엑셀작업, 

고객이 원하는 단순 데이터 입력,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 수집 혹은 가공, 기본사무업무를 

포함한 기타 잡무, 기술사가 제공하는 원고를 받아서 문서를 편집해서 제공, 녹취록 작성, 

논문이나 전공 서적 데이터 입력, 단순 데이터 입력, 구글 검색 알바, 데이터 값 입력, 종이 

데이터 문서 전자화, 데이터 라벨링 혹은 사진찍기, 녹음 등의 업무, 데이터 업로드 관리, 

DW 개발 및 분석을 위한 리포팅 툴 개발, 데이터를 워드나 한글 혹은 엑셀 파일에 정확하

고 알아보기 쉽게 정리 및 정렬하는 작업, 문서 입력 작업, 엑셀 자료 Data 입력, 엑셀 회계 

및 통계분석, 영상 리뷰, 리뷰자료 입력, 재고관리 타이핑 업무, 주소록 전산화, 지도제작 

데이터 입력, 파워포인트, 엑셀 데이터 작업, 한글 또는 워드 문서 파일 편집, 환자 차트 데

이터베이스 입력,  더빙, 내레이션, 음성녹음

항목 개선과제

수수료 
감면 또는 
규제 필요

- 과도한 수수료 착취 개선 필요

- 정부에서 최저 수수료 설정

- 프로젝트 금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 정책 시급,

- 수수료 낮춰요. 카카오페이지 플랫폼 수수료 40%가 말이 되나요?

- 수수료가 일방적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근거를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함.

- 수수료 및 파워 업체 독점 규제

- 플랫폼 업체 간 수수료 담합 금지

- 시장가를 파괴하는 업체 근절을 위한 장치 필요

- 50만원 이하의 일거리인 경우 20%의 수수료가 책정되는 것은 지나치다

- 수수료 21%를 받으면서 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음 10%

로 수수료 규제가 필요함

- 30~50%까지 치솟은 플랫폼 수수료 좀 개선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 고액프로젝트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요구

- 고정수수료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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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개선과제

- 작가보다 돈을 더 가져가는 기이한 현재 업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프로모션 참여를 위해 일반적으로 떼는 수수료보다 훨씬 많이 요구하는 경

우가 없어졌으면 함.

- 수강생의 수강신청 문의 때마다 본인에게 연결하여 본인이 수수료를 지급

하게 되는 시스템 개선

- 수수료가 센 편으로 입찰금액의 평균치를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수수료율 공시

- 작업자 임금체불시 강력한 처벌이나 벌금형이 필요합니다.

- 플랩폼 업체가 분리 및 전문화되면 좋겠습니다.

일거리
매칭

- 일감, 일거리 확대 및 다양한 일자리 제공

- 주기적이고 안정적인 일감 제공 

- 대가 없이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 개선

- 단가 저하, 수수료 과다

- 플랫폼 등록 심사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편인데 개선

- 공정한 일감 분배

- 낚시질이 심하고 고객위주로 돌아감

- 너무 무분별하게 중개사이트가 많음 그래서 허위 구인도 많은 거 같음

- 무보수 크리에이터들은 구인 공고를 하지 못하게 했으면 한다.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게 나을 거 같음

알고리즘
을 통한 
노츨순위
와 평가

- 평가기준을 남발하고 있음 

- 고객만 생각하고 판매자는 생각하지 않는 평가정책을 개선해주세요

- 과도한 가격 경쟁을 부추기기 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노출방식을 위해 

- 광고비를 내야만 상위권에 보이는 문제점 등 개선필요

- 광고 수수료

- 광고를 띄우지 않으면 노출순위에 려 거의 일거리가 들어오지 않는다.

- 그 안에서 유료 광고를 또 해야 노출이 쉬운 점

- 너무 고객의 평점에만 매달리지 않고, 광고에만 노출순위가 정해지지 않았

으면 좋겠다.

- 너무 비난하는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명시해두는 것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야하지 않나 싶네요.

- 노출 알고리즘 투명성(업무 요청 건수가 불규칙해서 업무 예측을 하기 어려움)

- 몇몇 업체만 상위에 노출되고, 그밖에 중소업자는 상위 노출이 힘든 상황

- 별점 및 댓글 시스템은 개선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진상손님, 금액 

대비 과한 요구 등)

- 별점 평가 시스템 폐지

- 판매자도 구매자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 평가할 수 있었으면 한다.

- 수수료와 별 평점 노출이 너무 심하고 댓글 테러당하면 일감을 받기가 힘들다

- 실력이나 실적이 아닌 광고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의 화면에 나타나는 빈도수가 너무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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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개선과제

고용불안

- 비정규직보다 프리랜서가 더 불안정하다.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일자리 

찾고 싶다.

- 고용 보장

- 고용계약 불평등 개선 필요

- 법적 근로자의 지위 인정

-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면 좋을 것 같다.

- 프리랜서가 아닌 임금근로자로서의 지위 인정

갑질 등 
인권보호

- 갑질고객 차단

- 거래 도중 잠수 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필요.

- 번역요율은 낮게 주면서, 결과물은 전문적인 번역가 수준을 요구

- 익명에 숨어있다 보니 악평이 많다.

- 작업 도중 갑작스런 임금 삭감 제재

- 성추행, 폭언 금지

- 웹툰 웹소설 과잉 수수료와 작가 SNS 검열을 막아주세요.

-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 프리랜서도 노동조합 필요

고객

- 고객 후기에 대해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 고객 매칭을 늘려주세요.

- 고객과 자유로운 연락이 가능하게 개선

- 고객과의 분쟁 조절 기구 설치

- 고객과의 충돌시에 안전장치 마련

- 고객과의 분쟁 혹은 모니터링을 통한 조율 필요

- 문의가 많은데, 제안서 작성시마다 캐시 사용해야 하는 부분 개선

- 프로젝트 완료 후 확실한 피드백이 필요

- 평점이나 고의로 구매 확정을 안 하거나 수수료를 내기 싫어서 플랫폼이 아

닌 자기 폰번호 던져주는 의뢰인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고객분쟁 및 블랙리스트 고객에 대한 대처가 필요

- 고객 비공개를 개선해야

- 고객위주가 아닌 상호평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기관의 관리감독 필요

- 너무 막무가내인 고객의 견적서 문제로 인해 기준선 필요

- 개인정보와 연락처 노출이 없는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

- 고객과의 개별적으로 전화 상담을 할 경우 경고가 옵니다.

분쟁 조정

-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 분쟁조절 합리적 체계 확립

- 근로기준법 준수

- 분쟁조정이 어렵다. 정확한 계약조건을 협의해줄 전문인력 없음

- 블랙리스트 기업 기능추가 원함

- 약관이 있음에도 고객과의 분쟁시 업체가 질질 끌면서 포기시키는 행태가 

고쳐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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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개선과제

중개업체 
관련

- 높은 급여를 원하는 고급 경력자는 잘 뽑지 않는다. 

- 클라이언트와 중개업체간에 거래된 금액을 알 수 없다(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른다)

- 플랫폼이 중간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프리랜서로부터 일감을 받는 행위는 

불공정. 

- 대형프로젝트 모집난에 하위 중계업체와 1차 또는 발주업체 구분 필요

- 플랫폼-중개업체간의 계약사항을 프리랜서가 중개업체와 계약할 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 플랫폼 측에서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공인된 시스템이 필요

하다.

- 중간 에이전시 과정 없이 직접적으로 업체와의 콘택트 필요

- 분쟁 발생시 별다른 중간 화해과정 없이 기계적 답변만 하는 중개업체 처벌

해 달라.

- 허위 업체 단속

저작권

- 작업한 결과에 노동자 이름 표기를 의무화

- 알바생이 발휘한 창의력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데, 저작권은커녕 소모품

으로 쓰인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 저작권 매절에 대한 집착을 멈출 것. 불법 번역(해외 포함)자나 사이트에 대

한 대처를 해줄 것.

- 정형화된 계약서가 필요하다. 최저소득 보장 필요(권당 인세 등)

지원
프로그램

- 세금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음

- 세금 관련 안내사항이 필요하다.

- 플랫폼에 관한 법률 및 보호 등 가능한 권리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 

알기 쉽게 고지해주면 좋겠다.

- 플랫폼이 전반적으로 이용자에게 고립감을 준다. 지원조직 확충이 시급

- 분쟁 조절 기구 및 노동자의 법적 상담 기구 

- 세금계산서 등 각종 신고 필요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

- 소득증빙이 안 되서 대출이 안 되는 게 너무 힘들다.

수입/
보수 
산정

- 가격이 먼저 보이는 구조라 최저가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 경력이 쌓이면 임금이 올라가는 체제가 생겼으면 좋겠다.

- 임금 관련 지급시기가 지급기한에 맞춰서 입금되어야 한다.

- 서비스에 따른 평균가 제시, 그 이하 비용으로 등록하려는 이용자는 플랫폼 

이용 불가하도록 조치 필요

- 보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평균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가격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기본 단가를 정해주었으면 한다. 최저치가 없어 전문성이 없

는 인력들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기재하여 전문가들이 피해를 입는다.

- 일방적으로 대시보드를 통해 일감을 전달받는 플랫폼의 경우 프로젝트 수

수료율에 대한 투명한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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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개선과제

- 업체 과실과 내부이견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때 창작자에 대한 보상조

항 필수

- 임금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고객이 일 계약시 미리 플랫폼업체에 선금을 내고, 일 완료시 자동입금 하

도록 개선

- 매출장부 공개(종합소득세 납부 시 불필요한 잡음 해소)

-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 보장이 안 되는 분야

- 정확한 임금을 정하는 룰이 있음 좋겠어요.

- 최저임금적용!!!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보수

를 못 받는 데 대한 법적 제재 필요

- 돈을 안주고 도망가는 것, 어떻게 안 되나요. 경찰에 신고하니 민사로 하라

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 명시된 환불 규정 필요

경쟁체제

- 경쟁을 부추겨 통용되는 비용을 낮추려는 행태 (고객중심이 아닌 전문가와 

고객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짜야합니다

- 국가주도 플랫폼 업체를 할 수 없는지. 아니면 공정한 중계업체를 만들 수

는 없는지

- 독식 방지, 독점과 수수료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독점적으로 잘된다고 해서 너무 수수료를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수입 구조 투명화 및 공개

- 수입 정산 시 원거래 매출장부 공개 의무

- 신규 가입자가 이미 자리를 먼저 잡은 사람들과 경쟁이 어렵다.

- 정부 통합 어플이 있으면 좋겠다.

- 정부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무료로 운영하면 좋겠다.

- 정직한 급여와 믿을만한 사이트 소개

- 5인 이상 기업에서 크몽으로 일을 구할 수 없도록 규제

- 허위 경력과 전문성 검증필요

- 대기업 참여 제한

- 문어발식 확장 제어

- 플랫폼 규제가 심하면 시장 감소가 우려됩니다.

계약 및 
근로조건

- 표준 계약서 적용 및 표준계약서 법제화, 중개업체 임의 계약 금지

- 계약서 작성 및 계약 내용 준수

- 계약 외 추가업무에 대한 제재 및 규정 필요

- 계약의 투명성 제고

- 계약이 성사된 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개선

- 근로 계약 준수

- 계약시 정한 근무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카톡으로 일을 요구함

- 노동시간 정하고 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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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약 체결을 통한 법적 보호 필요

- 근로소득 혹은 수입 증명 도움 활동 증명에 대한 도움 혹은 세금계산서 발

행에 대한 도움

-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 근로자가 아닌지라 노동자로 인정이 안되는 어려움 있어요 이를 해결할 방

법 없나요.

- 노동법을 적용하라.

- 독점적 계약도 개선해 주세요.

- 명절휴가 확정

- 계약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체계

- 세전 세후 소득 정확히 명기

- 업계별 표준작업금액 법제화

- 업무시간 조율이 필요

- 업무외 다른 업무 배제

4대보험

- 4대 보험 의무가입

- 4대 보험 좀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 내 월급을 깎아도 되니까. 

- IT 개발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고용에 대한 권리(ex. 고용보험) 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4대보험이 모두 보장되지 않더라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프리랜서도 제1금융권 내에서 대출 받게 소득인정 규제 완화 필요

- 투잡이 많으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강제의무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간제 근로 제공자가 아닌 프로젝트 용역계약이라 이번에 실시한 특수고

용직 고용보험에도 해당 안 됨. 프리랜서 계약형태에 따른 사각지대가 없기

를 바람.

기타

- 불법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

- 유료고객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치 필요 (업체 등록 자체가 어

려움)

- 공공서비스로서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이 마련되었으면 함

- 공급자와 수요자 매칭이 좀 더 편리하면 좋겠음

-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 과한 수수료를 낮추거나 프로모션, 불법 웹툰 신고 등에 더욱 힘을 써주었

으면 함

- 기본적인 약관 등 교육 필요

- 법률 지원 필요

- 플랫폼 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육기관 필요 

-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은행 대출이나 카드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 웹 IT 개발자에 대한 복지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 공식적 휴가제도 운영(고정으로 쉬는 날 필요)

- 공공어플 있으면 좋겠어요.



214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정책과제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실태조사, 2021

항목 개선과제

- 공식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 필요

- 워크넷처럼 공공 플랫폼이 필요

- 노동조합 설립이나 관련 기관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부당한 일을 당할 

경우 대응이 어렵다.

- 대출을 받게 해 달라.

- 작가 모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민간이 아닌 공공 에서 플랫폼 개발하여 운영하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 나라장터같은 입찰 시스템에 참여가능한 업체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어린 사회초년생들이 많습니다. 플랫폼 노동에 관

한 사전 교육이 고등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여러 사이트들 더 많이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필요

- 절세방법 강의 필요

- 퇴직연금 가입

- 수도권 외 지방 프리랜서를 위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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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21년 웹기반형 노동실태조사
설문조사지



216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정책과제



 <부록 1> 2021년 웹기반형 노동실태조사 설문조사지  217



218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정책과제



 <부록 1> 2021년 웹기반형 노동실태조사 설문조사지  219



220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정책과제



 <부록 1> 2021년 웹기반형 노동실태조사 설문조사지  221



222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정책과제



 <부록 1> 2021년 웹기반형 노동실태조사 설문조사지  223



224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정책과제



 <부록 1> 2021년 웹기반형 노동실태조사 설문조사지  225



226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정책과제

<부록 2>

주요국 플랫폼 노동정책의 흐름

제1절 머리말

본 장에서는 주요 국가의 웹기반형 플랫폼 기업 규제 및 노동 보호를 분

석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OECD 분석을 바탕으로 플랫폼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즉, 플랫폼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 확대, 최저임금 도입, 근로시간 규제, 

분쟁 해결 촉진, 산업안전보건(OSH) 개선, 사회보장 강화, 차별 철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행 장려, 플랫폼 작업 기회와 구직자의 연결, 플랫폼 작

업 기회를 위한 구직자 교육과 국제적 접근 방식 채택 등을 다룬다. 3절에서

는 OECD의 플랫폼 운영 규제, 구매독점권 문제 해결, 일자리를 세금체계에 

도입하는 등 플랫폼 작업을 규제하는 기타 조치를 기술한다. 4절에서는 EU의 

법인세 관련 내용과 5절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다룬다. 6절과 7절

에서는 각각 프랑스와 영국 사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는 본 장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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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플랫폼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OECD52)

많은 국가들이 가장 취약한 플랫폼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

해 노력해왔다. 비록 공식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일부 플랫폼 근로자

들은 피고용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예를 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급여율을 

정할 수 없고, 유니폼을 입어야 하거나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체자

를 보낼 수 없다). 이것은 그들이 작업 관계에서 의존 및/또는 종속의 요소와 

그에 따른 취약성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외부 선택권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일부 플랫폼 근로자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권력 불균형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일반적인 시장 조건에서보다 열악한 급여와 근무 조건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약한 플랫폼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노동법 보호, 단체교섭권, 사회적 보호 및 교육 

기회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모든 근로자가 고용 지위나 계약 유형에 관계없이 적

절한 권리와 보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플랫폼 운영자가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여 경쟁 우위를 얻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업 간의 공평한 경쟁

의 장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여러 관할구역에 걸쳐 근로자와 고객을 디지털 

방식으로 잠재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작업에 특히 어려울 수 있으며 국제적

인 접근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플랫폼 근로자에게 노동법 보호를 확대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는 일부 시도는 아래에서 논의된다.

1. 플랫폼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 확대

정부 규제, 노동법 집행, 구매자 독점력을 다루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몇 가지 가능한 해결책이 있지만, 단체 교섭은 플랫폼 근로자에게 근로 조건

에 대해 더 많은 발언권을 주고,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근로자 간의 힘의 

불균형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하고 보완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OECD, 

2019a). 그러나 독점 금지 시행과 같은 표준 접근 방식은 종종 모든 자영업 근

52) Lane, M.(2020), “Regulating platform work in the digital age”, OECD, pp.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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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를 사업체(즉, 본질적으로 기업)로 간주하고 따라서 플랫폼 근로자들이 합

의한 모든 단체 협약은 카르텔로 간주된다.

실제로, 시애틀의 공유차량 운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공유차량 플랫폼 운전자의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

해, 시애틀시는 운전자들이 공유차량 업체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법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련의 법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시행되지 않았다(Remaly, 2020).

일부 국가에서는 자영업자에게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기 위해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규제 기관과 집행 당국이 교섭력과 출구 옵션

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근로자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사례별로 접근 방식을 

취해 왔다. 몇몇 국가들(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플랫폼 근로자

들의 독립적 조합은 비록 그들이 자영업자로 분류되더라도 이미 사실상 조합

원의 근로조건을 협상하고 있다(OECD, 2019b).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언제든

지 입법 개혁 없이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이러한 유형의 접근 방식은 향후 유럽 집행위원회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

을 수 있다. 2020년 3월, 유럽 경쟁 담당 집행위원(the European Commissioner 

for Competition)은 유럽연합이 카르텔로 간주하지 말고 “국민들이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일종의 유럽 수준의 지침을 줌으로써 약한 협상 지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White 

and Turner, 2020).

다른 관할 구역에서는 플랫폼 근로자에게 단체 교섭 및 경우에 따라 기타 

노동 보호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중간 고용 상태(intermediate 

employment status)를 확립하는 접근 방식을 따랐다. 2020년 2월, 온타리오 노

동관계위원회는 푸도라(Foodora) 배달원들이 독립 계약자라기보다는 피고용인

과 더 유사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식품 배달 회사의 종속 계약자라고 판결했

다. 종속 계약자는 연방 규제를 받는 민간 부문의 단체 교섭에 적용되는 캐나

다 노동법 제1부에 따른 “피고용인”의 정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결정은 

잠재적인 노조 결성 및 단체 교섭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했으며 다른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관할권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노조와 플랫폼 그 자체도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특히 민간 고용 및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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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부문에서 일부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예: 이탈리아 및 영국). 

비표준 근로자를 대신하여 플랫폼 운영자들과의 노조 합의는 스웨덴과 덴마크

에서 단체 협정의 서명을 통해 일부 사례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탈리아에서

는, 2018년 여름 법령에 의한 근로자 재분류라는 정부의 압박에 따라, 음식 배

달 플랫폼 운영자들은 근로 조건에 대해 배달원 협회와 협상을 시작했다.

공식적인 협상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플랫폼 작업과 관련된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들과 정부가 합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책임 헌장”이 그러한 예 중 하나이다. 같은 맥

락에서, 크라우드워킹 플랫폼의 계획을 기반으로 독일에서 행동 강령이 제정

되어 8개의 독일 기반 플랫폼 운영자가 2017년에 서명했다.

공식적인 교섭을 넘어, 플랫폼 운영자는 근로자에게 자신의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충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Uber는 뉴욕시 독립 운전자 조합(New York 

City Independent Drivers 'Guild; IDG)의 설립을 수용했다. IDG는 운전자들을 

대신해 협상할 수는 없지만, 회사 경영진과 월례 회의를 통해 우려 사항을 전

달할 수 있다.

2. 최저임금 도입

힘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와 일부 플랫폼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 이하로 수

입을 얻는다는 일부 증거를 감안할 때(ILO, 2018), 공정한 임금을 달성하기 위

한 메커니즘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급여를 받는 

피고용인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저 임금은 착취를 방지하고 직장 내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많은 연

구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다소 인상하는 것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Manning, 2011). 이는 표준 이론에 위배

되지만, 구매독점권과 일치하며 고용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노동 

시장에서 지배적인 임금을 초과하는 최저 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일부 범위가 

있음을 시사한다(Card and Krueg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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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저임금법을 플랫폼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데는 상당한 현실

적인 어려움이 있다(더 자세한 논의는 OECD 고용전망 2019 참조). 이와 관련

된 두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로 간주되는 시간을 결정하는 것(즉, 

플랫폼 작업자에게 앱을 열어둔 시간 및/또는 작업 대기/검색 시간을 지불해

야 하는가?) 그리고 2) 국경을 넘어 수행되는 작업을 처리하는 방법. 예를 들

어, 저임금 국가의 근로자가 제3국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임금 국가의 고

객을 위해 일을 수행하는 경우, 어느 국가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경우, 아래에서 더 자세히 논의되는 국제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부터 뉴욕시는 Uber 및 Lyft 운전자에게 최저 임금을 부과해 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Uber와 Lyft는 법적 이의를 제기했으며(이는 성공적이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승객 요금을 인상했다(Campbell, 2018; Nickelsburg, 2019). 

그들은 또한 운전자가 수요가 적은 지역에 있을 때 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

여 작업시간을 줄이기 시작했다.

일부 자발적 계획은 이미 여러 플랫폼에서 최저 임금 하한선을 설정하였

다. 예를 들어, 미국의 주문형 배달 서비스인 Favor는 운전자들에게 시간당 최

저 임금을 보장한다. “배달원”은 작업에 따라 지불되지만 보장된 급여를 충

족하지 못하면 Favor가 차액을 보충한다(Kessler, 2016). Upwork는 시간당 미

화 3달러를 전세계 최저임금에 적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Prolific의 시간당 

최저 임금도 5파운드이다.

3. 근로시간 규제

노동시간에 대한 전통적인 우려는 과도한 노동시간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이것이 노동법이 보통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주간 휴식과 유급 연차휴가를 포

함한 휴식과 회복을 위한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이다. 

또한 특정 마이크로 작업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 작업을 검색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Kingsley, Gray and 

Suri, 2015). 일부 플랫폼에서는 자체 근로 시간 제한(Uber는 영국에서 연속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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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안 운전한 후 운전자에게 6시간 휴식을 요구함)을 도입했으며, 근로자

들은 시간 관리를 위해 일상 및 할당량 설정과 같은 자신만의 비공식 관행을 

채택했다(Lehdonvirta, 2018).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작업 시간을 모니터링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를 확대하는 데는 많은 어려

움이 있다. 많은 근로자가 언제든 가능한 시간에 고객/고용주와 일을 한다. 따

라서 전체 작업 시간(및 책임 할당)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

우 어려울 수 있다.

 

4. 분쟁 해결 촉진

근로자가 “피고용인” 지위에 있을 때 고용 보호법은 일반적으로 부당한 

해고 및 임금 착취에 대한 구제책을 포함하여 고용주 측의 부당한 계약 의무 

위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 또한, 임금 및 근로조건이 플랫폼 운영자(또

는 중개자) 또는 요청자(즉, 업무를 게시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개별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위해 수락

해야 하는 약관의 협상 여지는 없다. 예를 들어, 특정 마이크로 작업 온라인 

플랫폼에서 요청자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완료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급여를 받지 못한다(Kingsley, Gray and Suri, 2015). 이와 유

사하게, 디지털 중개 서비스의 이용 약관은 종종 플랫폼 운영자가 정당한 이

유를 제공하지 않고 때로는 사전 경고 없이 근로자의 계정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적절하고 단순화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부재는 관계 통제에서의 비대칭

성을 강화한다. 법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소액 청구의 경우 근로자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마이크로 작업 플

랫폼의 경우, 각 작업의 가치가 매우 작은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민

원제기는 대체로 금기시된다. 따라서 플랫폼 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단순화된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플랫폼 운영자는 

작업이 요구되는 기준까지 완료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고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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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근로자들이 거부된 작업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

하는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이다(Silberman, 2018). 

마찬가지로 플랫폼 운영자는 계정 비활성화 이유를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유 설명문에는 플랫폼의 이용 약관에 사전에 명시된 근거를 

기반으로 비활성화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결정을 

유도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소송의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추가적인 이유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진술서는 잠재적인 법적 분쟁에 한

계를 둘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규정은 유럽 의회(2019)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공유차량 서비스와 관련된 한 법원 사건에서, 향후 근로자가 해고 전에 중재

자 앞에서 공판을 받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Kovács, 2017).
사회적 파트너53)는 플랫폼 산업을 위한 간소화된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

축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에 3개의 독일 플랫폼 운영자와 

독일 크라우드소싱 협회는 크라우드소싱 행동 강령의 초안을 작성했으며, 

2017년에는 5개의 다른 플랫폼 및 IG Metall과 함께 행동 강령을 시행하고, 플

랫폼 근로자와 서명에 동의한 플랫폼 운영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옴

부즈 사무소”를 설립했다(ILO, 2018).

5.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개선

자영업 플랫폼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책임

이 있다. 심리사회적 위험과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플랫폼 

작업의 특성에는 잠재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쟁(장시간 근무와 위험 감수 유

발), 알고리즘 관리의 필요성 및 작업 준비의 비공식적인 다자간 특성 등이 포

함된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작업과 관련된 위험은 작업 자체만큼이나 다양하다. 많

은 플랫폼 활동이 사고 위험이 높은 운송 부문에서 이루어진다. 최근 증거에 

따르면 공유차량의 등장은 교통 체증 및 도로 이용 증가로 인해 자동차 사망

53) 사회적 파트너는 일반적으로 관련된 모든 그룹의 이익을 위해 상호 합의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작업 관계에서 협력하는 그룹을 의미한다. 사회적 파트너의 예로는 고용

주, 직원, 노동조합, 정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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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치명적인 사고 수가 2∼3%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Barrios et al., 

2018). 정규 작업장이 없는 플랫폼 작업자 및/또는 제어할 수 없는 환경 또는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자일수록 부상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근로자는 성희롱을 경험할 수 있다(Ravenelle, 2019).

또한 눈의 피로, 근골격계 문제, 업무 관련 스트레스, 만성적인 직업 및 소

득 불안정, 그리고 고립과 같은 신체적, 심리사회적 온라인 작업과 관련된 위

험도 있다. 비디오 및 소셜 미디어 콘텐츠 편집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플랫폼 근로자는 혐오 발언, 폭력 및 포르노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산업안전보건 규정은 종종 피고용

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 지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자영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를 취했다. 프랑스에서는 입법부가 노동,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 경로 

보장에 관한 2016년 8월 El Khomri 법(또는 loi Travail)을 통해 플랫폼 근로자

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되는 서비스

의 특성을 결정하고, 근로자가 플랫폼을 통해 연간 5,100유로 이상을 버는 경

우 플랫폼 운영자는 산재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6. 사회보장 강화

자영업자로 분류된 플랫폼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제도에서 자영

업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피고용인에 비해 혜택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플랫

폼 근로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사회보장 제도의 예는 거의 없다

(OECD, 2019b).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자영업자의 실업, 남성 육아휴직 및 기타 혜택에 

대한 접근을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 제도를 더욱 

포괄적이고 적응 가능하게 만들고 자영업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장을 

강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퀘벡 부모 보험 프로그램(QPIP)이 자

영업 근로자(“긱” 경제에 참여하는 근로자 포함)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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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부모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9년 11월 아일랜드는 자

영업자를 위한 실업 수당을 도입했다.

자영업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처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온라인 노동 

플랫폼을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과 구별하는 한 가지 특징은 모든 거래가 디지

털로 진행되어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OECD, 2018). 이것은 비공식적인 경

제에서 공식적인 경제로 활동을 전환함으로써 사회보장 범위와 세금 징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7. 차별 철폐

플랫폼 경제의 등장은 근로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역량에 애매모호한 

영향을 미친다. 플랫폼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차별 문제를 해결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규

제와 집행이 미비하여 차별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것은 정부가 차별금지법이 

온라인 플랫폼과 독립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보다 일반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노동 플랫폼이 다양한 그룹의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및 발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

아가는 한 단계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은 이미 자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는 리투아니아와 영국으로, 이 지역은 자

영업자 전체가 완전히 보장되지는 않는다(European Commission, 2017).

8. 플랫폼이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도록 장려

프랑스에서는 2019년 Orientation des mobilités 법률을 통해, 플랫폼 운영

자가 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수의 보증을 갖춘 사회적 책임 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작업자와 사전에 협의

한 경우, 행정부는 플랫폼 운영자의 헌장을 승인할 수도 있다. 이는 플랫폼 운

영자가 이러한 약속을 고용 관계로 간주하는 데 사용할 수 없지만, 작업 조건

을 개선하기 위한 약속은 준수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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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플랫폼 작업 기회와 구직자의 연결

정부는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구직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업무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예를 들어, 송장 발행 기업 

및 디지털 일자리 중개 플랫폼에 연결하여 구직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및 기업가정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핀란드 공공고용서비스국(Finnish Public 

Employment Service)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및 기업가 정신”이라는 파일

럿(시범용)을 디지털 구인 시장 플랫폼(Työmarkkinatori)에 통합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 기관은 1) 개인이 온라인 상점을 설립할 수 있는 Maroof와 2) 

전문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시장인 Bahr와 같은 자체 플랫폼을 출시했다.

10. 플랫폼 작업 기회를 위한 구직자 교육

이스라엘 노동사회부는 근로자들이 플랫폼 경제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

록 디지털 기술 훈련을 제공한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

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몇 개의 소규모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들 중 하나는 특정 그룹(예: 장애인, 아랍 여성, 초정통파)에게 온라인 거래 플

랫폼을 사용하고 글로벌 온라인 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11. 국제적 접근 방식 채택

많은 국가들은 플랫폼 근로자에게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동시에 플랫폼 

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하려는 두 가지 목표를 공유한다. 유사한 문제에 직

면하고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또래학습은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OECD 및 ILO를 통해 플랫폼 작업 및 기타 새로운 

형태의 작업에 대한 국제 정책 논의 및 연구 흐름에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OECD, 2019b).

규제 및 지침에 대한 국제적 접근방식은 적절한 임금 및 근무 조건을 보

장하는 방법과 같은 문제에 대해 디지털 방식으로 수행되는 플랫폼 노동(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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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으로 전 세계의 근로자와 고객을 연결하는 작업)에 특히 적합할 수 있

다. 국가들이 플랫폼 노동의 성장을 위해 규제완화 경쟁인 바닥으로의 경쟁

(race to the bottom)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글

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한 가지 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의무를 설정하

는 유럽 의회(2019)가 채택한 플랫폼 대 기업(Platform-to-Business) 규제이다. 

이는 국가는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한 최근의 G20 약

속을 바탕으로, 국가나 플랫폼 운영자가 채택할 수 있는 모범 사례 원칙이나 

지침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그

들의 보수에 대해 발언권이 거의 없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들은 또한 디지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 세금, 사회 보장 및 고용 보호에 관한 규칙에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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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플랫폼 작업을 규제하는 기타 조치: OECD54)

플랫폼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조치는 단독으로 평가되

어서는 안 되며, 구매독점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규제 및 과세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조치의 일부여야 한다.

1. 플랫폼 운영 규제

일부 국가에서는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을 금지하거나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운영자를 단속해왔다. 이러한 

규제는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우려보다는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 특히 여객 

운송 부문에서 기존 서비스와 잠재적으로 더 엄격하게 규제될 수 있는 서비스

와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같이 공

유차량 서비스에 대해 미터기를 의무화하거나 아일랜드처럼 면허가 있는 택시 

기사에게만 공유차량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2. 구매독점권 문제 해결

자영업자와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는 고용주/고객과 비교

하여 불균형한 권력관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을 취약하게 만들고 

피고용인에게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보호를 잠재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불균

형한 권력관계는 고용주/고객이 근로자보다 관계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통제

력을 갖고 있으며 근로자가 외부 선택권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나

타나는 경향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구매독점 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상황에서, 

고용주의 권한은 근로자 측의 충분한 단체교섭권으로는 제어되지 않으며, 따

라서 열악한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고용과 임금도 낮출 수 있다. 이는 독점금

지 규제에 의해 단체교섭이 종종 금지되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근로자에게는 

특히 어려운 문제이다.

54) Lane, M.(2020), “Regulating platform work in the digital age”, OECD, pp.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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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영자 간의 구매독점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권력의 다양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가 있다. 예를 들

어, 국가는 플랫폼 밖에서 고객과 직접 관계를 맺고자 하는 플랫폼 근로자에

게 불균형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처럼, 플랫폼 근로자의 외부 선

택권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비경쟁 계약의 사용에 대처할 수 있다(ILO, 

2018). 정부는 그러한 경우(또는 그러한 모든 경우를 금지하는)에 남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개인 평가는 일반적으로 플랫폼을 전환할 때 상실된다(ILO, 

2018). 플랫폼이 사실상 좋은 평가를 받은 근로자를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별 평가의 상실은 근로자 이동성에 대한 강력한 장벽을 의미하며, 온라

인 플랫폼 전반에 걸친 근로자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돈이 

없는 지불(moneyless payments)을 규제하고 데이터 이동성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플랫폼 전반에 걸친 근로자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 개입을 고려

할 수 있다.

또한, 급여 투명성의 부족은 플랫폼 근로자가 직업을 변경하거나 더 높은 

급여(및 더 나은 근무 조건)를 협상하기 위한 외부 기회 활용 역량을 감소시

킬 수 있다(Harris, 2018).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유형의 정보 비대칭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플랫폼에서 근로자들은 사용 가능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도구가 거의 없으며 그것들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

해야 한다(Kingsley, Gray and Suri, 2015; ILO, 2018). 플랫폼 경제의 급여 투명

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주와 플랫폼은 작업 완료에 걸리는 평균 시간뿐만 

아니라 작업당 평균 급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

가 어떤 작업을 수락해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일자리를 세금체계에 도입

많은 플랫폼이 서비스에 대한 지불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일부 경

우, 결제 중개자 역할 이외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소득의 과소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수행된 작업을 공식 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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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기 위해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고자 했다. 

소득의 과소보고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세무 당국에 

소득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거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근로자를 대신하여 개인 

소득세 및 사회 보장 기여금을 징수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스

토니아에서 여객 운송 플랫폼은 세무당국이 운전자의 세금 양식을 미리 작성

할 수 있도록 고객과 운전자 간의 금융 거래에 대한 정보를 세무 당국과 공유

한다. 2016년 이후 벨기에에서는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소득을 세무 당국에 

보고하는 공식 인정 플랫폼을 통해 연간 5천 유로 미만의 소득을 얻는 근로자

에 대해 유리한 세금 조치(33% 대신 10% 소득세)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특

혜 세금 조치는 세금 납부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 경제에서 부업을 장

려하도록 고안되었다.

비공식 고용이 많은 신흥 경제에서 플랫폼 경제는 거래의 디지털화를 통

해 공식화 비용을 줄이고, 경제 활동 관찰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근

로자들이 공식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Alonso Soto, 2020). 그러나 이러한 기

회를 활용하기 위해 신흥 경제 국가는 적절한 세금 및 사회 보장제도가 마련

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플랫폼 운영자는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GoJek

가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들에게 정부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반면, Grab Bike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들은 정부의 전문 보

험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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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법인세: EU55)

디지털 플랫폼이 없는 오늘날의 경제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기업가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공급자와 고객을 연결할 수 있도

록 하며 공유 경제 확산의 촉매제가 되어 왔다. 동시에 세계화와 디지털화로 

인해 세무 당국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기업가와 개인을 파악하기

가 더 어려워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조치, 즉 개정된 행정 협력 지침

(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DAC 7) 및 최신의 EU 부가가치세 

규칙이 EU 전역에 적용된다.

1. 행정 협력 지침(DAC 7)

행정 협력 지침 제6차 개정안을 대표하고 있는 DAC 7은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EU 내 정보의 자동 교환 범위를 확대한다. 2021년 

3월 22일 EU 이사회에서 채택된 DAC 7의 목표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상품 또

는 서비스 판매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고, EU 회원국

이 자동으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플랫폼이 EU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플랫폼에서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창출한 소득 즉, 

DAC 7 규칙은 EU 안팎의 디지털 플랫폼에 모두 적용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DAC 7은 디지털 플랫폼이 플랫폼에서 재화나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용자로부터 특정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세무 당국에 보

고하도록 요구한다. 그런 다음, 해당 정보는 27개 EU 회원국의 세무 당국 간

에 교환된다. 이러한 의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특정 플랫폼은 

초기 단계에서 세무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한다(즉, 

플랫폼 운영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행정 및 기록 보관 의무를 갖는 

새로운 부가가치세 규칙에 따른다).

55) Niek de Haan & Madeleine Merkx (2021), "Reporting obligations in the digital platform 

economy," EUROPEAN UNION Corporate Tax News Issue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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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경제에 관한 DAC 7 행정 및 정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DAC 7 규칙

에 따라, 플랫폼은 플랫폼을 통해 판매용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비즈니스에 대한 특정 정보를 보고하고 실사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정보

는 플랫폼이 연결되어 있는 EU 회원국(EU 외부의 플랫폼에 대한 모든 EU 회

원국)의 세무 당국에 제공되며, 다른 회원국의 세무 당국과 교환되어 중앙 EU 

기록부에 기록된다. EU의 모든 세무 당국이 접근할 수 있다. 플랫폼은 플랫폼

에서 운영되는 개인 및 비즈니스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한다.

이 규칙의 목적을 위해, 플랫폼은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며, 판매자가 특정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사용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러한 활동에 관한 대가의 징수 및 지불을 위한 모든 약관

을 포함한다.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활동은 개인 서비스 제공, 상품 판매, 운

송 수단 임대 및 부동산 임대이다. 결제 서비스 제공자, 활동 목록 또는 광고

와 관련된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업가 및 고객을 다른 전자 인터페이스로 전환

하거나 이전하는 플랫폼만 제공하는 기업은 보고/실사 의무에서 면제된다.

첫 번째 DAC 7 보고 기간은 2023년 1월 1일에 시작된다. 실사 절차는 매

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정보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되어야 

한다.

플랫폼이 보고해야 하는 정보에는 판매자 및 판매자의 위치, 플랫폼에서 

판매를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플랫폼에 지불하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다.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요청한 정보를 제

공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은 두 번의 알림 후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6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치에는 판매자의 계정을 

폐쇄하고, 판매자가 플랫폼에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판매자가 요청된 정

보를 제공할 때까지 판매자에 대한 지불을 중단하는 것이 포함된다.

2.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세 규칙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세 규칙

(2021년 1월 1일의 원래 발효일에서 연기됨)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는 실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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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업체가 상업적/법적으로 수행하고 새로운 기록 보관 의무가 있을 수 있는 

기업 대 소비자 전자상거래(즉, B2C)의 부가가치세 송금을 책임질 수 있다. 

EU에서 플랫폼은 “전자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며 플랫폼, 온라인 마켓플레이

스, 포털, 웹사이트 등을 포함한다. 새로운 규칙의 목적은 부가가치세 징수를 

보장하고 공급자, 소비자 및 세무 당국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플랫폼 운영자가 EU 소비자와의 B2C 거래에서 전자 플랫폼을 통해 상품

의 기본 공급을 촉진하는 경우, 공급자로 간주되며(즉,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

급한 것으로 간주),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사람이 과세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 전자 플랫폼은 고객과 플랫폼

을 통해 판매용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거래를 촉진한다.

결제 서비스 제공자,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목록 또는 광고에 관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업가 및 단순히 고객을 다른 전자 플랫폼으로 전환하거나 이전하는 

플랫폼 등과 같은 특정거래는 공급자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 

인터페이스는 1) 공급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2) 지불에 관여하지 

않으며, 3) 상품의 주문 또는 배송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온라인 플랫폼은 공급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플랫폼이 촉

진하는 거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 기록은 10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요청 시 EU 회원국의 세무 당국에 제공되어야 한다. 기록 보관 의무는 

거래가 수행된 연도 말부터 시작된다.

새로운 규칙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플랫폼 운영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 준비는 납

세자가 새로운 의무를 준수하고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

다. DAC 7 및 새로운 EU 부가가치세 규칙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는 기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DAC 7에 따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2023년에 확장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지금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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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위원회의 두 가지 입법 제안56)

첫 번째 제안은 기업이 디지털 채널을 통해 사용자와 중요한 상호 작용을 

하는 곳에서 이윤이 등록되고 과세되도록 법인세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이것은 위원회가 선호하는 장기 해결책이다. 두 번째 제안은 현재 

EU에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하고 있는 주요 디지털 활동을 포괄하는 임시세에 

대한 여러 회원국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제안은 디지털 활동에 대한 EU 법인세 규정의 공통적인 개혁 내

용이다. 이 제안을 통해 회원국은 기업이 그 지역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

더라도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새로운 규칙

은 온라인 비즈니스가 전통적인 ‘오프라인’ 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 

재정에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회원국에 과세 대상

인 ‘디지털 존재’ 또는 가상의 고정 시설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 회원국에서 연간 수입이 700만 유로를 초과한다.

2) 과세연도에 한 회원국에 100,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다.

3) 과세연도에 기업과 비즈니스 사용자 간에 3,000건 이상의 디지털 서비

스 사업 계약이 작성된다.

새로운 규칙은 또한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윤이 회원국에 배분되는 방식을 바꿀 것이다. 예

를 들어, 사용자가 소비 시점에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궁

극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은 디지털 수익이 발생하는 곳과 세금이 부과되는 곳 

사이의 실질적인 연결 고리를 확보한다.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공동 연결 법인세 기준(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CCTB)의 범위에 통합될 수 있는데, 이는 가치가 창출되

는 곳을 더 잘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다국적 그룹의 이익을 할당하기 위

해 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계획이다.

두 번째 제안은 디지털 활동으로 인한 특정 수익에 대한 임시 세금 적용

56)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fair-taxation-digital-economy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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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것이다. 이 임시 세금은 현재 효과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활동이 회원

국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을 창출하기 시작할 것을 보장한다.

그것은 또한 단일 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국가적 대응의 일부로 이어

질 수 있는 특정 회원국의 디지털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U의 일반적인 세제 개혁과는 달리, 이 간접세는 현재의 조세 체계를 완

전히 벗어나는 특정 디지털 활동에서 창출된 수입에 적용될 것이다. 이 제도

는 포괄적 개혁이 시행되고 이중과세의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구축

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만 적용될 것이다.

세금은 사용자가 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음과 같이 현행 세금 

규칙으로 포착하기 가장 어려운 수익 활동에 적용된다.

1) 온라인 광고 공간을 판매하여 창출된다.

2)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 사이의 재화

와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디지털 중개 활동에서 창출된다.

3)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판매로 창출된다.

세금 수입은 사용자가 위치한 회원국에서 징수하며, 연간 전 세계 총 수익

이 7억 5천만 유로이고 EU 수익이 5천만 유로인 기업에만 적용된다. 이는 소

규모 신생 기업과 규모 확장 기업이 부담을 덜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세금이 3%의 비율로 적용될 경우 회원국에 연간 약 50억 유로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입법 제안은 채택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되고 협의를 위해 유럽 

의회에 제출될 것이다. EU는 또한 G20/OECD 내 디지털 과세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에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야심찬 국제적 해결책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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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업 지배구조57)

기업들이 점점 더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함에 따라 정책 입안

자는 인간 복지, 권리 및 안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전 세계 조직에서 디지털 전환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어 

왔다. 공급망과 고객 상호 작용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지

원 제품이 기업 포트폴리오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전

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클라우드 및 지능형 기술에 대한 투자도 빨라지고 

있다. Gartner, Inc.는 클라우드 기술이 2020년의 9.1%에서 2024년까지 총 글로

벌 기업 정보기술 지출 시장의 14.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Gartner, Inc.의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조직의 3분의 2가 COVID-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인공 지능(AI)에 대한 지출을 늘렸거나 줄이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및 AI 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와 함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이

러한 융합 기술 동향으로 인해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광범위한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Google, Alibaba, Facebook 및 

Amazon과 같은 기술 플랫폼 회사의 첫 번째 물결과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물

결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기업도 독점적인 인프라를 소유하거나 유지할 필요 

없이 스스로를 플랫폼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술 맥락에서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 또는 기술의 개발을 위한 기반 역할을 하는 기술 그룹을 나타낸다. 

Apple, Tesla, Amazon, Google 및 Facebook은 모두 새로운 형태의 제품, 서비

스, IT 개발자 생태계 및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플랫폼을 수익

화한 회사의 예이다.

그러나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은 뭔가 기존과 다르며 역사적으로 뿌

리가 깊다. 수천 년 전의 아고라와 시장에서부터 오늘날의 Nike 및 Facebook

과 같은 회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인프라를 공유하고, 정보와 상품을 거래

57) Etlinger, Susan(2021). The Next Wave of Platform Governance. The Centre for Interna

tional Governance Innovation (CIGI). https://www.cigionline.org/articles/next-wave-platform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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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시장을 구축하고, 규모의 경제와 그들 자신의 독창성을 모두 사용하여 

발명하고 성장해 왔다. 제조에서 자동차, 피트니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의 기업들은 플랫폼 모델을 채택하여 다양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1. 지배구조의 영향

제품 및 서비스 기반 비즈니스에서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로의 전환은 특

히 이러한 비즈니스가 소규모의 강력한 기술 제공업체의 공유 인프라에 의존

할 때 새로운 일련의 플랫폼 거버넌스 영향을 생성한다(그림 1).

[그림 1]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의 AI 거버넌스 영향

자료: Etlinger, Susan(2021). The Next Wave of Platform Governance.

1) 공통적인 영향: 산업계,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 플랫폼과 관계없이 클라

우드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및 윤리적 데이터 사용, 편견과 차별 교정, 모델 

해석가능성, 접근성, 감사 가능성 및 사용 사례 검토와 같은 일부 문제는 플랫

폼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은 AI Now 

Institute, Data & Society, Algorithmic Justice League와 같은 단체와 Safiya 

Umoja Noble, Ruha Benjamin, Cathy O'Neil 등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이미 보

고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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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특화 영향: AI가 배치된 산업과 AI가 제공하는 주요 사용 사례는 

건강 및 신체적 안전에서 차별 및 인권 침해에 이르기까지 위험의 유형과 정

도를 자연스럽게 결정할 것이다.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이 소셜 미디어 플랫

폼의 위험으로 알려진 것처럼, 치명적인 사고는 그것이 사람에 의해 작동되든 

기계에 의해 작동되든 자동차와 중장비들의 위험과 비슷하다. 편견과 차별은 

모든 자동화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이지만 자율적으로든 교육을 통해서든 기존 

데이터에서 학습하는 기술에서 증폭되고 두드러진다.

따라서 지능형 시스템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잘못 겨냥된 광고만큼 비

교적 사소할 수도 있고, 편향된 자료에 기반한 실직이나 형사 선고와 같이 치

명적일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Facebook, Twitter, YouTube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배운 교훈에만 의존하여 다른 산업 및 다른 비즈니스 모델

의 위험을 예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우리는 산업을 플랫폼 거버넌

스 위험 및 완화의 또 다른 중요한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

3) 비즈니스 모델 영향: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됨에 따라 “비

즈니스로서의 플랫폼”에서 “기술로서의 플랫폼”을 명확히 구분하고 오늘날 

존재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을 설명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정 비즈니스가 돈을 버는 방식과 모델이 작동하는 유인책 및 저해요

인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위험과 지배구조의 영향을 상황에 맞게 설명한다. 

비즈니스 모델의 영향은 한 산업 내 모든 기업이 동일한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산업계의 영향과 다르다. 구독을 통해 돈을 버

는 비즈니스(구독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든, 작물 트랙터이든, 음악 서비스든 

상관없이)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추출하여 돈을 버는 기업

과는 확연히 다른 비즈니스 인센티브를 갖게 될 것이다. 저자 Nick Srnicek은 

그의 책 Platform Capitalism에서 <표 1>과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플랫폼 환경

을 대략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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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의 유형

자료: Nick Srnicek, Platform Capitalism (Wiley, 2016), 48-49.

광고, 클라우드, 산업, 제품, 린(lean)58)과 같은 각 플랫폼 유형에는 고유한 

특성, 제품, 서비스, 수익 창출 방식 및 상대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플

랫폼 유형에는 서로 다른 일련의 거버넌스 영향도 수반된다. 또한 이러한 설

명은 오늘날 존재하는 비즈니스 모델 유형의 현재 모습일 뿐이라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미래에 출현할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하

지 않으며 설명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및 지능형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함에 따

라 조직은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고 구축할 

것이다. 즉,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또는 데이터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데이터 또는 구성 요소의 적응형 재사용을 통해 또는 P2P 모델 

58) 위키백과사전: 린 스타트업 프로세스는 고객 개발(Customer Development)을 사용하여, 

실제 고객과 접촉하는 빈도를 높여서 낭비를 줄인다. 이를 통해 시장에 대한 잘못된 가

정을 최대한 빨리 검증하고 회피한다. 이 방식은 역사적인 기업가들의 전략을 발전시킨 

것이다. 시장에 대한 가정들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들을 줄이고, 시장 선도력(market 

traction)을 가지는 비즈니스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 이것을 최소 기능 제품 

(Minimum Viable Product)이라고도 한다. 다른 말로는 최소 기능 셋 (Minimum Features 

Set) 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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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

견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효율성, 성장 및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존 편향 및 기타 원치 않는 2차 효과를 불러오고 이를 증폭시킬 수 있다.

4) 기술 플랫폼 영향: Salesforce, Microsoft, Apple, Amazon 등과 같은 클라

우드 플랫폼의 의미는 또 다르다. 잘 개발된 데이터 및 모델 거버넌스, 감사 

기능, 책임 있는 제품 개발 관행 및 투명성에 대한 문화 및 실적을 보유한 기

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된 비즈니스는 편향된 데이터 및 모델 투명성과 관

련된 일부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생태계 전반에 걸쳐 동일한 관행과 규범의 

채택을 장려(강제화)한다.

이러한 이유로 Microsoft 및 Salesforce와 같은 일부 플랫폼 기술 회사는 

다음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시행하고 있다:

① 책임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한 내부 관행을 관리하는 정책

② 고객의 책임 있는 기술 사용을 위한 지침, 도구 및 교육 자원

③ 플랫폼뿐만 아니라 얼굴 인식 또는 보행 감지와 같은 특정 기술의 허

용 가능한 사용을 관리하는 정책(서비스 측면에서 시행됨).

위의 예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고객, 사회 전체, 그리고 물론 자신의 평

판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위해 책임 있는 연구,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조

직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독립적인 노력을 나타낸다.

동시에, AI의 책임 있고 윤리적인 사용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자금

이 풍부한 소규모 글로벌 기술 공급업체 그룹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새로운 위

험이 발생할 수 있다. 단순화된 데이터 통합 및 비즈니스 사용자가 데이터 사

용 방식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과 같이 이러한 플랫폼을 비즈니스에 매력적으

로 만드는 많은 기능은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위험을 야기한다. 가동 중단, 데이터 침해, 서비스 거부 공격과 같은 이러한 

위험 중 일부는 모든 기술 플랫폼에 공통적으로 발생한다. 다른 것들은 AI에

서 더 구체적이다. 또 다른 위험은 이러한 강력한 정보 인프라가 소수의 기업

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집중은 이러한 기업들이 애당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자금 지원 및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하

는 경우에 특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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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비즈니스 거버넌스 위험의 설정

공통적, 산업특화, 비즈니스 모델 또는 기술 관점에서 플랫폼 기반 비즈니

스의 거버넌스 영향을 고려할 때, 변수의 수와 그에 따른 복잡성 수준이 엄청

나며, 가장 세분화된 의사 결정에도 글로벌한 영향이 있음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및 제안된 법적 제도 및 거버넌스 모델의 맥락에서 플랫폼 기반 비

즈니스의 위험을 기반으로 하면 이러한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 위험을 식별하고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UN의 세계인

권선언,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및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미국의사협회 의료윤

리강령 등 수용된 법적 및 윤리적 제도의 맥락에서 그것들을 보는 것이다. 또

한 지난 몇 년 동안 기술 및 플랫폼 위험을 “책임 있는”, 또는 “윤리적인” 

비즈니스 선택으로 정의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러한 기술이 기존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암호화하고 증폭시키는지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술을 그들이 행사하는 힘의 맥락에서 본다면 디지털 제품과 서

비스는 물리적 제품과 동일한 소비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마찬가지

로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도 특정 사용 사례 및 기타에 대해 제품을 보

증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21년 4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기업들이 책임을 다하되, 그렇지 않으면 FTC에서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일부 기업이 이미 이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2020년 미국에서 경찰의 만행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자 Amazon, 

Microsoft, IBM은 사용을 규제하는 국내법이 마련될 때까지 경찰서에 대한 안

면인식 기술 판매를 중단했다.

실제로 이러한 기업 및 다른 기업들은 서비스 약관에 허용되는 사용 사례

와 허용되지 않는 사용 사례를 제시한다. 그러나 기존 규정과 플랫폼 자체의 

노력과 상관없이 활동 규모에 따른 거버넌스는 임시적이고 불완전하며 불충분

하다. 글로벌 플랫폼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반대하는 일반적인 주장 중 하나

는 자신의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중요한 부작용을 식별하고 교정하는 것이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거대 기업의 독립적인(그리고 틀

림없이 기회주의적인) 선택은 소비자 보호 원칙을 일관되게 그리고 공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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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법적 제도의 보호 장치를 대체할 수 없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글로벌 재화”에 대한 서비스의 제약 없는 

성장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형태로 급격한 금융 및 사회적 영향을 초래했다. 

그 결과, G20은 강력한 규제, 감독 및 기타 금융부문 정책을 개발하면서 국가 

금융당국과 국제 표준 제정 기구들을 조정하는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의 설립

을 지시했다. 회원 국가 간의 플랫폼 거버넌스 노력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안정성 위원회 설립이 필요한 이유이다.

3.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한 정책 의제 설계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지능형 기술로 구동되는 기술 플

랫폼의 알려진 위험(따라서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에 내재된 위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4가지 조치는 모든 정부 또는 기업의 정책 의제의 최우선 과

제가 되어야 한다. 그들이 서비스하는 사람들의 건강, 생계, 자유, 접근 및 기

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알고리즘 시스템의 결론에 대한 근거의 투명성과 명확성 표준을 채택하

도록 요구: 알고리즘이나 다른 시스템이 결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정당화

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모든 시스템

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 대출을 거부하는 이유든, 학생 등급을 매기는 이유든, 

형사사건 피의자를 가려내는 이유든, 채용공고를 내는 이유든 알고리즘 시스

템은 투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AI(인공지능법)에 

대한 규정을 정하면서 새롭게 제안한 규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위험으로 

식별된 애플리케이션에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그 필요성이 특히 중요

하다.

2) 고위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편견 교정 및 감사 필요: 또한 플랫폼 비

즈니스는 첫째 편견 및 차별과 관련된 데이터 집합 및 데이터 모델의 문제를 

식별 및 교정하고, 둘째 감사, 모니터링 및 공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

다. 이러한 문제에는 성별, 인종, 연령, 경제적 지위, 장애, 종교 또는 기타 보

호 대상 지위와 관련된 이질적인 결과가 포함될 수 있다.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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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 Google 등과 같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학의 컴퓨터 과학

자 및 데이터 과학자들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플랫폼 기술 회사들은 데이터 과학자, 모델 구축자, 엔지니어 및 제품 관

리자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잠재적 제한이나 영향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영향 평가, 모델 카드(model cards), 데이터 세트용 데이터 시트(data 

sheets for data sets) 및 기타 도구를 포함한 연구 및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도입했지만, 이러한 관행은 여전히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전적으로 자

발적이다. 더욱이, 그들은 공통 표준뿐만 아니라 구현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

도 부족하다.

감사(audit)는 잠재적인 충돌이 우려되는 또 다른 영역이다. 예를 들어 재

무제표 감사와 달리 알고리즘 감사 서비스의 경우, 아직은 완전히 자발적이고 

모든 유형의 이사회에 의한 감독이 부족하며 공개 요구 사항이나 벌금이 부과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는 아무리 철저한 분석이나 종

합적인 결과를 제공하더라도 “윤리 세탁” 목적으로 고객이 조작하거나 악용

할 수 있다.

3) 지능형 및 플랫폼 기술의 사용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문서화하고 적

용하도록 요구: 모든 기술 플랫폼은 고객 또는 사용자가 서비스 약관을 준수

하도록 요구하지만, 고객의 기술 사용이 허용 가능한지와 허용되지 않는지를 

강제하는 기능은 일관성이 없고 제한적이다. 일부 기업은 거의 모든 목적을 

위해 안면 인식, 보행 감지 또는 생체 인식 데이터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기업은 이러한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일부 기술 플랫폼 기업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

해 고객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이 금지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4) 기술직 근로자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기업이나 신생 기업 직원

들이 알고리즘 시스템이나 결정의 부작용을 파악하면 내부고발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은 불분명하다. 2021년 3월, Ethical AI 공동 리더인 Timnit Gebru

와 Margaret Mitchell의 효과적인 해고에 힘입어, 구글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구글 워크아웃은 미국 의회에 기술 근로자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술개발 기업들에 대한 내부고발을 위한 기존의 법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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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설은 완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7년과 2018년 미얀마에서 인종청소를 위한 도구로 Facebook을 사용한 

사건, 2018년 Cambridge Analytica 스캔들, 2019년 크라이스트처치 살인 사건

을 Facebook에서 생중계한 사건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비교적 적은 수

의 사람들이 내린 제품 결정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하

다. 이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장려하도록 훈련되지 않았다. 이제 플랫폼 기술을 일반적으

로 사용할 수 있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점점 더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결정의 위험은 놀라운 속도로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플랫폼 거버넌스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넘어 다른 유형의 비즈니스 플랫

폼으로 확장하고, 이러한 위험을 문맥상에서 검토하며,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산업 및 비즈니스 모델 서로 간의 이질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거버넌

스에 접근해야 한다.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기반한 의사 결정의 복잡성, 기술 채택 속도, 명확

하고 지속성 있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부재로 인해 감독이 거의 이루어지

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다양한 이유로 대규모 기술 회사는 정책의 공백

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률이나 기업 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종의 AI 비무장 지대의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됨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이 인간의 영향을 예상하고 그들이 서비

스하는 사람들의 복지, 권리 및 안전을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

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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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프랑스59)

프랑스는 여러 정책 및 입법 기조를 통해 디지털 경제, 특히 신흥 온라인 

플랫폼 경제, 근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데 앞장서 왔다.

몇 년 동안 노동 시장 규제와 그 개혁은 프랑스 정부의 핵심 관심사였다. 

일반적으로 디지털화는 직원에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비업무 시간에는 직장 

전자 통신의 연결을 끊을 수 있는 인권 권리)(droit à la déconnexion)’와 

‘개인 활동 계정(compte personnel d'activité)’의 생성과 같은 특정한 새로운 

권리들이 도입되면서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이에 따라 16세 이상의 모든 사

람은 근로 지위와 상황에 상관없이 훈련 권리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계정은 

다양한 고용 및 사회 보장 권리를 중앙 집중화하는 온라인 포인트 기반 시스

템으로 개발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몇 가지 특정 

보고서를 의뢰했다. 중요하게도, 이로 인해 2016년 8월 8일 근로, 사회적 대화

의 현대화 및 직업 경로 보호에 관한 법률이 채택되었다(Loi n° 2016-1088 

du 8 août 2016 relative au travail, à la modernization du dialogue social et à 
la sécurisation des parcours professionalns). 이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사회

적 책임을 창출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를 독립 근로자

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2008년 고용부 장관을 위해 작성한 보고서('Le travailleur économiquement 
dépendant: Quelle protection?')에서 ‘피고용인’과 ‘자영업자’만을 구분하

는 현재 프랑스 노동법의 이원 체계에 독립 근로자의 중간 범주(intermediary 

category)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후자는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계약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주를 구별하는 요

59) Garben, Sacha(2018). “Protecting Workers in the Online Platform Economy: An 

overview of regulatory and policy developments in the EU”,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 EU-OSHA, pp. 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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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작업을 요청한 사람에 대한 작업을 제공하는 사람의 종속성이다. 판례법

에서 종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 파기원(Cour de 

Cassation, 프랑스 최고재판소)이며, 법원은 사례별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작업 

배정의 실체를 검토하였다. 현재 제도에서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자영업자는 

노동법과 그 보호를 적용할 수 있는 위장 고용인(faux travailleur indépendant)
이거나 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영업자이다. 이러한 법적 입장을 완화하기 

위해, 독립 근로자가 병가 및 해고 보호와 같은 제한된 범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중간 범주(intermediary category)가 제안되었다. 

2016년 1월 6일, 국가 디지털화 위원회(Conseil National du numérique)는 

디지털 작업의 새로운 궤적('Travail, emploi, numérique: Les nouvelles 

trajectoires')에 대한 보고서를 고용부 장관 미리암 엘 콤리(Myriam El Khomri)

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플랫폼 중개 서비스의 존재를 강조한다. 이러한 모든 사례들은 

해당 근로자의 노동 지위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특정 경우에 플랫폼에 대한 

강한 종속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적 의존성은 이러한 근로자를 다른 독립 근로

자와 거의 공통점이 없는 특정 범주로 만든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근로자들

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이 제공하는 법적 보호에 의존할 수 없

고, 실제로 독립적이지도 않아 그들에게 제공할 경제적 보호장치로부터 혜택

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호를 박탈당한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위

원회는 이러한 근로자의 법적 상황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할 것

을 권고한다. 디지털화가 사회적 대화에 미치는 영향과 이 주제에 대한 노동

조합의 입장과 관련하여, Centre Henri AIGUEPERSE - UNSA Education의 

‘디지털 경제와 사회적 대화: 프랑스의 변화에   직면한 사회적 파트너의 주장, 

표현 및 전략의 주제’라는 제목의 2016년 2월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단일화된 대응이 없음을 보여준다. 일부 노동조합은 이를 위협으로 보는 반면, 

또 다른 노동조합은 기회로 간주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규제는 부문별 사

회적 대화를 통해 분산되어 있다. 문제는 디지털 경제의 횡단적 문제를 다루

기 위해 부문을 초월한 사회적 대화를 갖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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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 경로 보호에 관한 
법률

2016년 8월 8일 채택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과 경제적, 기술적으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독립 근로자는 해당 온라인 플

랫폼의 책임인 직장 내 사고에 대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이러

한 근로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이 책임지는 전문 교육을 계속 받을 권리가 동등

하게 있다. 셋째, 요청 시 온라인 플랫폼에서 플랫폼에 대한 작업 경험에 대한 

검증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그들은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이 되고, 노

동조합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권리가 있다. 다섯째, 그들은 더 나아가 자신

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 남용되는 것을 제외

한, 이러한 집단행동은 계약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없으며, 플랫폼과의 연결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로 사용될 수도 없으며, 그러한 행위에 대해 플랫폼에 의

해 다른 방식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없다.

아울러 신고되지 않은 작업을 정규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

는 활동의 추가 개발을 추진한다. 따라서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근로자들을 

온라인 플랫폼과 비대칭적인 관계로부터 보호하고, 후자가 특정 방식으로 근

로자들을 책임지도록 하는 한편, 신고되지 않은 작업을 정규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종류의 활동들을 더욱 발전시키려 하였고, 이

는 곧 재정 및 사회적 소득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계약 관계의 규제 측면에

서 궁극적으로는 거의, 또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새로운 범주

의 근로자를 만들어내는 대신, 정부는 이러한 특정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경제 

활동 현실에 맞춘 조건 하에서 특정한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기로 결

정했다. 

3. 산업안전보건 관련 개발

프랑스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플랫폼 작업의 산업안전보건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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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및 근무 생활에 관한 2015년 보고서에서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디지털화는 특히 이러한 위험이 충분히 규제되지 않는 경우 직업적 심

리·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촉

매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대화뿐만 아니라 업무의 규제에서도 고려

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IGAS(Inspection généale des affaires sociales)가 발표한 협업 

플랫폼, 노동 및 사회 보호에 대한 36가지 권고사항 중 하나는 노동 지위(피고

용인, 자영업자, 민간 개인)에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추가 연구를 의뢰하는 것이었다. 저자들은 특히 온라인 

플랫폼 근로자들이 직업적 심리·사회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발

견했다. 작업의 불안정성,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근로자에게 다양

한 제약 조건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멀티태스킹, 예측할 수 없는 변동적 

수입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근로자는 상당한 직업적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예약, 결제 및 평가 시스템에 투명성

이 부족한 경우 특히 심하다. 평가 체계는 종종 근로자에게 불확실성과 스트

레스의 또 다른 원천인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디지털 주문형 환경에서 

고객은 컴퓨터 화면의 반대편에서 플랫폼 작업자에게 스트레스와 압력을 전달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업무를 요청받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이, 작업자는 

매우 빠른 반응성과 매우 짧은 시간 제약 하에서 작업해야 한다.

2016∼2020 제3차 직업보건실천계획의 전반적인 목표는 직장에서 모든 연

령대의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내 안전과 보건의 핵심을 

예방에 두는 것이다. 이 전략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디지털 기술과 연계된 새

로운 위험을 포함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위험을 해결하는 것이며, 아울러 디지

털 도구 사용을 처리하기 위한 행동 체계를 제안한다. 

작업 부하(workload), 디지털 도구의 구성(configuration of the digital tools), 

정보 부하(information load) 등 디지털화와 관련된 위험 평가 질문을 통합하

고,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서 관련 행위자의 교육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한 기

업의 인식을 제고한다. 재택근무자를 위한 공동 작업 공간 및 공동 공간을 고

려한다. 특히 디스플레이 화면 지침의 가능한 적용과 관련하여, 유럽 수준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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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영국60)

영국에서, 비정형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몇 년 동안 정치와 공론

화의 지배적인 내용이었으며, 최근에는 주요 초점이 소위 ‘제로 시간 계약’

의 문제에서 온라인 플랫폼 경제(영국에서는 ‘긱 이코노미’로 불림)로 전환

되었다.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테일러 리뷰

(Taylor Review)를 의뢰해 불공정 노동 관행을 타개하겠다는 정치적 공약을 

내걸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영국 공인인력개발연구소(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

는 영국의 ‘긱 경제’에서 약 130만 명(전체 근로자의 4%)이 일하고 있다고 추

정하며, ‘노동력을 판매하기 위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다소 느슨하게 정

의한다.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 중 58%가 정규직으로 ‘전통적인’ 고용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경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개월 동안 온라인 플

랫폼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영국 근로 연령 성인의 12%가 ‘내년에 다양한 형

태의 긱 경제 활동을 시도할 생각’이라고 답하는 등 영국의 온라인 플랫폼 경

제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고용법은 이미 ‘피고용인’과 ‘자영업자’의 지위 사이에 세 번째 

범주의 고용 관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세 범주 사이의 구분

선을 정확히 알고 적용하는 것이 어려우며, 따라서 영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경

제 활동은 이원 노동법 체계에서 올바르게 규제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다른 사람들은 Uber 운전자를 아래에서 더 논의되는 ‘근로자’로 재분류

한 런던 고용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현재 법적 제도가 온라

인 플랫폼 경제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하다고 주장했지만, 문제는 

특히 높은 법원 수수료와 고용 문제를 방지하는 계약상의 ‘불안감’ 조항과 

관련된 집행에 있다. 2017년 5월 온라인 플랫폼 업체 딜리버루(Deliveroo)는 영

국 의회의 압력에 따라 라이더 계약을 변경해 고용 심판원에서 자영업자 자격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택배기사와의 ‘공급자 협약’ 조항을 삭제했다.

60) Garben, Sacha(2018). “Protecting Workers in the Online Platform Economy: An 

overview of regulatory and policy developments in the EU”,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 EU-OSHA, pp. 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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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화

영국 고용법에는 ‘피고용인’과 ‘자영업자’ 이외에, ‘중간’ 노동 활동

(‘intermediate’ labour activities)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세 번째 범주

의 ‘근로자’가 있다. 이들은 근로자가 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자영업자로 간주될 수 없다.

1996년 고용권리법 제23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이 법에서 

‘피고용인’이란 고용계약에 따라 업무를 시작한(또는 고용이 종료된 경우에

는 근로를 제공한) 개인을 의미한다. 2) 이 법에서 ‘고용 계약’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리고 (명시적인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된 서비스 또는 견습 

계약을 의미한다. 3) 이 법에서 ‘근로자(‘상점 근로자’ 및 ‘베팅 근로자(마

권근로자)’ 제외)’는 a) 고용 계약 또는 b)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리고 

(명시적인 경우)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 업무를 시작한(또는 고용이 종료된 경

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개인을 의미한다. 개인의 계약에 따른 지위는 개인이 

수행하는 직업이나 사업의 고객 또는 고객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 

다른 당사자(중개기관)를 위해 작업이나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중간 범주(intermediate category)의 ‘근로자’가 존재하더라도 개

별 사례에 어떤 범주가 적용되는지 혹은 적용 가능한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개인의 고용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와 요인

들을 정립해 왔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1) 법원이 감독의 범위

에 대해 묻는 경우, 고용주가 행사하는 통제의 수준을 확립하는 통제 검사, 2) 

제공된 작업이 비즈니스의 핵심 활동에 어느 정도 통합되는지를 설정하는 통

합 검사, 3) 개인이 자신의 계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지

불 방법, 장비 공급, 근무 및 휴가 시간 배치, 재정적 위험 및 개인이 업무를 

수행할 대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는 대신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될 수 있

는지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는 경제적 현실적인 검사, 4) 작업을 제공하

고 수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지를 고려한 의무의 상

호성 검사 등이다.

피고용인은 진정한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모든 범위의 고용 보호 

혜택을 받는다. 대신 ‘근로자’의 중간 지위(intermediate status)에는 국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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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과 같은 일련의 기본권을 제공하며, 따라서 ‘피고용인’ 지위보다는 

보호 수준이 낮지만 자영업자보다는 보호 수준이 높다. 특히 중간 범주

(intermediate category)의 근로자는 기본 안전보건권, 국민최저임금, 근로시간

권, 자료보호권, 가족비상사태에 대한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피고용인은 

이러한 모든 권리뿐만 아니라 특히 법정 병가, 출산 휴가, 최소 통지 기간, (점

진적으로 증가하는) 출산 급여, 부성 휴직, 부모 휴직, 부당 해고에 대한 보호 

및 영구적 계약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보건안전관리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은 1974년 직장 내 보건 및 안전법뿐만 아니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 제한 

및 야간 근로 제한을 포함한 1998년 근로 시간 규정의 일부를 시행한다. 이 

법은 고용주가 독립 계약자를 포함하여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 

및 보건 요건의 측면에서 고용 협의는 고용주가 해야 하는 일을 바꾸지 않는

다. 고용주는 작업장 위험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비표준 계약을 체결한 근

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2. 정책 조치

2017년 5월 1일, 하원 노동연금위원회는 ‘자영업’과 ‘긱 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긱 경제’는 다양한 종류의 유형과 작업이 있으며, 이들 

중 다수의 공통된 특징은 중개 디지털 플랫폼 또는 앱에 의존하여 자영업자를 

작업과 연결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긱 경제’ 기업들은 역사적으로 자영업

자에 의존해 온 산업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기술은 업무의 성

격, 운영 분야, 복지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규모로 운영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와 작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

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자영업자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탄력적 고용은 자영업

자 지위에 달려 있다는 주장을 자주 내세운다. 유연성은 급여가 낮고 불안정

한 계약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 자영업 노동을 사용하는 동기는 

유연성이 아니라 이익이다. 물론 기업들은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이용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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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해야 한다. 대체로 위장(bogus) 자영업은 세수 감소와 동시에 안전망 지원 

부담을 복지국가에 떠넘기기 때문에 소수 기업의 착취적 행동을 유도하는 허

점을 보완해야 한다.

고용의 혜택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계약 때문에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지

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반면, 자영업 계약자 합의를 선택하는 데 

있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세금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현재

의 근로자 분류 방식이 변화하는 경제에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근로자에게 피고용인 또는 근로자 지위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를 거부하는 

명백한 자유 기업은 착취 및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

한다. 또한 공공 재정에 상당한 세금 손실을 초래하고 잠재적으로 복지 국가

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킨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 기본

적으로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고용상태를 가정하는 것은 근로자

와 공공재정을 모두 보호할 수 있고, 기업이 그들의 노동자에게 권리와 혜택

에 대한 기본 안전망 기준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이러한 가

정은 근로자에게 ‘근로자’ 지위에 상응하는 고용 권리를 부여할 것이다. 세

법에는 ‘근로자’ 지위가 없기 때문에 세금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모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사례를 제시해야 하며, 이는 사

실상 기업에 고용지위 증명 부담을 부과하게 한다.

2017년 7월 정부는 2016년 10월 총리가 발표한 이른바 테일러 리뷰(Taylor 

Review)를 발간했다. 현대 경제의 노동 관행에 대한 이러한 독립적인 검토는 

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지위와 권리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며, 고용 상태에 관

한 법률을 현대 노동 관행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 이름은 왕

립예술협회(Royal Society of the Arts)의 최고경영자인 매튜 테일러(Matthew 

Taylor)가 이끄는 데서 유래했다. 보고서는 7가지 주요 권장 사항을 제시했다.

1)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 이 검토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제안한다. ‘좋은 일자

리’에 대해 말할 때, 임금, 고용의 질, 교육 및 훈련, 근로 조건, 일과 삶의 

균형, 협의적 참여 및 집단 대표성 등을 고려한다. 모든 사람은 보호의 “기준

선”을 누려야 하며, 직장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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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 계약자: 딜리버루(Deliveroo), 우버(Uber)와 같은 플랫폼 기반 기업

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종속 계약자’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유연근무를 

선호하는 개인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에서는 공정성을 부여받

아야 한다. 종속 계약자와 합법적인 자영업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3) 국민생활임금: 국민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재정 기반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이다. 특히 저임금 부문의 경우 근로자가 이 급여율에 얽매이

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개인들은 그들이 발전할 수 있다고 

느껴야 한다.

4) 고용 비용: 정부는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임금 비용인 ‘고용 쐐

기(employment wedge)’를 더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 검토에서는 

견습비 부과금을 기업들이 쟁점으로 제기한 비용으로 부각하고 있다. 정부는 

종속 계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5) 좋은 기업 지배구조: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적인 규

제를 할 필요는 없다. 기업은 조직 내에서 책임 있는 기업 지배구조, 우수한 

경영 및 강력한 고용 관계를 실천해야 한다.

6) 기술개발: 모든 사람은 직장에서 자신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

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야 한다. 개인들은 또한 

‘업무 및 업무 외 활동’뿐만 아니라 ‘공식 및 비공식 학습’을 통해 기술

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7) 건강한 직장: 영국은 직장 보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개

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업, 근로자,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공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권장 사항 중 일부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 경제와 관련이 있다. 

첫째, 보고서는 독립 계약자/자영업자, 근로자와 피고용인을 구분하는 영국 

고용법의 현행 3단계 접근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작업을 수

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한다. 보고서는 더 제한된 핵심 고용 권리가 적용되는 

비정기적, 독립적인 관계를 다루는 ‘중간 근로자(intermediate worker)’ 범주

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현재의 접근 방식이 혼란스

럽다고 생각하므로 정부는 ‘근로자’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피고용인이 

아닌 사람들의 범주, 즉 ‘종속 계약자’를 지칭하는 새로운 명칭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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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부는 더 나아가 ‘피고용인’과 ‘종속 계약자’를 보다 명확하게 구

분해야 한다. 

현재 법원이 피고용인과 근로자의 정의를 해석하는 방식은 대체로 같지만 

근로자가 약간 낮은 기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용인도 아니지만, 진정한 자영

업자도 아닌 개인인 ‘종속 계약자’의 지위는 현대적 근무 방식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 보다 명확한 정의를 가져야 하며, 오늘날 증가하고 있는 보다 비

정기적인 고용 관계를 적절하게 포착해야 한다. 현재 개인은 급여부터 징계 

조치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거의 모든 측면을 기업이 통제할 수 있으며, 진정

한 대체권이 존재하는 경우 여전히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핵심 고용 보호는 진정한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고용주가 이러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쉬운 일이 되

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고용처럼 보이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고

용의 지위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 또한 종속 계약자 지위를 결정할 때 ‘통

제’의 원칙이 더 중요하다. 법률은 단순히 일상적인 활동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대 노동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누군

가가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결정할 때, 통제가 종종 핵심 요소라

고 하는 법원이 현재 취하는 접근 방식을 따라야 한다. 제대로 수행되려면, 통

제에 더 중점을 두고 개인 서비스에 덜 중점을 두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전체적인 고용수준에서 이 숫자는 매우 작

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이 더 공정하다. 이는 또한 일부 고용주가 법원을 통

해서만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체 조항의 활용을 더 어렵게 만

들 것이다.

둘째, 이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근로자의 최저임금 문제를 다룬다. 국가

최저임금 법안의 핵심은 근로시간의 정의이기 때문에, 만약 국가최저임금을 

온라인 플랫폼 근로자에게 적용한다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플랫폼은 개인이 앱에 로그온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지 않지만, 어떤 개

인도 앱을 열어 놓은 시간 동안(구직 여부에 관계없이) 돈을 받기를 기대해서

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가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돈을 받을 것으

로 예상할 때 앱에 로그온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합리할 것이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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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은 단순히 앱에 로그온하는 것과 진정으로 일자리를 찾는 것을 구분하

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긱 경제에서 일하는 개인과 기업은 원하

는 시간에 작업에 ‘사인온’할 수 있는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플랫폼은 

대부분의 다른 비즈니스 모델보다 개인에게 언제 일하고 어떤 직업을 수락하

거나 거절할지에 대해 더 큰 자유를 제공한다. 그러나 특정 시기에 노동력의 

과잉 공급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넘쳐나서 시급을 국민최저임금 이하로 떨어뜨

린 적이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데이터는 조직과 

근로자 모두를 위해 작동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 엄청난 자산

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데이터는 개인이 주어진 시간에 온라인 플랫폼에 로

그인할 경우 잠재적 수입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이 또한 

국민최저임금의 공정한 적용을 보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라이선스 제도에

서 시장 주도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옵션을 고려했다. 그러나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도구인 국민최저임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별 요금 법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제안된 내용은 기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 열심히 일하는 

평균적인 개인이 국민최저임금(오차 20% 포함)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의 생산량(즉, 수행된 작업 수)에 따라 근로자를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만약 개인이 수요가 적은 시기에 플랫폼을 통해 다 알면서도 

일하기로 선택했다면, 당사자는 이 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

다’고 생각한다. 현재 개별 요율이 적용되는 경우, 급여 기준 기간이 시작되

기 전에 ‘평균 시간당 생산율’이 얼마인지 설명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의 비율을 명시한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플랫폼은 현재 수요와 수행 중인 작업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으며, 즉, ‘알림’ 외에도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므로 작업자

의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개인이 근무 시간을 완전

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이동 근무자가 국민최저임금이 적용

되는 일정한 수의 업무 사이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는 매우 다른 

개별 일자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다음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 피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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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종속 계약자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검사를 적절히 규정하

는 법률과 지침을 개발한다. 이는 판례법의 가장 좋은 요소를 유지해야 하고, 

고용주가 직원에 대해 행사하는 통제 측면에서 현대의 비정규직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해야 한다. 2) 플랫폼 작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발할 때 종속 

계약자에게 최대한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합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국민 최저 

임금 법률을 반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3) 서면으로 작성된 세부사항에 대한 

권리를 고용 중인 모든 사람에게 확대하고, 개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공하는 온라인 도구를 개발하여 모든 개인의 지위

와 권리에 대해 최대한 명확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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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소결

본 장에서는 주요 국가의 웹기반형 플랫폼 기업 규제 및 노동 보호를 분

석하였다. OECD 분석을 바탕으로 플랫폼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관련 내용

과 OECD의 플랫폼 운영 규제, 구매독점권 문제 해결, 일자리를 세금체계에 

도입하는 등 플랫폼 작업을 규제하는 기타 조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EU의 

법인세 관련 내용, 기업 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고찰하고, 프랑스와 영국 사례

를 살펴보았다. 

본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OECD 국가의 플랫폼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플랫폼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 확대, 최저임금 도입, 근로시간 규제, 분쟁 해결 촉진, 산업안전보

건(OSH) 개선, 사회보장 강화, 차별 철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행 장

려, 플랫폼 작업 기회와 구직자의 연결, 플랫폼 작업 기회를 위한 구직자 교육

과 국제적 접근 방식 채택 등을 논의하였다.

2) OECD 국가의 플랫폼 작업을 규제하는 기타 조치로, 플랫폼 운영 규제, 

구매독점권 문제 해결과 일자리를 세금체계에 도입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플

랫폼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조치는 단독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되며, 구매독점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규제 및 

과세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치의 일부여야 한다.

3) EU의 법인세 관련해서는 행정 협력 지침(DAC 7),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

로운 부가가치세 규칙 등이 있다. 행정 협력 지침 제6차 개정안을 대표하고 있

는 DAC 7은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EU 내 정보 자동 교환

의 범위를 확대한다. 2021년 3월 22일 EU 이사회에서 채택된 DAC 7의 목표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공정한 세

금을 납부하고 EU 회원국이 자동으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플랫폼

이 EU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플랫폼에서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

가 창출한 소득 즉, DAC 7 규칙은 EU 안팎의 디지털 플랫폼에 모두 적용된다.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세 규칙

(2021년 1월 1일의 원래 발효일에서 연기됨)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는 실제 공

급업체가 상업적으로/법적으로 수행하고 새로운 기록 보관 의무가 있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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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 대 소비자 전자상거래(즉, B2C)의 부가가치세 송금을 책임질 수 있다. 

새로운 규칙의 목적은 부가가치세 징수를 보장하고 공급자, 소비자 및 세무 

당국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플랫폼 운영자가 EU 소비자와의 B2C 거

래에서 전자 플랫폼을 통해 상품의 기본 공급을 촉진하는 경우, 공급자로 간

주되며(즉,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간주),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를 징수해야 한다.

4)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지

능형 기술로 구동되는 기술 플랫폼의 알려진 위험(따라서 모든 플랫폼 비즈니

스에 내재된 위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4가지 조치는 모든 정부 또는 

기업의 정책 의제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들이 서비스하는 사람들의 

건강, 생계, 자유, 접근 및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가지 조치는 ① 알고리즘 시스템의 결론에 대한 근거

의 투명성과 명확성 표준을 채택하도록 요구, ② 고위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편견 교정 및 감사 필요, ③ 지능형 및 플랫폼 기술의 사용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문서화하고 적용하도록 요구, ④ 기술직 근로자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

호제도 등이다.

5) 프랑스는 여러 정책 및 입법 기조를 통해 디지털 경제, 특히 신흥 온라

인 플랫폼 경제, 근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2016년 8월 8일 법률 2016-1088호 근로,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 경력 

보호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였고, 이 중 60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플

랫폼과 경제적, 기술적으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독립 근로자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인 직장 내 사고에 대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이

러한 근로자들에게는 온라인 플랫폼이 책임지는 전문 교육을 계속 받을 권리

가 동등하게 있다. 셋째, 요청 시 온라인 플랫폼에서 플랫폼에 대한 작업 경험

에 대한 검증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그들은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이 

되고, 노동조합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권리가 있다. 다섯째, 그들은 더 나아

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 남용을 제외

하고, 이러한 집단행동은 계약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없으며, 플랫폼과의 연결

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로 사용될 수도 없으며, 그러한 행위에 대해 플랫폼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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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프랑스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플랫폼 작업의 산업안전보건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2016∼2020 제3차 직업보건실천계획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디지털 기술과 연계된 새로운 위험을 포함하여 새롭게 부

상하는 위험을 해결하는 것이며, 아울러 디지털 도구 사용을 처리하기 위한 

행동 체계를 제안한다. 

작업 부하(workload), 디지털 도구의 구성(configuration of the digital tools), 

정보 부하(information load) 등 디지털화와 관련된 위험 평가 질문을 통합하

고,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서 관련 행위자의 교육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한 기

업의 인식을 제고한다. 재택근무자를 위한 공동 작업 공간 및 공동 공간을 고

려한다. 특히 디스플레이 화면 지침의 가능한 적용과 관련하여, 유럽 수준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

6) 영국에서, 비정형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몇 년 동안 정치와 

공론화의 지배적인 내용이었으며, 최근에는 주요 초점이 소위 ‘제로 시간 계

약’의 문제에서 온라인 플랫폼 경제(영국에서는 ‘긱 이코노미’로 불림)로 

전환되었다.

영국 고용법은 ‘피고용인’과 ‘자영업자’ 이외에, ‘중간’ 노동 활동

(‘intermediate’ labour activities)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세 번째 범주

의 ‘근로자’가 있다. 이들은 근로자가 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자영업자로 간주될 수 없다. 피고용인은 진정한 자영

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모든 범위의 고용 보호 혜택을 받는다. 대신 ‘근

로자’의 중간 지위(intermediate status of ‘worker’)에는 국민최저임금과 

같은 일련의 기본권을 제공하며, 따라서 ‘피고용인’ 지위보다는 보호 수준

이 낮지만 자영업자보다는 보호 수준이 높다. 특히 근로자는 기본 안전보건권, 

국민최저임금, 근로시간권, 자료보호권, 가족비상사태에 대한 휴가를 받을 자

격이 있다.

이러한 중간 범주(intermediate category)에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 근로자

의 고용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다. 

첫째, 하원 근로연금위원회는 고용 지위에 대한 전제조건을 도입했다. 기

본적으로 ‘자영업자’가 아닌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상태를 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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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근로자와 공공재정을 모두 보호할 수 있고, 기업이 그들의 노동자에게 

권리와 혜택에 대한 기본 안전망 기준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둘째, 테레사 메이 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불공정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

한 정치적 공약을 내세워 이른바 테일러 리뷰(Taylor Review)를 의뢰했다. ① 

피고용인 또는 종속 계약자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검사를 적절

히 규정하는 법률과 지침을 개발한다. 이는 판례법의 가장 좋은 요소를 유지

해야 하고 고용주가 직원에 대해 행사하는 통제 측면에서 현대의 비정규직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해야 한다. ② 플랫폼 작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발

할 때 종속 계약자에게 최대한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합법적인 비즈니스 모델

이 국민 최저 임금 법률을 반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③ 서면으로 작성된 세

부사항에 대한 권리를 고용 중인 모든 사람에게 확대하고 개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공하는 온라인 도구를 개발하여 모든 

개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최대한 명확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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