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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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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단체교섭 실태와 특징

이희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1. Ϡ ӆ Ṋ ʆ ʆ   ₴  ᶦ ʆ ښᾈ ʆ– ㈜Ẑ Ḇ  ʆ ᴚ  ۫ ʆ교섭
1) 2021 단체교섭

(1) 진행과정

(2019년)
- 8월 노조 활동 시작
- 11월 서비스연맹의 사회적 대화 제안
- 12월 17일 라이더유니온 교섭 요구
- 12월 23일 서비스일반노조(배민라이더스지회) 교섭요구
- 12월 25일 확정공고(서비스일반노조 73명, 라이더유니온 71명)
- 라이더유니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

(2020년)
- 2월 14일 서비스일반노조 대표교섭노조 확정(조합원 수 106 : 36)
- 코로나19로 교섭 연기
- 4월 1일 사회적 대화 포럼 출범
- 4월 23일 상견례 및 본교섭 시작
- 6개월간 본교섭 8회, 실무교섭 12회 진행
- 10월 6일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자율협약 체결
- 10월 22일 단체협약 조인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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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및 성과

○ 단협 내용

 :  

931 

구성

(전문) ‘회사의 지속 성장, 조합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라이더의 사회적 인식 개
선’으로 협약의 체결 목적을 밝힘.

(총칙)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회사와 배송대행 기본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라이더를 협약의 적용 대상으로 함.

(조합활동)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장임을 고려하여 시설·
편의 제공 방식으로 조합활동을 지원하기로 함.

(단체교섭) 교섭의 대상으로 조합활동과 안전 및 보건, 배달료와 배송시간 등 배송
환경 및 배송조건에 관한 사항만이 아니라 라이더의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
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계약 일반) 일방적 계약해지를 근절하고 배송대행 기본계약서에 근거하여 관계 법
령 및 사회통념 상 합리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함.

(배달료 및 배차 중개 수수료) 배달료에 거리 및 날씨 등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책
정하고, 배차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며, 배달료 지급명세서를 자세하게 기재
하여 앱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배송시간 및 배차) 배송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배송시간을 제한한 정책을 탄력적
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일반배차와 AI배차 중 어느 하나를 우선하여 배차하지 않기
로 함.

(라이더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라이더의 초상권을 보호하고, 노사가 공
동으로 라이더의 사회적 인식개선 및 서비스질 향상, 배송 플랫폼 산업 발전과 시
장질서 확립을 위해 연 2회 캠페인,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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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 보건) 신규 입직자와 기존 라이더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기상
악천후에 따른 작업중지, 건강검진 비용 지원 등을 하기로 함.

(배송환경 개선) 명절선물 도입, 고객센터와의 소통 및 업무 방식 개선과 카드결제
기 도입을 통한 업무 지원 및 조리 지연, 갑질이나 괴롭힘을 일삼는 악성 업장에
대한 관리, 일부 라이더들이 시스템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어뷰징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도입, 어뷰징 문제 해결이나 배송환경 개선을 위한 플랫
폼 정책에 대한 정기적 협의구조 마련하기로 함.

(기타) 직접 고용된 기간제 라이더의 인센티브 구간의 상한선 폐지, 배달조건에 따
른 추가배차, 장기근속자에 대한 휴가비 지원 등
○ 성과

- 플랫폼 기업 최초의 노사 교섭 진행과 단체협약 마련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협약 적용으로 노동자성의 포괄적 인정
- 민간에서 노사가 진행한 산업 차원의 사회적 대화와 기업 차원의 단체교섭이 병횡
되어 다양한 형태의 교섭 가능성 확인
- 배달료나 배송환경, 안전 문제 등만이 아니라 노사가 공동으로 라이더의 사회적 인
식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 배송 플랫폼 산업 발전과 시장질서 확립 등을 노력하기
로 한 모범적 노사관계
- 장기근속에 대한 숙련 인정으로 일자리로서 플랫폼 노동의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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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합의 내용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종사자 권익보호에 관한 협약
- 음식배달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Ⅰ. 전문

1. 음식배달 산업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빠르게 변화함

a. 음식배달 서비스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0년 기준 2조 원 내외로 추
정되었던 관련 산업의 규모는 2020년 현재 20조 원 수준으로 10배 가까지 성장했
다. 이는 배달음식에 관한 고객 수요의 증가, 산업 전반에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효과적인 결합,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의 노력이 조화를 이룬
결과이다.

b. 국내에서 이륜차를 통한 배달 서비스는 특정한 상품이 최종 소비자인 고객에게
전달되게 하는 라스트 마일 배송(Last Mile Delivery)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모바
일을 통한 상거래 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개인의 특정한 요구를 만족하
는 상품에 대한 근거리, 단시간 배송 수요도 커지고 있다.

c. 현재는 식당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배달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
료품, 편의점, 화장품, 사무용품 등 즉시배송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상품군이 지속
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d. 음식배달을 포함한 라스트 마일 배송 시장은 Amazon, Uber, Grab과 같은 해
외 기업을 포괄하는 글로벌 경쟁 상태이며, 국내의 대기업 또한 다수가 진입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 속에 빠른 변화가 전망된다.

2.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토대는 다소 취약

a. 시장의 상황이 빠르게 변해가는 것과는 별개로 라스트 마일 배송이 ‘사람 기반
의 플랫폼 산업’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당일배송, 새벽배송, 즉시배송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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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존재하기 어려웠던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것은 ‘기술’이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것은 ‘사람’이다.

b. 그러나 현재로서는 배달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경
제적, 사회문화적 토대가 다소 취약하다. 이전 시기부터 배달 종사자와 계약을 맺
어 온 음식점이나 배달대행업체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투
명한 계약과 공식적 거래를 담보하기 어려웠고 어느 일방의 불공정한 행위로 배달
종사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다. 배달 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나쁘기 때
문에 종사자 스스로가 자기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고취시키기 어려운
조건이다.

c.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지만 입직의 요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안전과 숙련을
담보하기 위한 실기 교육 인프라는 사실상 전무하다. 영업용 이륜차의 대여(리스),
수리, 종합보험 서비스의 경우 불투명한 가격 설정으로 인해 종사자에게 비현실적
인 고비용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이는 배달원의 속도 경쟁을 부추기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계약과 업무 형태의 특수성으로 배달 종사자는 사회안전
망에 편입되기 어려웠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현재는 배달 서비
스를 규율하는 법적 정의조차 부재한 실정이다.

3. 새로운 업무 방식의 등장과 이에 따른 사회적 협약의 필요

a. 배달산업의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사회적 토대 마련이 과제로 남아있
는 가운데, 플랫폼을 매개로 한 새로운 업무 방식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b. 지금까지는 지입 형태의 이륜차를 활용한 전업 종사자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자가용, 자전거, 전동킥보드, 보행 등 개인화 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이 선택
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업무만을 처리하는 형태도 많아지고 있다.

c. 업무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플랫폼 형태의 노동은 종사자로 하여
금 유연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하거나 보충할 수 있게 하며 시간 활용에 대한 자
율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플랫폼 형태의 노동에 관한 법률적 규범과 사회안전망 제
도가 미비하여 플랫폼과 종사자가 느끼는 불확실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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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플랫폼이 고객과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종
사자에게 업무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합하고 명확한 권리를 부여하는 사회적 협약
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4.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 종사자 권익보호에 관한 상호협력 원칙

a.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위원 전원은 라스트 마일
배송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플랫폼을 매개로한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최근
의 상황과 관련하여, 배달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전반의 규범이 개선
되고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이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플랫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b. 이에 우리는 배달서비스 산업 영역의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 종사자 권익보호에
관하여 상호협력할 원칙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아래의 원칙은 배달서비
스 뿐 아니라 향후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관하여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
다. 각 플랫폼의 사업 모델과 종사자의 특성, 서비스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종
사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핵심적인 원칙이 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
록 정부, 국회, 기업, 노동조합, 전문가 등 주요 이해당사자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
을 기대한다.

Ⅱ. 자율규범

1. 공정한 계약의 체결

1.1. 플랫폼은 배달 업무에 대한 입직 요건을 분명히 하고, 종사자는 이에 협조한
다.
1.2. 플랫폼과 종사자 간의 계약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되어야 하며 상호 간의 권
리와 의무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3. 플랫폼 노동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는 스스로가 원하는 시간과 업무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4. 종사자의 귀책 내지는 규칙 위반에 따른 제재의 근거와 절차는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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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리적이고 투명한 업무 조건

2.1. 플랫폼은 종사자가 특정한 업무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업무의 수
행을 통해 자신이 얻게 될 소득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2.2. 플랫폼과 종사자는 사회안전망 보장의 기준이 되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2.3. 종사자는 플랫폼이 제시하는 업무 가이드라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권리가 있으며, 플랫폼은 이에 적합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
다.
2.4. 플랫폼은 종사자의 업무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경의 경우 이를 사전에
안내한다.
2.5. 플랫폼과 종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호간 및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
을 준수한다.

3. 효과적인 업무수행

3.1. 종사자는 플랫폼이 제시하는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수락한 업무를 효과적으
로 수행하여야 한다.
3.2. 종사자는 가맹점, 소비자와의 대면 과정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3. 플랫폼은 종사자의 경력, 숙련, 운송수단, 지역 등의 차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업무를 달리해야 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기준을 종사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4. 안전과 보건

4.1. 플랫폼과 종사자는 안전하고 정확한 배달을 위해 상호 노력하며, 심야, 혹한·
혹서기, 우천·설천·강풍·노면 결빙 등의 악천후에는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4.2. 플랫폼과 종사자는 배달 서비스의 안전한 수행에 있어서 충분한 휴식의 중요
성을 함께 인식하고, 전일 업무 종료로부터 익일 업무 시작까지 최소 11시간의 휴
식이 준수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4.3. 플랫폼은 적절한 교육 및 보호장구의 제공, 선택 가능한 보험의 안내 등을 통
해 종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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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플랫폼은 가맹점, 소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
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종사자를 인격적 모독이나 폭언 등으로 부
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
고, 플랫폼과 종사자는 분쟁 발생시 갈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
다.
4.5. 플랫폼은 배달시간의 제한 및 빠른 배송을 전제로한 홍보·마케팅을 자제한다.
4.6. 종사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진 의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이 외에도
안전에 관하여 플랫폼이 추가로 제공하는 교육에 성실히 임한다.
4.7. 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한
주행에 각별히 유의한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를 발
생시키지 않도록 한다.

5. 학습과 발전

5.1. 플랫폼은 정부와 협력하여 종사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합리적
인 가격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Ⅲ. 제도개선 건의

1. 정부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중간적 형태로서, 업무와 시간 선택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되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종사자의 권익 보
호를 위한 합리적 규범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플랫폼 노동 형태의 종사자를 포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도를 마련하
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제도가 단위 시장 또는 동일 산업 내에서 형평성
에 부합하게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배달 서비스 산업의 법적 정의와 지원·육성의 근거를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소재한 배달대행업체를 포함한 배
달 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여야 한다.

4. 정부는 본 협약에 참여하고 이행하는 등 배달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
는 기업을 인증하고 적절한 수단과 방식을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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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는 안전한 배달에 관한 플랫폼과 종사자의 노력, 주요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고율의 개선 효과 등을 반영하는 합리적 비용의 영업용 이륜차 종합보험을 정책
상품의 형식으로 마련하고 산업 현장에 보급하여야 한다.

2) 2022 임금 교섭

(1) 진행과정

- 6월 생물법, 고용보험 시행에 따른 사회적합의 2차 합의문(공동입장문) 발표
- 9월 8일 ~ 11월 25일간 8차례 교섭
- 기자회견, 피켓 시위, 등자보 시위, 파업 진행
- 12월 6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 12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교섭 체결

(2) 합의 내용 및 의미

○ 2021년도 배달료 협상 합의서

2021년도 배달료 협상 합의서
서비스일반노동조합과 주식회사 우아한청년들은 2021년도 배달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기본 배달료는 현행을 유지한다.
2. 거리할증은 네비게이션 실거리를 기준으로 0~675m미만 : 기본료 3천원, 675m
이상 ~ 1,900m미만 : 3500원, 1,900m이상 : 3500원 + 100m당 80원을 지급한
다.
단,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3. 날씨 할증(①우천과 설천 시, ②기상청발표 기준 –5℃이하 또는 +33℃이상)은
건당 1천원을 지급한다.
4. 1년이상 배송대행 기본계약자 중 1일 20건이상과 연간 200일이상의 배송실적이
있는 오토바이 가입자에게는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2년간 연간 보험료(유상종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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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1백만원, 유상책임보험: 50만원)를 지원하며, 이후 연간 보험료에 대하여는 노
사가 별도 협의한다.
단, 렌탈오토바이는 연간 보험료 1백만원을 지원하며, 이후 노사는 배달공제조합
설립에 대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5. 본 합의서의 적용시점은 합의서 체결일 부터이고, 유효기간은 2021.10.22.부터
1년간으로 한다.

2021년 12월 24일
서비스일반 노동조합 위원장 이선규 / (대리인) 배달플랫폼지부 지부장 홍창의
주식회사 우아한청년들 대표이사 김병우 / (대리인) 배송사업 운영실장 박진수

배달료 협약서
제 1조 [기본배달료]
기본 배달료는 현행을 유지한다.

제 2조 [거리할증]
거리할증은 네비게이션 실거리를 기준으로 0~675m 미만 : 기본료 3,000원, 675m
이상 ~ 1,900m미만 : 3500원, 1,900m이상 : 3500원 + 100m당 80원을 지급한다.
단,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제 3조 [추가배차]
① 회사는 주문금액 10만원 당, 음료수(커피 등) 13잔 이상에 대해 추가배차 한다.
② 회사는 전달지의 엘리베이터 고장 시 전달지가 10층 이상일 경우 라이더의 요
청에 따라 추가 배차하고 이후 5층당 5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제 4조 [날씨할증]
날씨 할증 (①우천과 설천 시, ②기상청발표 기준 –5℃이하 또는 +33℃이상)은 건
당 1천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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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장기계약자 우대]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 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를 충족한 조합원
이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휴식비를 지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
에 제출한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휴식지원비 실비를 지급
한다.

1. 기준일 전날까지의 계약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2. 기준일 직전 1년동안 일별 20건 이상 배송서비스를 수행한 날이 200일 이상인 자
3. 기준일 직전 1년동안 안전교육을 2회 이상 수료한 자

② 조합원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일을 특정하여 제 1항의
휴식 지원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휴식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는 이후에도 같은 기준일을 적용한다.

③조합원은 제 1항의 휴식지원비를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신청 할 수 있다.

④지급일 이전에 회사와의 배송계약이 종료된 자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금원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⑤제 1황의 휴식지원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합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며, 별도
합의는 본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부칙

제 1조 [유효기간]
본 합의서의 적용시점은 합의서 체결일 부터이고, 유효기간은 2021.10.22.부터 1년
간으로 한다.

2022년 1월 5일
서비스일반 노동조합 위원장 이선규
주식회사 우아한청년들 대표이사 김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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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와 한계

- 이륜차 오토바이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배달공제조합을 노사가 함께 추진하기로 함
- 유상운송보험료의 일부를 회사에서 지원하기로 함(오토바이와 보험료의 책임성)
- 직선거리요금제를 네비실거리 요금제로 전환
- 관행적(일부지역 제외)으로 지급되던 날씨 할증을 명문화 함
- 노조에서는 기본배달료를 주장했으나 관철되지 않음
- 주요 요구였던 기본배달료 인상, 지방차별 중단, 픽업 거리 할증을 관철하지 못함
- 거리할증이 증가하면서 배달료(기본배달료+거리할증+프로모션)가 일부 증가함
초기 사측 주장(네비실거리만 적용, 전체 데이터를 1/n 했을 경우 데이터 합)
기존 직선거리 거리정책 * 1.35 = 네비실거리
0-500m = 3,000원

-> 0 - 675m = 3,000원

500m-1,500m = 3,500원

-> 675 - 2,025m = 3,500원

기존 직선거리 100m 100원 요금제 -> 네비실거리 100m 70원으로 변경
----------------------------------------------------노사 잠정합의안
0-500m = 3,000원

-> 0 - 675m = 3,000원

500m-1,500m = 3,500원

-> 675 - 1,900m(125m 줄어듦) = 3,500원

기존 직선거리 100m 100원 요금제 -> 네비실거리 100m 80원(10원 이상)

※ 1기 배달위원회 공동입장문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배달서비스협의회> 공동입장문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21.7.)과 배달기사 고용보험 적용(22.1.)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대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 배달서비스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노동조합, 기업, 공익 전문가의 합의문을 도출해 발표하는 성과를 낸 바 있
다. 이 협약은 민간 주도로 배달 플랫폼 시장의 질서를 모색하고 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상호 신
뢰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사회적 협약 체결 이후 8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이 기간 중에도 배달플랫폼 서비스의 시
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산업의 작동방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협약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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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출한 최저 기준이 일부의 노력이 아닌 전체 산업의 질서로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관련해서 배달플랫폼 시장(소화물배송서비스)을 규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오는 7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며,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2년 1월부터는 배달플랫폼
종사자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협의회'는 배달플랫폼 산업과 관련 제도의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응하고, 1차 협약의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입장을 발표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관련 입장
20년 7월 27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①소화물배송서비스 공제
조합 설립(제41조, 제42조)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고, ②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 정책협의
회(제21조)를 두고, ③생활물류 쉼터(제37조) 설치와 같이 산업의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향
상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소화물배송서비스 공제조합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합리적 이륜차 종합보험 마련, ▲배
달 종사자 안전교육, ▲이륜차의 수리·유지·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배달 종사자의 사
고 예방과 안전 증진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협의회'는 배달플랫폼 서
비스에 관련된 모든 기업이 공제조합의 설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공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설립 과정에서 기업뿐 아니라 유관 노동
조합,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도 이에 뜻을 함께하고 적극
적인 협력구조를 촉진해주기를 바란다.
- 국토교통부가 운영할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제21조)의 구성에 택배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소화물배송서비스업 관련 노동조합, 기업,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
해야 한다. 정책협의회 내에 소화물배송서비스업을 별도의 분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
하며, 앞서 사회적 협약을 도출한 바 있는 '협의회'가 분과의 모체가 될 수 있다.
- 시행 예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쉼터
는 배달종사자의 이륜자 정비, 안전교육 센터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배달플랫폼 시장과 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정부는 관련 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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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22.1.) 관련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이 배달 플랫폼과 종사자에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플랫폼 종사자를 포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체계의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해 온 만큼 이
번 고용보험 확대 시행을 환영한다.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배달 종사자의 경비율을 합리적으로 설
정해서 불합리한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 기준은 실
직 여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의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실직
뿐만 아니라 소득의 감소에 대한 보호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보험 행정 사
무 지원과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플랫폼 유형 신설을 통해 사회보험의 신규로 진입하는
배달 종사자와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중장기적인 보험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3.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과 인식 개선 관련
오늘날 국민 생활에 배달서비스가 필수적인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사자
는 도로 주행의 위험과 열악한 사회적 인식에 노출되어 있다. 서비스 증가와 맞물려 관련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배달 업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노골적으로 형성되고 갑질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배달서비스가 직업적 소명으로 존중받고,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나가야 한다.
- 도로를 주행하는 배달서비스는 위험을 동반하는 업무이지만, 이러한 산업에 적합한 입
직 요건과 교육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는 서비스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배달원의 입직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업무용 주행 교육에 적합
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정부, 국회, 전문가, 유관
기관 등과의 폭넓은 협력에 노력할 것이다.
- 21년 5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1년 11
월 시행예정이다. 이 법에 따른 필수업무에는 배달서비스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이
에 근거해 정부는 다양한 시책을 펼칠 수 있다. '협의회'는 정부에 배달서비스를 포함
하여 청소, 돌봄, 보건 등 필수업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
책적 노력을 요청한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배달서비스협의회>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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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ᶦ

노조, ƾ ἶ  ἕ  ﯖṠ ́  ۋẨ Ϫ  – ڲȹᵹ ἶ ᵖ 교섭

1) 교섭 진행 상황

<2022년>
- 2월 22일 교섭요구 사실공고
- 3월 2일 서비스일반노조 교섭요구
- 3월 30일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제기
- 5월 공동교섭진행 합의
- 6월 7일 쿠핑이츠 공동교섭단 교섭요구
- 9월 29일 상견례
- 10월 12일 ~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교섭 진행

2) 성과
-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조와 라이더 유니온의 공동 교섭단 구성

3. ƾ ἶ  ἕ  ﯖṠ – ᴁ ἀ 배달대행사(타자하나로, 부릉) 교섭
※ 라이더 유니온 보도자료 참고

1) 2021년 교섭
- 2021년 10월 25일 창원지역 배달대행사 타자하나로, 부릉과 단체협약 체결

주요 내용
- 노사가 검토한 계약서 의무적으로 사용
- 일방적인 앱접속 차단 금지
- 라이더인권전담팀 신설하여 갑질 해결
- 장기근속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 라이더 안전교육 실시 등

2) 2022년 임금협약 체결

주요내용
- 기본료 하한선 합의 (35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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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할증, 우천할증, 야간할증
- 수수료 상한선 합의 (건당 11% 또는 600원 이하)
- 장기근속자 휴식지원비 (최대 20만원)

4. Ϡ ӆ Ṋ ʆ

 ɧ Ẓ Ὦ ښᾈ - ᵨ ᵨ Ṟ ʩ ɧ 

교섭

○ 진행상황

<2020년>
- 7월 17일 노조 필증 발급 (420여일 만에 노조필증 발급)
- 8월 14일 카카오 교섭 요구
- 사측의 교섭 불응
- 10월 경기지노위 ‘대리기사 노조법의 노동자가 맞고 카카오모빌리티도 노조법의 사
용자 맞다’ 판결
- 12월 중노위 판결
- 카카오 대리기사는 ‘개인사업자’라며 행정소송, 대리운전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021년>
- 국정감사 기간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기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 형성
- 10월 7일 장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성실 교섭 협약
-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 대리운전노조 과반 노조로 결정

<2022년>
- 3월 4일 상견레
- 3월 31일 1차 교섭
- 4월 13일 2차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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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ᶦ

ẨϪ ἱ

ΐ ̣

과제

1) 배민(우아한 청년들)과의 교섭

○ 사회적 대화와 함께 진행된 교섭

- 배달플랫폼 노조와 우아한청년들과의 교섭은 서비스연맹과 우아한청년들의 사회적
대화와 함께 진행해 왔다. 서비스연맹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며 코
스포(코리아스타트업포럼)와 관계를 맺었고,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노사관계
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였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서비스연맹의 입장, 노동
조합의 취약한 역량, 스타트업 기업의 특징,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의 제
기에 대한 우아한청년들의 입장 등 여러 조건이 맞아 사회적 대화기구가 구성되었
다.

-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은 첫 번째 단체 협약(2020.10.22.)
전에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포럼 자율 협약(2020.10.06.)을 체결하
여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 상호협력 등을 약속하고 자율 규범을 마련하였다. 노동
조합의 조직력이 취약한 조건에서 사회적 합의가 교섭의 기준이 될 수 있었다. 이후
포럼은 1기 배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여기서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제정되
고, 고용보험이 확대 정책이 결정되던 2022년 6월에 공동입장문을 발표해 생물법
시행과 함께 추진될 공제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등 약속하기도 했다. 공제조
합 참여는 이후 임금 교섭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 교섭의 성과를 통한 노동조합의 역량 축성

- 코로나 이후 배달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고, 2021년 초부터 쿠팡이츠가 단건 배달
을 도입하면서 배달 플랫폼에서 경쟁이 심화하였다. 배달의 민족은 2021년 6월 배
민원을 도입하면서 라이더 확보를 주요한 정책으로 삼았다. 배달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배달의 민족의 라이더 확보 정책은 배민 라이더의 전속성을 강화하는 조건으
로 작용하게 되었다.

- 사회적 대화를 지렛대로 교섭까지 체결하면서 배달의 민족을 중심으로 배달을 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정한 대표성을 확보하였고, 노동조합의 역량도 급격히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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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020년 첫 교섭 체결과 달리 2021년부터는 노동조합(배달플랫폼 노조)은 기
자회견이나 언론 대응 외에도 일정한 쟁의행위를 조직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였
고, 경기도, 대구 등 지역조직의 활동도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배달플랫폼 노동조합
은 배민을 중심으로 전국조직을 구축하고, 쿠팡이츠, 일반대행까지 조직을 확대하
고 있다.

○ 과제

- 배달시장의 변화가 빠르다. 코로나 이후 배달 노동시장이 일정하게 조정 국면에 들
어간다면 교섭의 양태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비해 배달노동자의 조직 역량은 여
전히 취약하며, 기업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쟁의행위를 조직 할 수 있는 수
준은 아니다. 사회적 여론에 민감한 플랫폼 기업의 특징을 활용한 언론을 통한 이
슈화 전략 외에도 실질적 교섭력을 가지기 위해 빠르게 조직력을 키워야 한다.

2) 일반대행과의 교섭

- 일반대행은 플랫폼 기업보다는 출퇴근 관리, 업무지시 등 라이더 관리가 이루어지
고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자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업체들의 열악함,
지역에 산개된 조건 등으로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 어렵다. 라이더 유니온이 창원
지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배달료가 지역 차원으로 결정되는 조건에서 특정 배
달대행업체와의 교섭만으로 배달 수수료를 급격히 인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
동조합으로의 조직과 함께, 배달료·수수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면서 지방정부를 앞
세운 사회적 대화 등의 교섭전략이 고려된다.

3) 쿠팡이츠, 카카오 대리의 교섭

-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조와 라이더 유니온은 경쟁 관계에 있다. 서비스연맹은
배민 중심으로 조직이 강화되고 있고, 라이더유니온은 일반대행에서는 조직력이 앞
서가고 있다. 배달플랫폼 노조와 라이더 유니온은 일정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사
회적 대화 기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쿠팡이츠와의 교섭
에서는 처음으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였다.

- 쿠팡은 쿠팡친구, 물류센터 노동자, 쿠팡이츠 노동자 등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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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친구의 경우 수년째 교섭이 제자리걸음이고, 물류센터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기
본 협의 외에 진척이 없다. 쿠팡이츠의 교섭 양태 또한 쿠팡의 교섭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 카카오 대리의 교섭

- 카카오 측은 중노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플랫폼 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교섭을 시작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취약한 조건에서 노
동조합의 교섭전략도 중요하지만, 배민과 같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인지 쿠
팡과 같이 형식적 교섭에만 응할 것인지 회사의 교섭 전략에 따라 교섭의 양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규제와 국민 여론에 민감한 플랫폼 기업의 특
성을 고려할 때 정부 정책이나 국민 여론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 또
한 조직력이 부족한 조건에서 이것을 주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다.

5) 총평

- 특수형태 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인정되면서, 교섭이
열리기 시작하고 교섭 체결의 사례도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플랫폼 노
동자들의 조직력이 낮은 조건에서 기업의 태도에 따라 교섭 성과가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교섭이 진행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약한 조건에서 내용은 제한적이
다.

- 플랫폼 기업들은 국정감사 기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는 시기
에 교섭에 마지못해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과 여론에 민감한 플랫폼 기업의
특징으로, 노동조합은 이런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정부에
서도 플랫폼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
민들의 관심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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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플랫폼노동 집단적 이해관계 대변과 단체교섭의 의미

권오성 |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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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집단적 이해관계 대변과 단체교섭의 의미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플랫폼 노동 보호의 배경

가. 플랫폼 경제의 확산
우리나라는

1990년대

고도성장을 마치고 기업들은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구조조

정에 들어갔다. 이 시기부터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던 전통적 종신고용 형태가 점
차 사라지고, 불완전 고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기점으로 고용관계가 급변하였고, 최근에는 인력필요시 인
력을 찾아 활용하고 업무의 종료 후 신속히 고용 관계를 정리하는 소위 ‘긱 경제’가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긱 경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이뤄지는 단기적 거래라는
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 성격을 달
리한다. 또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근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통해 인력을
운용하는 동시에 더 이상 근로자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덕분으로

on-demand

노동력 구매의 거래비용은 기업이 근로자

를 고용하는 비용보다 저렴해졌다. 기업은 생산활동의 범위 중 어느 부분을 내부에
서

생산하고,

어느

(make-or-buy)’에
R. Coase의

부분은

외부에서

구매할

것인가와

같은

‘생산과

구매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경계가 결정된다는

설명을 빌리면,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은 종국에는 전통적 기업의 소멸

을 초래하고, 그 결과 지금의 사회보장제도가 상정하는 표준적 고용관계 모델은 구
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 경제’의 도래가 플랫폼 노동에 던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플랫폼을
통하여 일거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전통적인 ‘근로자’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는가
이다. 이들을 근로자로 포섭한다는 것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의 적용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나아가 근로자성의 인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도 영향을 미친다.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하나의 스크린 같다. 우리 사회 노동현실은 온라인 플랫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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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크린 위에 하나의 상(像)을 그린다. 다만 기존 노동현실은 수 세기 동안 형성
된 노동법의 규율 덕분에 원생적 상태를 다소 극복했다면 온라인 플랫폼에 맺히는
상은 기존의 노동법을 우회하려는 자본의 탐욕과 혁신으로 포장된 비용 전가로 인
하여 실로 원생적인 모습을 그린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는 ‘원생적 상태의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규범화된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1)
실정 노동법은 각각의 법률의 목적에 따라 그 인적 적용대상을 상이하게 규정하
고 있는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성에 관해서는

2018년

“노동조합법”이라고

함)상 근로자

재능교육 판결2) 이후 변경된 판례법리에 따라 대부분의 플랫

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복수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일감을 조달하는 ‘대리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

자성을 긍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3) 반면, 이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
하여는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었을 뿐,4) 법원 단계에서 이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긍정된 사례는
아직 없다.
나. 기업조직 변동의 역사적 단계와 노동법5)
1) 제1단계: 공장제 이전 자본주의 경제의 초기 단계
1단계는

공장제 이전 자본주의 경제의 초기 단계다. 근대 노동법이 존재하지 않

거나, 존재했다고 해도 맹아적인 노동법규(예: 공장법 등)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이
다. 이러한 시기에는 서로 다른 방식의 구성원 구성과 취업형태를 가지는 여러 가
지 형태(타입

A,

타입

B,

타입

C)의

기업조직이 병존하고 있었다.6)

<그림 1>

타입

A7)

1) 권오성, “플랫폼 노동과 노동법, 포괄적 노동법제가 필요하다”, 「노사공포럼」 제53호, (사)노사공
포럼, 2020, p.124.
2)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3)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58639 판결(미확정). 현재 대법원 2020다267491호로 상고심
계속 중.
4) 중앙노동위원회 2020. 5. 28. 중앙2020부해170.
5) 이 부분은 石田真(노상헌 역), “日本における企業組織の変動と労働法”, 노동법학 제28호, 2008.12,
pp.200-205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다.
6) 제1단계의 상세한 것은 石田眞, ‘雇用契約と労働者の階層的秩序’ 名古屋大学法政論集 제147호,
1990, 457면 이하 참조.
7) 石田真(노상헌 역), “日本における企業組織の変動と労働法”, 노동법학 제28호, 2008.12, p.200의 <그
림 2>를 전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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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유형은

직접고용의 성원(成員)과 수평적으로 확산하는 간접고용의 성원으로 구

·

성되는 기업조직으로, 직물 섬유업이 전형이다. 여기에서는 관련된 기업조직의 생산
형태가 중심작업소와 농촌 가내공업의 이중 구성을 취했기 때문에, 그 성원의 취업
형태도 두 가지의 상이한 방식이 병존하고 있었다. 중심작업소에서 노동자의 취업
형태는 직접고용인 데 비해 농촌에 거주하는 가내 노동자의 취업형태는 도매상을
통한 간접고용이다. 소위 외부 도급제가 도입된 기업조직이며, 이 유형이 선대제 가
내공업(putting-out

system)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조직으로 상징되는 선대제 가내공업의 생산형태는 사업주의 중심작업
장과 농촌 가내공업이라는 이중적 구성을 취했기 때문에 그 구성원의 일하는 방식
에는 두 가지 상이한 유형이 병존하고 있었다.8) 즉, 중심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의 근로방식은 사업주에 의한 노동자의 ‘직접고용’인 반면 농촌에 거주하는 가내 노
동자의 근로방식은 도매상을 통한 ‘간접고용’이었다. 이러한 선대제 가내공업에서의
생산 흐름을 보면, 우선

(a)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은 도매상이 생산자인 농촌노동

자에게 원료를 대여하여 무엇을 만들 것인지 지시를 내리는 한편,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작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c)

수함과 동시에 그것을 사업주에게 인도하고, 마지막으로

(b)

농촌노동자는

도매상은 완성된 제품을 회
(d)

도매상이 생산자인 농

촌노동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생산형태와 일하는 방식을 취하는 선대제 가내공업에서는
의해 ‘선대재 가내공업의 고유 마찰(frictions

Landes에

endemic in the putting-out system)’로

명명된 농촌 가내 노동자에 의한 원료의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노무공급계약의
불이행 사태가 있었다.9) 이러한 ‘고유 마찰’의 발생 원인은 선대제 가내공업에서는

8) 石田 眞, p.37.
9) D. S. Landes, The Unbounded Prometheus: Technical Change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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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과 원료의 관리가 생산자인 농촌 가내 노동자에게 맡겨졌는데 사업주이나
중간 도매상은 격지(隔地)에 있어 농촌 가내 노동자의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10)
이러한 선대제 가내공업에 고유한 마찰인 부정행위에 대해 영국에서는 형사법의
성격을 갖는 초기 주종법(Master

and Servant Acts)으로,

일본에서는 카부나카마(株

仲間)라는 일종의 상인 집단의 내부규약에 따른 ‘다각적 징벌전략(多角的懲罰戦略
)’11)으로

대응했지만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처럼 공장제 이전의 선대제

가내공업 단계에서는 당시 생산의 기술적 기초의 취약성이나 사업주의 노무관리 기
능의 약체성 등의 이유로 인해 막대한 거래 비용(transaction
<그림 2>

B유형은

타입

cost)이

발생하였다.12)

B13)

직접고용의 성원과 ‘수직적으로 확대’되는 간접고용 성원으로 구성되는

기업조직으로, 광산업이 전형이다. 근대 기술이 도입되기 이전의 광산업에서는 사업
주와 노동자의 중간에 반장(親方)이 매개하여 이러한 반장이 개개의 노동자를 관리
하는 간접고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B유형에서는

위에서 본

A유형과는

다른

형태로 기업조직의 범위 내에 두 가지 상이한 취업형태가 ‘중층적으로 병존’하고 있
었다. 사용자는 반장에게 총액 보수 방식으로 특정 업무를 도급하고, 그 반장은 자
기 휘하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사업주와 반장

Western Europe from 1750 to the Pres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p.57, p.59(石田
眞, p.37에서 재인용).
10) 石田 眞, p.38.
11) 다각적 징벌전략이란 피해를 입은 구성원뿐만 아니라 카부나카마의 다른 구성원들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과 거래를 하지 않는 전략을 말한다. 石田 眞, p.38.
12) 石田 眞, p.38.
13) 石田真(노상헌 역), “日本における企業組織の変動と労働法”, 노동법학 제28호, 2008.12, p.200의 <그
림 2>를 전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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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용한 노동자와의 관계는 반장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것이었다. 이른바 내부도
급제가 도입된 기업조직이다.
<그림 3>

C유형은

타입

C14)

직용 성원(成員)으로만 구성되는 기업조직이다. 다양한 규모의 가내경영

이 전형이었으며 근세에 지배적인 형태였다. 기업조직에서의 취업형태로는 주인과
피용인의 직접고용이 지배적이었다.
이처럼 제1단계의 기업조직은 기업조직의 범위나 그 성원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형태를 취하였으며, 특히 노동조직의 성원 구성을 보면 다양한 취업형태와
계약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그 중 어느 것이 지배적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
나의 기업조직 내에 고용과 도급 등 다양한 노무공급계약이 중층적으로 성립하였
다. 이 당시의 노동법규는 근로자의 단결을 금지 내지는 제한하는 한편, 이러한 다
양한 노무공급계약에 대하여 근로자 측이 계약위반을 ‘형벌로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이었다.
2) 제2단계: 공장제의 시대

제2단계는 기계제 대공업의 출현을 거쳐 자본주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

시기임과 동시에 근대 ‘노동법’이 형성 전개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제2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제도의 발전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해지고 기업조직의 대규모화
가 비약적으로 진전된다. 이 시기 기업조직의 지배적인 형태는
합형'(vertical

integration type)의

D유형의 '수직적

통

기업조직으로 수렴해 나가게 된다.

14) 石田真(노상헌 역), “日本における企業組織の変動と労働法”, 노동법학 제28호, 2008.12, p.200의 <그
림 2>를 전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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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유형15)

공장제를 기반으로 한 ‘수직적 통합형’의 기업 조직인

D유형에서는

사업주가 생

산조직(노동조직)의 말단에 있는 노동자까지 통제(control)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D유형에서는 A유형보다

대폭적인 거래비용의 감소가 이루어졌다.

코스(Coase)가 거래비용의 절감이라는 관점에서 시장에서 기업조직 생성의 근거
를 밝히려고 할 때 염두에 둔 기업조직은
(putting-out system)의

D형의

기업조직으로, 선대제 방식

가내공업에서의 ‘고유 마찰’을 극복하고 사업주가 조직을 구

성하는 모든 구성원을 장기 고용계약 하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직적 통합형’
의 기업조직이었다.16)
이러한

D유형

기업조직의 지배적인 생산형태는 공장제이며, 그 취업형태는 대체

로 직접고용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형성 및 전개된 근대 노동법 시스
템은

D유형의

기업조직의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계약(contract

of service)

아래

있는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그 관심을 집중하였고, 이는 고용계약 이외의
노무공급계약(contract
contractor)를

for service)하에

있는 가내 노동자나 독립계약자(independent

노동법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했다.

3) 제3단계: 포스트 공장제 시대

제3단계는 현재의 시기로, 전 단계에서 지배적으로 된
만, 변용된 형태인
D유형,

즉

E유형과 F유형이

‘수직적

출현했다. 다만,

통합형’의 기업조직이

‘수직적

D유형이

여전히 존속하지

E유형과 F유형은

분해형’(vertical

이전 단계의

disintegration

15) 石田真(노상헌 역), 앞의 글, p.202의 <그림 3>를 전재하였다.
16) R. H. Coase, The Firm, the Market and the Law (The University of Chicago, 1988)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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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의

기업조직으로의 변모하는 두 가지 측면인바,

E유형과 F유형이

하나의 기업

조직 안에서 동시에 출현하기도 한다.17)
<그림 5> E유형18)

E유형의

전형은 지주회사인바, 지주회사 체계는 모회사(지주회사)가 주식 보유를

통해 자회사(사업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함으로써 일체성 있게 기능하는 경제단위
를 형성한다. 이 경우 자회사와 모회사 사이의 관계는 출자지분을 매개로 연결된
자본 관계이지만, 각각의 자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관계는 근로계약 관계이다.
다음으로,

F유형은

기업조직의 성원 구성의 변화와 취업형태의 다양화와 관련된

유형이다. 이는 하나의 기업조직 내부에 다양한 취업형태를 포함하는 타입으로

(a)

텔레워커나 클라우드 워크 등에 의해 취업형태가 외부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파

(b)

견이나 하도급의 활용으로 취업형태는 내부적으로도 확산한다.
이러한

F유형은

기업조직의 역사로 볼 때 제1단계의

을 보인다(선대제의 재림).

F유형이

A형으로

돌아간 듯한 양상

하나의 기업조직 내에 고용형과 도급�
위임형태

등 다른 고용형태와 계약형태가 병존하기 때문이다.

17) HUGH COLLINS, Independent Contractors and the Challenge of Vertical Disintegration to
Employment Protection Laws,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ume 10, Issue 3, Autumn
1990, Pages 353–380, https://doi.org/10.1093/ojls/10.3.353.
18) 石田真(노상헌 역), 앞의 글, p.204의 <그림 4>를 전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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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F유형19)

다만 공장제 이전의 선대제는 가내근로자 등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 고유마찰이
불가피했다면, 현재는

ICT의

발달 등에 따른 통제기술로 텔레워커나 크라우드 워커

의 작업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거의 선대제와는 질적으로 다
르다. 거래비용

zero의

시대는 포디즘적 고용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없이 임노동자

와 유사한 수준의 통제를 하는 개인하청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크라
우드 워크는 선대제의 재림이라기 보다는 종속과 안전의 교환이라는 포디즘적 고용
관계의 균형이 깨어진, 편면적 구속의 상황을 야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 플랫폼 사업의 혼성적 성격
온라인 플랫폼은 종종 시장과 위계의 중간에 있는 혼성조직형태라는 말로 설명되
곤 한다. 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두 개의 메커니즘으로 기
업(firm)과 시장을 상정했다(Ronald

H. Coase, 1937).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의 부상

은 이러한 오래된 가정에 도전한다.
디지털 데이터와 매칭 알고리즘으로 작동되는 온라인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시장
의 양편에 있는 행위자들을 중개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
한 중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세 가지
매커니즘, 즉 시장, 네트워크 및 위계의 모든 요소가 통합된 혼성적 조직의 성격을
갖는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은 각각 ① 작업자의 선택, ② 작업의 장소, ③ 보수
의 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따라 ‘시장 – 네트워크 – 계층’으로 이루어
진 스펙트럼 중 어느 한 곳에 위치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한 속성 중에서 ①

19) 石田真(노상헌 역), 앞의 글, p.204의 <그림 4>를 일부 수정하여 전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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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를 ‘누가’ 선택하는가와 ② 작업의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두 가지 기준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분류하면 아래

<표 1>과

<표 1>

같다.

플랫폼 노동의 5유형20)

유형

내용
일감을

예시

On-location

플랫폼이

platform-determined

고, 노무자는 현장에서 일

(한국: 배민라이더스, 요기

routine work (①유형)

을 수행함.

요 배달통, 짐싸, 짐카 등)

On-location

고객이

client-determined

고, 노무자는 현장에서 일

업 서비스 플랫폼

moderately skilled work

을 수행함.

(한국: 미소, 대리주부, 청

노무자를

할당하

선택하

(②유형)

Uber와 같은 승차 서비스

Oferia와 같은 가정용 작

소연구소, 놀담, 째깍악어,
자란다 등)

On-location

노무자가 일을 선택하고,

ListMinut와

같은

worker-initiated

현장에서 수행함.

작업 서비스 플랫폼

가정용

moderately skilled work

(한국: 카카오드라이버, 숨

(③유형)

고, 프립 등)

Online moderately skilled

플랫폼이

click-work (④유형)

고,

일감을

할당하

노무자는 온라인으로

Crowdflower와 같은 전문
서비스 플랫폼

일을 수행함.
Online contestant

노무자는 경쟁적으로 온라

99designs와 같은 전문 서

specialist work (⑤유형)

인상에서 일을 수행하고,

비스 플랫폼

고객이 우수자를 판정함.

(한국: 크몽, 프랜, 위드
몬, 플리토, 프람피, 텔런
트뱅크, 클래스101, 모두
의 클래스 등)

위 표의 다섯 가지 유형 중, 플랫폼이 일감을 할당하는 ①과 ④의 유형은 부분적
으로 디지털 알고리즘을 통해 일감의 분배를 제어하고, 작업자에게 업무의 수행 방
법을 지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 유형은 그 속성이 계층적 유형의 조직, 즉
기업과 유사하다. 반면, 나머지 세 가지 유형(②, ③, ⑤)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업
무의 수행방식에 대한 통제력이 제한된 고객과 작업자를 매칭시키는 도구로 기능한
다는 점에서 시장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위 표의 다섯 가지 유형 중, 플랫폼이 일감을 할당하는 ①과 ④의 유형은 부분적

20) Eurofound(2019), Platform work: Maximising the potential while safeguarding standards?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p.6의 Table 1.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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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디지털 알고리즘을 통해 일감의 분배를 제어(制御)하고, 작업자에게 업무의 수
행 방법을 지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 유형은 그 속성이 계층적 유형의 조
직, 즉 기업(firm)과 유사하다. 반면, 나머지 세 가지 유형(②, ③, ⑤)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업무의 수행방식에 대한 통제력이 제한된 고객(client)과 작업자를 매칭
(matching)시키는
(Ibid).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시장(market)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분석은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스펙트럼 중 위계(hierarchy)의 영역에 위치한 온라
인 플랫폼, 즉 ‘플랫폼 매칭 기업이 작업자를 선택하고, 작업자에게 일감을 할당하
고, 업무의 방식을 통제하는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은 전통적인 노동법의 사정거리
안에 위치하므로 기존 노동법의 적용 범위에 이들을 포섭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반면, 스펙트럼 중 시장(market)의 영역에 위치한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노동법
보다는 거래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법의 영역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합리
적일 수도 있다.
결국 ‘온라인 플랫폼은 기업(firm)인가, 시장(market)인가?’라는 질문은 온라인 플
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의 질문으로 치환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적
절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온라인 플랫폼의 혼성적 성격을 고려할 때,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의 제공자의 법적 지위가 노동자인가, 사업자
인가를 식별하는 것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법적 규율의
방식을 노동법으로 국한할 경우 시장형 플랫폼에서 일거리(short
tasks)를

jobs,

projects,

조달하는 노무제공자의 상당수는 법적 보호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경제법 영역에서의 보호 가능성이 주장
되기도 한다.
특정한 영업을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자(진정자영인)가 온라인 플랫폼을 매
개하여 고객을 알선받는 경우, 이러한 거래가 경제법의 보호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자영인이 아닌 플랫폼 종사자를 사업자로 취급하고, 이들에 대
한 법적 보호를 경제법의 영역에 맡겨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정거래법이나 약관
규제법은 자유로운 경쟁이나 거래의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
적 약자로서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개선이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경제법의 관심 밖의 주제이다.
한편, 오늘날 개인하청, 종속적 계약자, 부진정자영인, 비전속 특고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은 비공식 노동은 주로 개별 용역화의 방식으로 행하여진다. 따라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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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청 간의 과잉경쟁이야말로 이들의 노동강도의 강화와 거래조건의 열화(劣化)
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단결과 연대야말로 이들의 삶의 질의 개선
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제법적 접근은 노동자의 자주
적 단결을 핵심적인 권리실현 수단으로 상정하는 노동법과는 전혀 방향이 다를 뿐
만 아니라 모순된다. 경제법적 접근방식으로 일관할 경우 이들의 단결과 집단적인
대항은 역으로 경제법상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
당하여 이들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근로자의 단결을 위법
한 독점행위로 본 미국의

1890년

셔먼법(the

Sherman Act)이

시사하듯 독점금지법

의 연혁이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경제법과 노동법은 단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출발점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맹사업공정화법에
서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가맹본부에 단체협상을 요청하는 등의 제도
를 두고 있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독점금지법의 관점에서 이러한 방식의 사업자 사
이의 결합은 담합으로 평가될 위험이 상존한다. 반면,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허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표 2>

경제법과 노동법의 관계

경제법

노동법

헌법상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제32조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

근거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

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

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

한다

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

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단결에

경제적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

경제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한 태도

제1항)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시장

대한 특례로 노동자들의 단결을 허

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함

용함(Wagner Act)

(antitrust, 독점금지)
거래에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개별 근로계약에 대한 개입

대한 개입

개별 거래에 개입하는 방식의 규제(경제법에서의 공정거래법, 노동법에서의 근로
기준법 등 개별법)의 국면에서는 경제법과 노동법이 힘의 작용방식에서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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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심사 지침’을 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상대로 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
위를 규제하는 것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모순되거나 상충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양자가 교착하는 경우 노동법적 보호가 우선되어야 할 것
인바, 위 특고 지침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경합
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전자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림 7>

일하는 사람의 범주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②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③ 일하는 사람

위 그림의 ①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경제법상 보호는 문제
가 되지 않는다. 이들은 노동법을 전부 적용받는 자들이다. 위 그림의 ②에서 ①을
제외한 범주의 노동자(특수형태고용종사자,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가 이 범주에 속할
것임)의 경우에는

(i)

이들이 단체(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거래상대방과 교섭하는 영역

에 관해서는 경제법이 관여해서는 안되겠으나,

(ii)

노무자의 개별적 계약조건에 관해

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개입이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소위 ‘특고지침’
등을 통하여 공정위가 이미 취하고 있는 보호방식이기도 하다). 위 그림의 ③에 관해
서는 노동시장에 관한 규율인 직업안정법과 경제법의 관계가 문제 될 것이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 중 위계적 조직의 영역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즉
‘플랫폼

매칭 기업이 작업자를 선택하고, 작업자에게 일감을 할당하고, 업무의 방식

을 통제하는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은 전통적인 노동법의 사정거리 안에 위치하므
로 이들을 기존 노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
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나 최근 사업을 일부 폐지한 ‘타다’ 등은
모두 위계적 조직의 영역에 위치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O2O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규제의

방향은 노동법의 공정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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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노동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전통적인 사고는 근로자가 엄격한 의미
에서 종속적인 상황에 있을 때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처럼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전통적 근로자와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경계에 있는 듯한 외견을 갖는 노무제공형태의 확산은 기존의 법적
틀 내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근로자와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
를 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 사이의 보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
다. 다만, 이러한 제도개선에 앞서 ‘고용상 지위의 조작’으로 근로자를 비근로자로
오분류(誤分類)한 기업이 획득할 ‘부당한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은폐함으로서 노동법의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
로 규제차익을 추구하려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즉 근로
자의 오분류를 유효하게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시급하다.
2. 플랫폼 노동 보호의 필요성

가. 플랫폼 노동의 취약성: 경계의 모호화
1) 근로자성의 은폐

각국의 법원이 ‘누가 근로자인가’의 판단을 위해 개발한 판단기준은 매우 유사하
다. 이러한 판단기준의 공통점 중 하나는 법관의 재량에 개방된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근로자성의 판단은 태생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근로자
의 오분류를 통하여 노동법의 회피를 도모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모호함을 잘 활용
해 왔다. 이러한 본질적인 모호함 이외에도

1990년대

변화는 근로자성의 문턱을 높여왔다. 서구에서

이후 산업구조와 기업조직의

1990년대부터

발생한 고용관계의 구

조적 변화는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구조의 근간을 흔들었다(Fudge,

2006: 296).

양면적 근로계약의 당사자라는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

을 독립적 자율적 계약자로 분류하고 이들을 노동법에서 배제하였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성 은폐를 통한 노동법 회피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기업의 경우 그 통제력이 미치는 선명한 장(場)이었다면, 플랫폼 기
업은 플랫폼 자체만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형식상 기업의 외
부에 있는 사람을 이용한다. 종래 인적 종속성이라고 불리던 지시명령은 전통적인
기업의 통제(control)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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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렇게 이해할 경우 플랫폼 노동자(이 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감을 조
달받아 일하는 사람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기로 한다)는 형식적으로는 플랫폼
기업의 통제 밖에 존재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노동자라는 말 대신 ‘종사자’라거나
심지어 ‘고객’이라는 말로 플랫폼 노동자를 부르는 것은 플랫폼 기업이 이들에게 어
떠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작명법이다.
플랫폼 노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경계의 모호화’에 있다. 플랫폼 노동의 근
로자성 문제는 직종별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플랫폼 경
제에서 종속적 노동자와 독립계약자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
는 이러한 모호함이 플랫폼노동자에게는 법적 보호를 상실할 ‘위험’으로 기능하는
반면, 플랫폼 기업에게는 이러한 모호함이 노동법을 회피할 ‘기회’로 기능한다는 점
이다.21)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통제력을 직접 행사하기 보다는 ① 플
랫폼 노동자에게 일을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고, ② 일을 하기로 한 경우에
는 플랫폼이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일을 수행하도록 하고, ③ 일의 수행결과는 고
객이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조달 및 활용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서 ① 플랫폼 기업이 보내는 신호(호출)에 응답하는 행위는 동의로 평가되고, ② 업
무에 대한 지시명령은 사전에 제공된 매뉴얼로 추상화되어 종속성이 희석되며, ③
업무에 대한 감독과 평가는 ‘별점평가’의 방식으로 고객과 분업한다. 이러한 ‘종속성
희석 매커니즘’을 통하여 종래 임노동의 방식으로 수행되던 업무는 독립노동의 모
습을 띠게 된다.22)
그러나 ① 플랫폼 기업은 호출에 대한 플랫폼 노동자의 승낙률을 평가(예컨대, 일
정한 횟수 이상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호출을 하지 않는 등)함으로써 플랫폼 노동
자의 승낙을 사실상 강제한다. 또한 ② 승차공유 플랫폼에서의 여객운송이나 음식
배달 플랫폼의 배달과 같은 정형적인 업무는 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플랫폼 기
업에 의해 사전에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따라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
에게 허용된 재량은 거의 없다. 이러한 업무의 정형성에 기반한 과업의 구체적 특

·

정은 전통적인 지휘 명령을 대체한다. 나아가, ③ 플랫폼 사업에서 업무에 대한 감
독은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사업에서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와 그에 대한 평가(인사고과)가 분리되어 있었다면, 플랫폼 사업에서
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감시’을 매개로 업무에 대한 지휘와 그에 대한 평
가가 결합된다(예컨대, 여객운송이나 배달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의 이동 경로가 실

21) 권오성,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노동법포럼」 제32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1, p.8.
22) Ibi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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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통제된다).23)
요컨대,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직접 통제력(right

to control)을

행사하

기 보다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을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고, 일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플랫폼이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일을 수행하도록 하고, 일의 수행결과
는 고객이 평가하도록 한다. 플랫폼 기업이 보내는 신호(호출)에 응답하는 행위는
동의로 평가되고, 업무에 대한 지시명령은 사전에 제공된 매뉴얼로 추상화되어 종
속성을 희석한다. 나아가 업무에 대한 감독과 평가는 ‘별점평가’의 방식으로 고객과
분업한다. 이러한 일련의 종속성 희석 매카니즘의 결과 종속적 임노동은 독립노동
이라는 새로운 신분증을 획득한다.
2) 사용자성의 은폐

각국의 법원과 정부가 근로자 개념의 조작을 통한 오분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기업들은 이번에는 ‘사용자’ 개념을 조작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돌렸다. 종
래 주로 문제가 되었던 간접고용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기업의 사용자가 중요한 쟁점이었다면, 플랫폼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에 대하
여 노동법상 책임을 부담할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identify)하는 것 자체를 곤란하
게 한다.
오늘날 기업구조 및 기업조직의 발전으로 인하여 복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한 명
의 근로자에게 작업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해지는가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는 경
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업들은 이러한 기업구조재편과 노동집약적 공정의 외주
화를 통하여 손쉽게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흐를수록 깊게 벌어지는 금이 간 바위처럼, 지난
(Weil, 2014: 7). 1990년대

30년

Weil의

말처럼 시간

동안 일터는 균열되었다

이후 비정형 노동의 확산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매우 이질

적인 집단이 된 것처럼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도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화하였다.
기업조직의 수직적 분화(vertical

disintegration)로

영역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초래하였다.
(poly corporate network)라고

인한 기업집단의 출현은 노동법의

Teubner는

기업집단을 복수기업 네트워크

정의하면서 이러한 기업집단을 규율하는 법은 ‘독립

한 기업 간의 개별적 관계라는 관념’과 ‘복합조직이라는 일원적 관념’ 사이의 긴장
으로 특징지어진다고 주장했다(Teubner,

2011).

이는 간단히 말하면 종래 대부분

1:1

의 대응 관계에 있던 사업(business)과 기업(organization)의 관계가 다양한 유형으
로 분화된 것이다. 복수의 기업 네트워크가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일이 일상화된

23) Ibi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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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변했음에도 복수의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하나
의 사용자를 골라야 한다는 인식을 고수할 경우,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복수의
기업 중 하나 이상은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완벽하게 회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플랫폼 사업은 반드시 하나의 기업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오히려 복수의
기업의 네트워크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취한다. 그런데 이러한 복수
기업의 네트워크(poly

corporate network)를

규율하는 법은 ‘독립한 기업 간의 개별

적 관계라는 개념’과 ‘복합조직이라는 일원적 개념’ 사이의 긴장으로 특징지어진다.
복수기업의 네트워크의 출현으로 종래 대부분
(business)과

1:1의

대응 관계에 있던 사업

기업(organization)의 관계가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용자의 식별의 국면에서 곤란한 문제를 야기한다. 상황이 이렇게 변했음
에도 복수의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하나의 사용자를 골라야 한다는 인
식을 고수할 경우,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복수의 기업 중 하나 이상은 사용자로
서의 법적 책임을 완벽하게 회피할 수 있게 된다.24)
실례로, 전통적인 택시회사가 승용차를 소유하고, 기사를 고용하여 육상운송사업
을 하였다면, ‘타다’는 렌터카 회사인 쏘카가 승용차를 소유하고, 브이씨엔씨가 타다
플랫폼을 운영하고, 파견업체가 기사를 공급했다. 타다 서비스를 사용하는 승객의
입장에서 보면 쏘카와 브이씨엔씨와 파견업체는 유사택시라는 육상운송사업을 ‘공
동으로’ 영위하는 복수의 기업들일 뿐이다. 타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형
사사건의

1심판결25)에서

타다 서비스를 승객이 쏘카로부터 차량을 ‘임대차’하고 기

사를 ‘알선’받은 것으로 억지로 ‘인수분해’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
라고 판단한 것은 복수 기업 네트워크가 기존의 법체계에 불러온 법적용상의 난점
을 보여준다.26)
나. 플랫폼 노동의 문제점: 비용의 외부화
전통적인 노동법은 임노동자(賃勞動者)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다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 전통적인 사회보장의 두 기둥 중 하나인 사회보험은 기업을 사회
보장의 전달체계에 편입시켜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거나, 사회보험
료 징수에 조력하게 한다. 세법은 기업에게 근로자 소득과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를 부과해 효율적인 징세에 조력하도록 한다. 이렇게 징수된 조세는 사회보장제도

24) Ibid,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권오성·김민
정, “‘타다’서비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무죄 판결의 문제점”, 「노동법포럼」 제30호, 2000.
26) 권오성, 각주 3)의 글,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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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또 다른 기둥인 공공부조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결국,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 부분은 직-간접적으로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의 이러한
기능은 기업 배후의 자본가들이 기업의 이름(법인격) 뒤에 숨어 누려 왔던 유한책임
이라는 특권의 사용료에 해당한다.27)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스스로 혁신이라 칭하며,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은폐해 이러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를 통하여 자신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그들이 당연히 누렸어야 할 노동법적 보호를 박탈당한 노동자
에게, 오분류를 통해 비용을 떨어낸 기업과 시장에서 경쟁해야만 하는 법률을 온전
히 준수하는 다른 기업에게, 사회보험료나 조세로 조달한 재원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국가에게 비용을 전가한다.28)
3.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1) 일반론
2018년

재능교육사건 판결29)을 계기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의 판단에 관한 대

법원의 태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대법원은

2005년

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30)

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법상

2018년

재능교육사건 판결에서는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위 재능교육사건 이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확립한 법리에 입각하여 방송연기자,31) 철도매점 운영자,32) 자동차판매
대리점 카마스터(자동차 판매용역계약 체결 판매원)33) 등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018년

판결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판단기준으로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제외한

6가지

7가지

판단요소 중

구성표지는 소위 유형적 개념의 하위 구

성표지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은 법률효과(즉, 노동조합
의 조직 및 단체교섭 제도의 적용)와 의미관련성을 고려한 목적론적 개념 형성과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유형적 개념은 각각의 하위 개념표지들 상호간의 우열관계

27) 권오성, “플랫폼 노동, 현상과 과제”, 「노동법률」 통권 제349호, ㈜중앙경제, 2020, p.30.
28) Ibid, 31.
29)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30)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31)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32)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33)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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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정적이지 않음은 물론 하위 개념표지 중의 일부는 포기가 가능한바, 따라서
2018년

판결이 제시한

6가지

구성표지 중 무엇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본질

적 구성표지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18년

판결은 ‘경제적�
조직

적 종속성’을 추단케 하는 구성표지들을 ‘인적 종속성’을 추단케 하는 구성표지들보
다 순서상 앞에 나열하고 있다는 점 및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주로 관련이
있는 하위표지가 ‘경제적�
조직적 종속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조직적 종속
성’을 추단케 하는

4개의

구성표지들(㉮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
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

접근하는지, ㉱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전속
적인지)이 본질적 구성표지에 해당하는 반면, ‘인적 종속성’을 추단케 하는

·

2대의

구

성표지들(①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

②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
지)은 부수적 구성표지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2) 관련 판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삶을 영위하
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
는 그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이든 도급, 위임 기타 무명계약이든 단체교섭을 통하
여 거래조건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
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2018년

2018년

변천된 판례법리는 이러한 점을 확인한 것으로 생각한

판례법리에 따르면 대다수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대리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긍정한
하급심 판결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가) 사실관계34)
원고 김○○은

2002. 1. 20.경부터 ‘손오공’이라는

상호로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 주식회사 친구넷은

2014. 5. 7.경부터

부산 지

3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0867 판결에서 인용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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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이들은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로지’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
램’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리운전 기사들과 ‘동업계
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영위해 왔다.
피고 최○○는

2017. 9. 21.경

원고 김○○과 동업계약서에 기한 동업계약을 체결

하고 원고 김○○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접속에 필요한 기사

ID를

부여받아 그

무렵부터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김○○도 원고 김○○과 동업계약서에
기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기사
고 송○○는

2017. 10. 31.경

ID를

부여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

원고 주식회사 친구넷과 동업계약서에 기한 동업계약

을 체결하고 원고 주식회사 친구넷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접속에 필요한 기
사

ID를

부여받아 그 무렵부터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 제3조는 원고 대리운전 서비스업체(이하 편의상 “갑”이라고 함)
의 대리기사(이하 편의상

“을”이라고

함)책임과 의무를 ① ‘갑’은 ‘을’이 대리운전을

통하여 수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말기(PDA)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인증절차(기사
ID부여

및 면허자격, 대리운전보험가입 확인)를 대행하고, ② ‘갑’은 ‘을’의 대고객

서비스 정진 고양을 위하여 (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③ ‘갑’과 ‘을’은 상호 본
계약의 제4조 각 항 위반시,

2회까지는

주의조치하고,

3회

이상 위반시는 계약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계약 제4조는 ‘을’의 ‘갑’에 대한 책임과 의무
로 ① ‘을’은 고객에게 최선의 친절과 서비스로 안전하게 대리운전을 하여야 하며,
‘갑’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언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② ‘을’은 ‘갑’으로부터 인

증받은 단말기(PDA)상의 배차시스템을 활용하여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및 사실 적발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및 배상은 ‘을’이 질 것, ③ ‘을’은 정장 또는 정장에 준하는 복장, 욕설 및 폭력금
지, 안전운행, 음주운전, 부당요금, 잔돈준비, 도덕적 윤리적 행동 및 품위유지, 교통
범칙금

7일

이내 납부와 같은 사항으로 ‘을’ 본인은 물론이고, ‘갑’에게 손해되는 일

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문제 발생시 ‘을’이 모든 책임을 질 것, ④ ‘을’은 ‘갑’으로부
터 제공받은 기사매뉴얼 및 대고객

10대

금지사항(고객응대요령)을 숙지하여 반드시

준수할 것, ⑤ ‘을’은 ‘갑’이 시행하는 정책, 규칙, 업무지시 및 정기 및 비정기 교육
을 반드시 참가, 이행할 것, ⑥ ‘을’은 고객에게서 받는 서비스요금 중 일부(3,000원)
를 ‘갑’에게 수수료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반드시 선납입할 것(다만, 수수
료는 서비스요금의 변화, 시장환경 및 지역정서를 고려해서 ‘갑’이 조정할 수 있음),
⑦ ‘을’은 대리운전 배차시스템에 필요한 단말기(PDA)를 준비하여야 하며, 출근은
자유며 출근시 프로그램비

500원,

관리비

3,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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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행 전 ‘갑’의 콜센터에 접수등록한
후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 최○○는 대리기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지역단위노동조합을 조직한 다음, 이 사
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여 같은 달

12.

2018. 12. 11.

부산광역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

설립신고증을 받았고, 피고 김○○, 송○○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

입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 14.경과 2019. 2. 1.경에

걸쳐 원고들에

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피고들과 같은 대리운전 기사들은 원고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
라 독립적으로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사업자일 뿐, 원고들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과 같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조직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1심판결35)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노동조합법상 근

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소득 의존성

피고들의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간, 대리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우선배정 방식에 의한 대리운전기사 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피고들은 원고들
에게만 소속되어 대리운전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들
이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복수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
행하는 대리운전기사를 조합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대리운
전비를 고객들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리운전

1회당 3,000원의

수수료를 미리 납입받는 점, 카드 결제를 통하여 대리운

전비가 지급될 경우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게 되
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평

3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0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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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요청받는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들로부터 받게 되는 대리운전비가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에 의한 이 사건 동업계약 내용의 결정

원고들은 불특정 다수의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동업계약서를 사용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동업계약서에는 이 사건 동업
계약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리운전기사들의 업무 수행태도 및 방식, 대리운
전기사들의 피교육의무, 대리운전 수수료, 관리비 등의 납무의무 등 주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의무 사항을 정하면서 원고들에게만 수수료 변경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만이 대리운전비를 결정하고, 피고들에게는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들 등 대리운전기사들의 수입
을 비롯하여 피고들 등 대리운전기사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들의 원고들을 통한 대리운전 업무 수행

피고들이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들의 대리운전 영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
이고, 피고들 등 대리운전기사들은 원고들 등 대리운전업체를 통해서만 대리운전영
업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4)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관계의 지속성�전속성

피고들이 원고들과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대리운전 업
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다.

(5)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지휘 감독의 존재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은 정장 또는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하여
야 하고, 안전운행을 하며, 부당요금을 징수해서는 안 되고, 고객응대요령을 숙지해
야 하며, 원고들이 시행하는 정책, 규칙, 업무지시를 따라야 하고, 정기적 또는 비정
기적 교육에 참석해야 하는데, 피고들이 이를 위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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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부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정하여져 있다. 또한, 원고들이 우선배정 방

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우선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실제로 대리운전 배정
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원고들은 우선배정을 통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특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횟수 이상의 대리운전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
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취소할 경우

500원의

취소 수

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피고들이 직접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요청받는 현장콜의
경우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게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들
은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

어느 정도 원고들의 지휘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6)

대리운전비의 근로대가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대리운전 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실상 원고들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

피고들 등 대리운전기사들과 원고들 등 대리운전업체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
질과 대리운전기사들의 업무 수행 방식 및 보수 수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
속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
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
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들

·

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과 경제적 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
고 있는 피고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
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피고들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
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원고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 항소심판결36)

36)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58639 판결(미확정). 현재 대법원 2020다267491호로 상고심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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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위

1심법원의

판결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현재 이 사건은 원

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에 있다.
라) 검토
2018년

재능교육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근거짓는 ‘경제적�
조직적 종속

성’을 추단케 하는

4개의

구성표지들(즉,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
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
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

·

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전
속적인지)가 본질적 구성표지에 해당하는 반면, ‘인적 종속성’을 추단케 하는

·

2대의

구성표지들(즉, ①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감독관계가 존재하는

·

지, ②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
인지)는 부수적 구성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대리운전기사는 위 ㉮, ㉯, ㉰, ㉱의 본질
적 구성표지가 인정됨은 물론, ①과 ②의 부수적 구성표지도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및 이들 대리운전기사가 경영위험을 자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워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긍정된다 점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리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하급심 판결은 변경된 판례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나. 해외의 경향
최근 각국의 최고 법원은 플랫폼 기업의 노동법 회피 시도에 대응하여 우버 드라
이버나 음식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 프랑스에서

‘Take Eat Easy’라는

음식배달 플랫폼의 배달원의 근로자성

을 긍정한 사례, 영국에서 우버 드라이버들이 우버의 노동자(worker)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스페인에서 음식배달 플랫폼 기업 글로보(Glovo)의 배달라이더가 임금
노동자(trabajador

por cuenta ajena)라고

판결한 후 스페인 정부가 배달 플랫폼 노

동자를 임금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을 도입한

“라이더

법(Ley

Rider)”을

입법 및

시행한 사례, 독일에서 크라우드 노동자(Crowdworker)의 근로자성(Arbeitnehmer)을
긍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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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통제 아래서 일하는 사람만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통
적인 인식이었으나, 이러한 전통적인 인식을 계속 고집하는 경우 사실상 근로자보
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다수의 플랫폼 종사자를 법의 바깥에 두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감안하여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이들에
게 법적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근로자와 근로자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법적 보호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과 동시에 당연히 근로자로 보아 마
땅한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부당하게 판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증명 책임을 전환하여 일하는 사
람의 규범적 기본값을 ‘근로자’라고 추정하고 이에 반대하는 당사자에게 반증 책임
을 부담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1. 12. 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이하

Council)가

“지침안”이라고

발표한

함)37)은 플

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적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노동법의 입법 형식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를 통해 비준되는 유럽공동체 조약 등과 같은
이 유럽공동체 조약에 근거하여 제정한 법령인
다.38)

2차적

EU

EU

노동법은 회원국의 전원 합

1차적

법규와 유럽연합의 각 기관

2차적

법규로 구성되는 체계를 취한

법규로는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39), 권고(Recommendation),

의견(Opinion)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침은 입법의 목적과 방향에 대하여는 각
회원국을 구속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은 회원국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이다. 따라서 각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노동과 관련된 법규는 대부분 지침의 형식으로
제정되고 있다.40)
한편,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은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
상 지위 판단에 대하여 먼저 지침안 제3조에서 ‘고용상 지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7)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Brussels, 9.12.2021 COM(2021) 762 final.
38) 김기선, 강성태, 심재진, 최석환 편역, 「EU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2013, 7면.
39) 일본의 경우에는 ‘지령(指令)’으로 번역한다.
40) 김기선, 강성태, 심재진, 최석환 편역, 「EU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20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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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고용상 지위에 대한 올바른 판단
1. 회원국은 법(law),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s) 또는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의 판례를 고려하여 회원국에서 실효적인 관행에 의해 정의된 고용관계
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플랫폼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고용상 지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고, 그들이 노동자
(workers)에게 적용되는 EU법에서 도출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hip)의 존재 여부는 관련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그
러한 관계를 어떻게 분류(classify)하기로 합의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플랫폼 노동
의 조직(organisation of platform work)에 있어서의 알고리즘 사용을 고려하여 주
로 실제 업무를 수행과 관련된 사실(the facts relating to the actual performance
of work)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에 근거하여 고용관계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의무(obligations of the employer)
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한편, 지침안 제4조에서는 ‘법적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4조 법적 추정
1. 제2항(paragraph 2)에 규정된 범위에서 작업 수행을 통제하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
(digital labour platform)과 해당 플랫폼을 통해 플랫폼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 사이
의 계약관계는 법적으로 고용 관계로 추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은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사법

시스템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구조(a

framework

of

measures)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추정은 관련된 모든 행정 및 사법 절차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의 준수
여부를 검증하거나 집행할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추정에 근거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작업 수행을 통제‘한다는 것은 적어도 다음 중 2개 이상을 충족
하는 경우(fulfilling at least two)를 의미한다.
(a) 사실상 보수의 수준을 결정(determine) 또는 그 상한을 정하거나(setting upper
limits);
(b) 플랫폼 노동을 하는(performing platform work) 사람에게 출석(appearance)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구체적 규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거나, 서비스나 업무의 수
령인에 대하여 일을 제공할 것(conduct towards the recipient)을 요구하는 경
우;41)
(c)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including by electronic means) 업무수행
을 감독하거나 작업결과의 품질을 평가하는 경우;
(d) 플랫폼 노동을 하는 사람의 (스스로) 업무를 구성할 자유(freedom to organize
one’s

work),

특히

작업시간(working

hours)이나

휴무

기간(periods

of

absence)의 결정, 작업(tasks)을 할 것인지 여부, 하수급인(subcontractors)이
나 대체자(substitutes)의 사용 여부에 관한 재량(discretion)을 징벌(sanctions)

49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의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e) 고객 기반(client base)을 구축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3. 회원국은 제1항에 규정된 법적 추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조치를 취
해야 하고, 스타트 업(start-ups)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진정자영인(genuine
self-employed)을 포섭(capturing)하는 것을 피하고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지속 가능
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지원해야 한다. 회원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
다.
(a) 법적 추정의 적용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하고 포괄적이며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b) 디지털 노동 플랫폼, 플랫폼 노동을 하는 사람 및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s)가 제5조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하여 법적 추정을 이해하고 실행
(implement)하게 하기 위한 지침(guidance)을 개발하고;
(c) 집행 당국이 적극적으로 준수하지 않는(non-compliant)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겨냥하고 추적하게(target and pursue) 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d) 노동감독관(labour inspectorates) 또는 노동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에 의해
시행되는 통제 및 현장 검사(controls and field inspections)을 강화하되, 그러
한

통제와

검사가

비례성이

있고

차별적이지

않도록(proportionate

and

non-discriminatory) 보장한다.
4.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날짜 이전에 체결되어 계속 진행되는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제1항의 법적 추정은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위 날짜로부터 시작하는 기간에 대
하여만 적용된다.

위 지침안이 통과될 경우 회원국들은
록 정비할 의무를 부담한다.

2년

EC조약에서는

이내에 자국의 법령을 지침에 부합하도
회원국의 조약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소

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지침의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EU위원회

또는 다른 회원국은

ECJ에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위반

을 제소할 수 있고, 의무 위반이 인정된 경우 당해 회원국은
요한 조치(the

necessary measures)를

ECJ의

판결에 따른 필

취해야 한다.

4.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규범환경의 변화

가. 2020년 전교조 전원합의체 판결과 ILO 89호, 98호 협약 비준
대법원은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노동3권은

법률의

41) “노동자가 일할 때 외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 대한 응대 방식 혹은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따르도록 하거나,”라고 번역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오역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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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
리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상 ‘노조 아님
통보’ 조항의 위헌성이 주된 쟁점이었기에 ‘단결권’의 법적 성격이 주된 쟁점이었지
만, 대법원은 단결권에 국한하지 않고 노동3권을 묶어서 그 구체적 권리성을 명확
히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위 판결은 향후 단체교섭권과 관련한 ‘법해석’에 대해서도
일응의 지도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권의 법적 효력의 맥락에서 ‘추상적 권리’는 특정한 기본권이 법률에 의해 비
로소 구체화되는 경우를 의미한다.42) 반면, ‘구체적 권리’는 헌법 조항이 ‘직접’ 국민
에게 구체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
‘국가’에

대해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본권은 기본적으

로 공권(公權)이므로 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되다는 말은 ‘국가’에 대하여 해당 권리
의 실현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국가 이외의 사인(私人)에게 그러한 권리
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인에 대한 청구는 구체적
권리성을 넘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긍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증
이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효력이라는 맥락에서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의 가장 큰 차이는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 헌법 조항만을 근거
해서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인 청구’를 소구할 수 있는가에 있다. 그러므로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구체적 권리성이 긍정된다는 것은 노동조합법 등 제정법의 규정이 없
더라도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국가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말라거나(소극
적 청구) 또는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적극적 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정부는
이에

2020년 4월 20일 ILO

2022년 4월 20일부터

서, 현재

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동 협약들이 국내법으로서 규범력을 갖게 되었다. 따라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은 실정법상 법원(法源)의 지위를 갖게 되며,

우리나라의 법원은 이제 이러한 협약을 ‘재판규범’으로 적용할 의무를 지게 되었
다.43)

42) 추상적 권리도 권리이기 때문에 (순수한 방침적 규정과 달리) 법률이 입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
법의 기준이 되고 또한 구체적 입법이 없더라도 법원에 의한 해석의 기준이 되어 사법권을 구속하
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재판규범이 될 수는 있다.
43) ILO 조약 제87호 및 제98호 조약을 비준한 국가의 사법부가 동 협약들을 재판규범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스페인 대법원 2019년 5월 8일 판결(Tribunal Supremo, Sentencia
347/2019, de 8 de mayo de 2019, Sala de lo Social)을 들 수 있다. 동 판결에서 스페인 대법원은
“스페인 헌법 제28조 1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스페
인이 비준한 ILO 조약 제87호는 노동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며 사전 허가 없이
스스로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단체를 설립할 권리 및 그 규약을 준수한다는 단 하나의 조건 하에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98호는 노동자는 자기의 고용에 관하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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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단체교섭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천명한 대법원 판결과
98호

ILO

제87호 및 제

협약 비준으로 단체교섭과 관련한 기존의 해석론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단체교섭권에 관한 기존의 해석론에 대한 각론적 고찰
에 앞서

W. N. Hohfeld의

분석적 방법론을 원용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내용을

재구조화해 보고자 한다.
나. 검토의 전제 - 호펠드의 권리 개념의 분석
호펠드(W.

N. Hohfeld)는

법적 추론과 법학에서 ‘권리’라는 개념이 엄밀하게 구

분되지 않은 채, 법적 청구(right), 법적 자유(privilege), 법적 권능(power), 법적 면
책(immunity)을 지칭하는 혼용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네
가지 법률적 개념들은 서로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 독자적인 개념들이므로 각각
의 개념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권리라는 용어가 각각
고유성을 갖는 네 가지 법률적 관계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용법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관계개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44) 호펠드는 네 가지
종류의 권리들을 “청구권(right)은 타인을 향한 적극적인 요구이며, 자유권(privilege)
은 타인의 청구권으로부터의 자유이고, 권능(power)은 타인의 기존 법률관계에 대
한 적극적인 ‘통제(control)’이며, 면책(immunity)은 어떤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타인의 권능이나 ‘통제(control)’로부터의 자유”라고 정리하였다.45) 또한, 호펠드는
[①

청구권과 ② 의무(duty)], [③ 자유권과 ④ 청구권 없음], [⑤ 권능과 ⑥ 책임

(liability)], [⑦

면책과 ⑧ 권능 없음]의 여덟 가지 개념이 법의 가장 최소의 공통분

모를 이룬다고 하면서, 청구권, 자유권, 권능, 면책의 네 가지 종류의 권리들은 기본
단위라고 보았다.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는 모든 차별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누린다. 이러한 보호는 노
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건 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다는 조건을 노동자의 고용에 부과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항하여 실행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이들 법규에는 노동조
합의 자유에 관해 협동조합 노동자의 권리를 제외한다는 취지의 성문율과 불문율은 인정되지 않는
다.”라고 판시하였다.
44) 호펠드의 권리 개념 분석에 관한 내용은 김도균, 『권리의 문법』, 박영사, 2008을 주로 참조하였
음을 밝혀 둔다.
45) Hohfeld, W. N. (1913). Some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as Applied in Judicial Reasoning.
The Yale Law Journal, 23(1), 16–59. https://doi.org/10.2307/78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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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호펠드의 법적 근본 범주들 간의 대립관계과 상관관계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근로자는

단체교섭권을 갖는다.”라는 진술의 규범적 의미

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체교섭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
정해야 할 것이다. 권리의 내용을 확정한 다음에야 그러한 권리에 대응하는 국가나
사용자 기타 사인(私人)의 의무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자유권(privilege)으로서의 단체교섭권
근로자가 자유권(privilege)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 내용에 반대
되는 어떠한 의무로부터 해방(解放)됨을 의미한다. 즉, 단체교섭을 금지하는 법이 없
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은 단체교섭권의 ‘대국가적 방어
권’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현행법상으로는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행위’에

·

대한 민 형사 면책규정으로 이러한 자유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이 구체화된다. 다만,
현행 노동조합법 제3조와 제4조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행위에 대한 면책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주체인 개별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이르지
못한 쟁의단 등의 단체교섭 요구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조와 제4조의 보호 범위에
속한지 못한다. 이는 현행 노동조합법이 자유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듯
한 외견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범위를 사실상 ‘제한’하는 역설
을 보여 준다.
예컨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organization)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집단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24조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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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강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단체교섭권이 자유권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별도의 입법이 없이도’ 이러한 집단적인 교섭 요구가 면책되어야 한다는 의미
일 것이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면책의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그 사용자의 의사결정의 자유(행복추구권) 사이의 기본권의 갈등상황을 어느 수준에
서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청구권(rights)으로서의 단체교섭권
자유권은 논리적인 차원에서는 타인의 ‘대응의무’를 반드시 동반하지는 않지만,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자유에 간섭하고 그 행사를 제약하는 타인의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들을 그 보호막으로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유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은 ① 단
체교섭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청구할 소극적 청구권, ② 단체교섭의 행사를
침해하지 않을 국가의 소극적 의무 및 ③ 제3자에 의한 단체교섭 행사의 침해를 막
아야 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의 조력을 받는 때에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실천적인 차원에서 보면 의회는 자유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의 실현에
불가결한 청구권들을 법률로 규정해 놓아야 하며, 법원은 입법자의 의사를 추정하
여 자유권의 실현에 필수적인 청구권들을 해석을 통하여 도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여 김도균 교수는 자유권의 실현에 필수적인 청구권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헌법적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자유권과 청구권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46)
(1) X는 Y에

대하여

(2) X에

대하여

(3) X에

대하여

G를

할 자유권이 있다.

Y는 X가 G를
Y는 X가 G를

하지 말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하는 데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4) X는 Y에

대하여 자신이

G를

할 때, 방해하지 말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다.
(5) X에

대하여 국가는

X가 G를

(6) X에

대하여 국가는

Y의

위

(5)의

하는 데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한다.

방해로부터

X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경우 소극적 방어권의 보유자는 동시에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46) 김도균, 『권리의 문법』,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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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능이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자유는 (국가에 대한) 소극
적 청구권과 소송을 제기할 권능(訴權)을 수반한다. 위

(6)의

경우 국가는 제3자에

의한 자유권의 침해로부터 권리보유자를 민�
형법상의 규정을 통해 보호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자유의 보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 행동을 취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한편, 청구의 주체(a)가 어떠한 대상(G)이 청구의 상대방(b)에 의해 실현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로서의 청구권(right)을

‘RabG(a는 b에

대해서

G에

한 청구권을 갖는다)’로 기호화할 경우, ‘청구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의 내용은 위
b, G에

대
a,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아래 표는 청구권으로서의 단체

교섭권의 가능한 형태를 조합한 것이다.
<표 3>

청구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의 가능태

a

b

G

비고

①

근로자(들)

국가

적극적 청구

(6)

②

근로자(들)

사용자

적극적 청구

③

근로자(들)

국가

소극적 청구

(5)

④

근로자(들)

사용자

소극적 청구

(3)·(4)

⑤

노동조합

국가

적극적 청구

(6)

⑥

노동조합

사용자

적극적 청구

⑦

노동조합

국가

소극적 청구

(5)

⑧

노동조합

사용자

소극적 청구

(3)·(4)

노동조합은 물론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들도 국가를 상
대로 단체교섭 행위를 방해하지 말하는 소극적 청구를 할 수 있음(③, ⑦)은 물론,
국가에게 제3자(주로 사용자)에 의한 단체교섭권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적극적 청구를 할 수 있다(①, 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

·

는 사용자의 부작위(단체교섭의 거부 해태)에 의한 단체교섭 침해의 국면에서 이러
한 적극적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수단을 실정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행
위를 ‘방해하지 말 것’을 소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④, ⑧). 노동조합법 제
81조

제1항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작위에 의한 단체교섭권 침해의 국면

에서 이러한 소극적 청구권을 실정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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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단체
교섭권 침해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경우에 따라 강요죄 등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별도의 입법 없는 상태에서 헌법 조항만으로 근로
자들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이다(②, ⑥).
이는 위

RabG를 RabG by virtue of Z(a는 Z에

다)로 확장할 경우,

Z에

근거하여

b에게 G를

청구할 수 있

헌법 제33조 제1항을 대입하여 근로자(a)가 사용자(b)에게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행위(G)를 청구할 수 있음을 논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전
통적인 이해로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에 대하여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직
접적용설’을 채택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마. 권능(power)으로서의 단체교섭권
호펠드는 권능(power)을 타인의 기존 법률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력(control)
이라고 정의한다.47) 따라서 권능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은 단체교섭을 통해 타인의 법
률관계를 형성하는 힘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결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권능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의 내용에 해당할 것이다.48) 문제는 현행

노조법 제33조와 같은 ‘별도의 입법’이 없어도 헌법 제33조 제1항만으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논증해 낼 수 있겠는가이다. 이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법상 단체협
약 이외의 방식으로 사용자와 체결한 합의(예컨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의한
서면 합의 등)에도 규범적 효력을 긍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비교법적으로 독일,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긍정하
는 입법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범적 효력이 단체협약의 불가결한 개념표지는 아
니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법으로 정하지 않은 국가도 다수 존재한다. 예컨
대, 이탈리아의 경우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으며, 단체협약
은 보통의 계약법의 일부로 취급된다.49) 이탈리아의 경우 파시즘 시기 수직조합을
공법인(公法人)으로 취급하고, 그러한 공법인에 해당 부문의 전체를 대표하는 법정
대표권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1942년

제정 민법전 제2077조는

“단체협약

에 관계되는 분야에 속하는 사람 사이의 개별 노동계약은 단체협약의 조항을 준수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직조합이 작성한 단체협약을 법원(法源)으로 인정하였

47) “a power is one's affirmative ‘control’ over a given legal relation as against another”
48) 물론,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도 권능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의 내용에 해당하겠지만, 이러한 채무적
효력은 계약의 구속력만으로도 충분한 논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체교섭권의 특별한 권능으로
강조할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49) 이탈리아의 민법전은 제4권이 채권편이고, 제5권에서 노동편인바, 단체협약에 관해서도 제4권 채
권편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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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파시즘 체제의 붕괴로 수직조합 체제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의 법원성이 상실되고 일반 계약법의 영역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덴마크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단
체협약은 협약당사자를 구속하는 채무적 효력만 가질 뿐이다. 이 역시 덴마크의 노
사관계 형성과정과 관련이 있다. 덴마크는
Compromise)’으로

1899년

역사적인

‘9월

협정(September

단체교섭권, 쟁의권, 경영권 등 단체교섭에 관한 기본 원칙을 확

립하였는데, 동 협정의 주된 내용은 ① 덴마크 경영자협회(DA)와 전국연합노동총동
맹(DsF)50)이 서로를 교섭상대방으로 승인하고, 단체협약에 의하여 서로를 구속할 것
(노사

·

상호 단결권 단체교섭권의 승인), ② 노사는 중앙합의가 유효한 기간 동안 파

업과 직장폐쇄를 회피할 것(협약기간 중 평화의무), ③ 노동 측은 기업의 경영권과
노동력의 배치 및 필요한 노동 역량을 결정하는 것이 기업의 권한에 속함을 인정할
것(경영권의 승인), ④ 직종별 자율성(professional

autonomy)이

입법보다 우선한다

는 것(당사자자치의 원칙)의 네 가지이다. 위 협정으로 노동조건은 대부분 노사의
집단적 교섭으로 결정되고, 국가의 개입에 의한 법적 해결은 최소화하는 덴마크 모
델의 방향성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덴마크는 법률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 대신 노사단체는 노동법원에 협약 상대방의 협약 위반
을 제소하는 방식으로 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협약상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강제한다.
생각건대, 단체협약에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협약당사자가 아닌 조합원
에게 단체협약의 내용에 구속될 책임(liability)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조합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고려할 때, 별도의 입법이 없이 헌법 제33조 제1항만으로 단체협약
의 규범적 효력을 긍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바. 면책(immunity)으로서의 단체교섭권
호펠드에 의하면 면책(immunity)은 어떤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타인의 권능,
즉 ‘통제(control)’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면책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은 단
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와 관련이 있다. 단체협약에 일반적 구속력이나 지역적 구
속력을 긍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자신이 가입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
약의 적용을 받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책임(liability)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
가, 현행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이 교섭창구 단일

50) 이후 LO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FH의 일부로 합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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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절차에 참가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구속하는 것도 그들에게 책임(liability)
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명시적 입법이 필요한 영역이다.
5. 플랫폼 노동 집단적 이해관계 대변과 단체교섭의 구체적 권리성 제고

가. ‘직업인으로서의 지위(membership of the labourforce)’로서의 헌법상 근로자
헌법 제32조 제1항은
항 제2문은

“국가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이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인 이해는 고용정책 기본법 기타 노동시장에 관한 법률의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32조 제1항 제1문, 근로기준법 기타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헌법상 근거는 헌
법 제32조 제1항 제2문, 제4항, 노동조합법의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찾는다. 한편, 헌법 제32조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헌법 제33조
의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그 개념의 외연을 동일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이해는 논리의 역전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먼저 획정한 다음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입법사항에 관한 입법을 충실하게 하였는
가를 평가하는 것이 규범의 위계에 부합하는 이해의 방법이지, 근로기준법이나 노
동조합법 등 실정법상 근로자의 정의규정을 가지로 헌법의 근로자 개념의 외연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종래 근로자 개념에 대한 이해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한 정
의 규정을 주된 해석의 재료로 삼아 근로자를 유형적으로 파악해 왔다. 이러한 유
형적 근로자 개념은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특정한 시점
에서 일정한 유형적 표지(들)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정태적 평가일 수밖에 없다. 그
러나 실제 ‘일의 세계’를 관찰해 보면 일하는 방식은 미시적으로는 특정 기업과의
관계에서, 거시적으로는 한 사람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애당초 프
리랜서로 계약한 사람이 일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판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의 기준으로 요구하는 인적 종속성의 수준 이상으로 종속되면 규범적으로는 그 순
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한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애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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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삶의 수요에 부응하여 일하는 방식을 변경한다. 직업적 역량이 축적된 근로자
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헌법상 근로자는
이러한 모든 형태의 일하는 모습을 포괄하는 동태적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헌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서 말한 ‘직업인으로서의 지위(membership

A. Supiot가 ‘고용을

of the labourforce)’의

넘어’51)에

관점에서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9> A. Supiot의 4개의

동심원 이론52)

쉬피오의 주장의 핵심은 사회보장상의 위험과 고용관계에서의 의존성을 동일시하
지 않고, 임노동자, 자영업자, 무급노동 등 어떠한 취업형태를 선택한 경우라도 극
단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한 이직이나 전직 등의 경우에도 ‘직업인으로서의 지
위(membership
이러한 주장을
‘일의

육

of the labourforce)’가
‘4개의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쉬피오는

동심원 이론’으로 정리하였는데,

첫 번째 동심원(1st

circle)은

종류를 묻지 않는 보편적인 사회적 권리’로 기초적인 의료급여, 연금, 직업교

등이

포함된다.

minimum’에

이러한

보호는

국민이

해당하고, 두 번째 동심원(2nd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national

·무급에 관계없이

circle)은 ‘유급

’

일하는

사람(worker)에 공통되는 과제로서는, 육아를 위한 퇴직급여, 일정 유형의 자원봉사
자에 대한 재해보상 등을 포함한다. 세 번째 동심원(3rd

circle)은 (임노동인지

자영

인지를 묻지 않는) ‘직업적 노동’의 일반법이며, 안전보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네

51) 1996년 유럽위원회에 의해 알랭 쉬피오(A. Supiot)를 중심으로 학제간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법의
미래’ 그룹이 유럽위원회에 의해 1996년에 조직되어 그 논의 결과를 1999년에 ‘고용을 넘어’라는 제
목의 보고서를 정리했다(영어판은 2001년에 번역 출간).
52) Alan Supiot, "Beyond Employment: Changes in Work and the Future of Labour Law in
Europe" A report prepared for the European Commiss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54-55의 내용을 필자가 그림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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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동심원(4th

circle)은

종속성과 직접 관련된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유급 ‘고용’

에 고유한 영역으로, 이 영역 내에서는 그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Freedland와 Kountouris는 2012년

of Personal Work Relations”53)에서
Kountouris는

공저로 출간한

“The Legal Construction

이러한 직업인으로서의 지위(물론,

인적 취업 관계(personal

work relations)라는

Freedland &

표현을 사용하였다)의

다양한 형태와 그러한 형태 상호 간 이동이라는 동태적 측면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
구체화하였다. 이 책에서

Freedland와 Kountouris는

계약 개념의 강조가 ‘관계와 계

약’, ‘개인과 집단’의 분리를 강조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인적 취업은 관계(relation)
나 결합체(nexus) 또는 네트워크(network)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 ‘일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다고 하면서, 자
신들의 견해가 ‘고용’에서 ‘인적 취업’으로, ‘계약’에서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저자들은 ① 인적 취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출발점으
로 ‘인적 취업의 프로필(personal

work profile)’,

규범적 기초로서의 ‘일에서의 인격성(personality

② 인적 취업 관계를 뒷받침하는
in work)’을

제시하고, 또한 ③ 인

적 취업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위험의 상호화(mutualization

of risk)’

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논의는 인적(personal) 성질을 띠는 취업자에게도 노동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노사의 비대등성’에 기초해 온 전통적인 노동법
의 규범적 기초를 ‘취업에 있어서의 인격성’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인적(personal)
이라는 관점에서 노동법의 적용 범위와 새로운 규범적 기초를 구하는 것이다.
Freedland와 Kountouris는

미시적 관점(microscopic)과 거시적 관점(macroscopic)

에서 파악되는 인적 취업의 프로필(personal

work profile)을

이용하여 인적 취업

관계를 밝히는 것을 시도한다.
먼저, 미시적 관점에서 파악되는 인적 취업의 프로필은 종래의 고용계약과 도급
계약의

2분법이나

고용계약과 유사한 개념을 포함한

를 나타내는 시도이다. 즉

3분법과는

Freedland와 Kountouris는

다른 새로운 유형화

실증 분석에 근거하여 인적

취업 관계를 ① 표준적(전형적) 고용의 취업관계, ② 공무원의 취업관계, ③ 자유업

·

에 종사하는 자의 취업관계, ④ 기업가(창업자)의 취업관계, ⑤ 비전형 임시직의 취
업관계, ⑥ 인턴 및 수습 등에 종사하는 자의 취업관계 및 ⑦ 자원봉사자의 취업관
계의 7가지로 구체화하였다(아래

<그림 6>

참조).

한편,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되는 인적 취업의 프로필은 생애주기에서의 취업 상

53) Mark Freedland and Nicola Kountouris, The Legal Construction of Personal Work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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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인적 취업 관계는 분리될 수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해당 취업자의 생애주
기에 걸친 취업상황(실업, 구직활동, 장기 상병휴직, 육아 등 무급노동 등)을 ‘연속
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종래에는 고용인가, 도급인가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특정한 시점에서 고용인가, 도급인가를 결정하였지만, 인적 취업관계에 포함되는 독
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는

특정한 거래상대방과의 관계만 계속한다기보다

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복수의 거래상대방과의 관계를 구축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정태적으로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만 주목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되는 인적 취업의 프로필은 취업자
를 장기의 생애주기에서 다양한 취업 관계를 이동하는 동태적(動態的) 주체로 이해
하는 것이다(아래

<그림 10>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화살표는 다양한 취업 관계 사이

의 이동이라는 동태적 성격을 보여준다).
<그림 10>

인적 취업 관계의 영역(domain

of personal work relations)54)

이는 취업자가 노동시장의 단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며, 나아가 인적 취업자에 대한 보호는 취업자의 생애주기라는 시간적으로 확장된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의한다. 그 결과 인적 취업의 프로필이라는 관
점은 인적 취업 관계와 (관련된) 노동법 규제의 적용 범위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①
전형적 고용관계와 기타 취업형태 사이의 ‘균등한 취급’에 관한 규제, ② 인적 취업

54) Mark Freedland and Nicola Kountouris, The Legal Construction of Personal Work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11의 그림 9.1을 전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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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기간이나 해고(해지)에 관한 규제의 격차의 수정, ③ 연
령이나 성별에 관한 평등을 기초로 한 취업 관계에 대한 규제, ④ 가족 친화적 및
유연성 개념의 발전과 전개에 관한 규제를 요구한다.
필자는 우리 헌법상 근로자 개념은 쉬피오가 그린 네 개의 동심원 중 두 번째 동
심원(2nd

circle),

즉

·무급에

‘유급

Freedland와 Kountouris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worker)의 범위 및

제시한 인적 취업 관계의 다양한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

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1>

근로의 권리와 헌법상 근로자

먼저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는바, 이러
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연혁적으로는 ‘직업’에 관한 봉건적 구속에서의 해방을 의미
한다. 이러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메인이 말한 ‘신분에서 계약으로’에 해당하는 시민
적 해방이다. 이렇게 해방된 근대 시민은 직업으로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기업을 영
위할 수 있고(영업의 자유), 다른 한편 타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삶을 영
위할 수 있다. 여기서 후자의 영역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2조 제1항 제1
문의 ‘근로의 권리’이다. 물론,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매우 추상적인 권리로서 구체
적인 취로청구권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다만, 필자는 ‘모든 국민’이 이러한 근로
의 권리를 행사하면 그 규범적 효과로 헌법상 근로자의 신분을 획득한다고 이해하
고자 하는 것이다. 즉, 헌법상 근로자의 지위는 실제로 취업하였는가의 사실이 아니
라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행사하였는가의 규범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근로의 권리의 행사의 결과 취득하는 근로자의 신분이 ‘산업
사회의 시민권’으로서의 ‘직업인으로서의 지위(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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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한편, 헌법 제32조는 국가에 ‘직업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
한 입법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헌법 제33조는 헌법이 헌법상 근로자에게 ‘직접’ 노
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등 실
정법은 전체집합으로서의 헌법상 근로자의 일정 범주에 대하여 그러한 범주의 헌법
상 근로자에게 필요하고 또한 방법론적으로 가능한 법적 보호를 규정하는 것이다.
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관계
사람들은 보통 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자가 '된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근로계약
의 체결은 특정 사업주가 지배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되는 행위일 뿐이다.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가 되기 전에도 근로자는 노동계급이다. 이처럼 특정 사업의 근로
자가 되기 전의 근로자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3권이고, 따라서 이러한 권리
는 본질적으로 자유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근로
자 개념의 외연이 다른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근로자가

1명도

이다. 이미 이러한

없는 사업도 존재한다.
1인

1인

자영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대표적

자영업자도 '사업주'이다. 이런 사업주가 타인의 노동을 자기

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이 근로계약이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에
앞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개념이 선재한다. 사업주가 타인의 노동을 사용하기 위하
여 활용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그러한 계약의 법형식은 근로계약 체결에 앞서 선재하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제약하지 못한다. 이것이 소위 ‘특고’의 노동3권이 인정된 이유이다.
한편, 단체교섭은 그저 단체를 이루어 교섭하는 행위일 뿐이다. 다수의 사람이 위
력을 행사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면 형법상 강
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단체교섭권이 헌법에 명시된 이유는 이러한 다중의 교섭요
구가 범죄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고, 이것이 자유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의 최소한의
효력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교섭의 결과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본질적인 효력은
'채무적

효력'이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법률의 차원에서 인정된 것에 불과하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의 단체협약에 규범적 효력을 부여
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들의 교섭을 부정할 이유가 될 수 없다.
근로계약 이전에 사업주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선재한다는 이해를 일관하면,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노동자와 관계를 맺는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에 관한 교섭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도급계약의 방식으로 노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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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헌법상) 근로자가 계약의 방식을 근로계약으로 바꾸자고 집단적으로 교섭
을 요구하고, 그 실현을 위해 쟁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어
쩌면 노동3권의 본질에 더 가까운 교섭과 쟁의일 것이다.
노동3권은 단결, 교섭, 쟁의의 국면에서의 근로자의 집단적 행위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다. 반면, 단체협약은 이러한 사실행위의 결과 사용자와의 합의로 체결된 법률
행위이다. 종래의 단체교섭 중심적인 노동3권의 이해는 사실의 측면의 노동3권 행
사를 ‘단체협약’이라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 측면으로, 즉 '규범
창설이 가능한가'의 국면으로 논의의 틀을 왜곡하였고, 그 결과 노동3권의 외연이
부당하게 축소되었다.
단체교섭권이 보장하는 것이 협약이 아닌 교섭이라는 사실상의 요구 자체임을 인
식할 때 중층적 고용관계 구조에서 원청을 향한 단체교섭 요구의 정당성도 용이하
게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유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
자유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사회권과 달리 소극적인 성격을 갖는
다. 자유권은 국민이 국가의 부당한 기본권 침해행위에 대항하여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의미하므로, 국가는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침해할 수 없다는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소위
내지

“기본권의

“기본권의

최소제한의 원칙”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반면, 사회권은 그 실현에 국가의

작위(입법 혹은 집행)가 요구되므로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작위가 없는 부
작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닌 한 특정 기본권을 국가에 주장할 수 없
게 된다. 헌법에서 예정한 보장 수준 이상은 정책적인 문제이므로 국가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최소한을 보장하는 경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전교조 판결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입법할 때에는 이러한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의

헌법적 의미와 직접적 규범력을 존중”하라고 주문한 것은, 노동3권과 관련한 입법
이 본질적으로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를 제한하는 입법이
므로

“최소보장의

원칙”이 아니라

“최소제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처럼 노동조합법을 노동3권에 대한 ‘제한입법’으로 이해할 경우 동법으
로 만들어진 제반 제도들의 합헌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예컨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합헌성을 긍정한 헌재
결정의

“노동조합에

2012. 4. 24. 2011헌마338

대한 단체교섭권 보장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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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대등성을 확보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므로,
반드시 모든 노동조합에게 각별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
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노사관계의 안정과 적정한 근로조건을 형성
하는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면,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
다.”는 판시는 대상조치(代償措置)론과 유사하게 단체교섭권을 자유권이라기보다 사
회권으로 보는 태도에 터 잡은 것으로 생각된다. 단체교섭권을 자유권으로 볼 경우
각각의 근로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을 통하여 단체로 교섭할 자유가 있는 것
인데, 이러한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방식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합헌성을 긍
정하기 위해서는 종전 보다는 엄격한 기준에서의 논증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이후 현실을 보면, ① 개별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 상
호 간 및 노조와 사용자 간 이익분쟁이 단체교섭 등의 방식으로 자주적으로 대사
(代謝)되지

못하고,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시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나아가

법원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 국가공권력의 후견에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하였
고, ②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의 노사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교섭비용을 사회로
외부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③ 나아가 노사관계를 집단적 자치가 아니라 법
원의 판결에 종속시키는 사법화(司法化) 경향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④ 노동법의
독자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금 거칠게 말하면, 당초 ‘근로조건의 통
일성 확보’ 및 ‘교섭의 효율성’라는 취지로 도입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① 사용
자와 사업장 내 다수노조 사이의 담합의 기제(機制)가 되었고, 이는 ②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개입하고자 하는 강력한 유인(incentive)으로 기능하였
음은 물론 ③ 사업장 내 복수노조 사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치열한 조
직경쟁을 초래하여 노동조합 상호 간 분쟁이 격화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나아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소위
2000년대

‘1사 1교섭’이라는

원칙(原則)으로 스스로를 승격시켜

초반 어렵게 싹을 틔웠던 산별교섭 체계를 고사시켰으며, 불법파견에 대

한 규제의 실패로 인하여 확산된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 행사를 좌절
시켰다.
필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처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위헌이 아닐 수도 있겠으
나, 적어도 잘 만든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고쳐서라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되는지, 아니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매몰비

용으로 인정하고 동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하는지 여부가 고민의 지점이 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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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안적 이익대표제도의 도입과 취업규칙 제도의 재구조화
단체교섭권의 ‘최대보장’의 측면에서 노동조합법 등 기존 입법으로 단체교섭권을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근로자가 노동조합 이외의 방식으로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방식의 도
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ILO

제91호 권고55) 제2조 제1항은 단체협약을

“일방

당사자로 사용자, 사용자 집

단 또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조직과 하나 이상의 사용자 조직이, 상대방 당사자로
하나 이상의 대표하는 노동자 조직(representative

workers’ organizations)

또는 그

러한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되고 수권(授權) 받은
노동자 대표(representatives

of the workers)가

노동 환경 및 고용 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체결한 모든 합의”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항구적 조직인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 민주적 대표성이 확보된 ‘노동자 대표’에게 단체교섭을 담당하도
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호주 공정노동법(Fair

Work Act 2009)은

기업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

교섭 절차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단체교섭 사실을 통지하면, 근로자들은 교섭대
표(Bargaining

representatives)를

정하여 단체교섭에 임하게 되는데, 이때 근로자들

의 교섭대표는 주로 해당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이지만(

§

176(1)(b)),

§

로자들은 서면으로 위임하여 다른 근로자를 교섭대표로 정할 수도 있다(

근

176(1)(c)).

단체교섭권의 구체적 권리성의 재인식은 이러한 대안적 이익대표제도를 새롭게
정초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행 취업규칙 제도의 위헌
성을 고려할 때 대안적 이익대표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사업장의 규칙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할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말한다. 취업규칙은 원래는 사업의 위
계 구조에서 유래하는 복무규율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체제가 성립되면서 ‘근로조건의 통일적 처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다. 그런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
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근로조건의 대등결정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조)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이 근
로조건에 관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사견으로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은 ① 원생적 취업규칙과 ② 제도화된 취업규칙을

55) Recommendation No 91 concerning Collective Agreements (Collective Agreements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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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원생적 취업규칙’이란 근로기준법
을 통하여 제도화되기 전의 취업규칙을 말한다. 물론, 취업규칙 제도가 입법되기 전
이라면 ‘취업규칙’이라는 실정법상 용어가 생기기도 전이겠지만, 그러한 시기에도
사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지시권을 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방법 외에
규칙(規則), 즉 조문화된 형태의 일반적 명령을 발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였을 것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지시권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발령한 규칙, 즉 ‘원생적 취업규칙’
은 계약이 아님은 물론 법규범도 아니다. 이는 그저 사용자의 생산설비에 대한 소
유권에 근거한 사실상의 '권력(權力)'이고, 이러한 사적 권력을 적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노동법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이다. 한편, 이러한 원생적 취업규칙에 규범적 효
력을 인정하기 위해 시도된 초기의 이론적 대응 중 하나가 계약설이다. 따라서, 근
로기준법이 명문으로 취업규칙에 규범력을 부여한 이후에도 취업규칙을 여전히 계
약으로 보는 관점은 다소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취업규칙 중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은 원래 사용자의 지시권에 속하는 부
분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범성을 긍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러나, 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
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이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제정하
는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고 금반언의 원칙상 사용
자 스스로가 구속될 뿐, 근로자를 구속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
을 나누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에 법규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는 취업규칙의 수범자가 되는 근로자 집단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다. 이는 노동법의 공법(公法)적 성격과도 관계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요구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수준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의 규범력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 다만, 이러한 동의 제도가 도입되
었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위헌성이 완전히 탈각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단체교섭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적용대상인 조합원들이 선거를 통하여 선임한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규범력을 근거 짓는 민주적 정당성의 수준이 높다. 반면 불이
익변경 시 동의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안)에 근로자 집단이 사후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주적
정당성의 수준이 낮다. 이처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이들이 갖는 규범적 효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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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수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
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과 관련하여, 마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요구된다는 이유
로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의 관계에 관한 논의(유리원칙 적용 문제)를 그대로 취업규
칙과 근로계약의 관계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헌법 질서로 수용된 ‘집단적 자치’와 취
업규칙 제도의 위헌성을 희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도입된 ‘불이익변경 시 동
의’의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생각건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민주적 대표성’이 확보된 근로자대표를

·

선정할 것을 법정(法定)하고 이러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및 조정 중재를 통하여 사
업장 단위 자치규범을 제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취업규칙 제도를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근로자대표를 선정
할 필요 없이 모든 근로자를 구성원(member)으로 하는 ‘근로자 총회(employees’
meeting)’의

·

결의로 취업규칙의 제 개정을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는 후술한다)
마.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 재설계 필요성
ILO는 1951년

총회에서 제91호 권고(1951)56)를 채택하였다. 동 권고 제4장에서 단

체협약 확장 원칙을 정하였다.

제91호 단체협약 권고(1951)
IV. 단체협약 확장
5.
(1) 적정한 경우에, 현존하는 단체교섭 관행과 관련하여, 국내 법률 또는 규칙으로 또한
각 국가의 조건에 적합하게,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그 협약의 지역적
범위와 산업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확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국내 법률 또는 규칙으로 단체협약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조
건하에 한다.
(a) 이미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사용자와 노동자 의 수가, 권한있는 기관의 동의로, 충
분히 대표성이 있을 것;
(b) 대체로, 단체협약 확장 신청은 그 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56) R91- Collective Agreements Recommendation(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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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이 해야 한다.
(c) 단체협약 확장 이전에, 확장에 따라 그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들과 노동자들에게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다수의 단체교섭 체계에서, 단체협약의 적용 가능성을 넓히는 중요한 요소
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확장이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조항의 적용 확장에 관한
특정한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메커니즘은 노동법의 공법(公
法)적 특성에 기반한 것이다. 단체협약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체계에서는 계약의
통상적인 인적 적용 범위를 넘어 단체협약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고용 조건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한다.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와 같은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만인에
대한(erga

omnes)

효과는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

나 단체협약 적용의 확장을 위해 다양한 메커니즘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야만 할 것이다. 나아가, 최소한의 보호 제공 이외에도 노동조건의 일치에 있어서
이들의 중요성은 다양하다.
전체적으로, 단체협약의 만인에 대한(erga

omnes)

확장에는 현저하게 다른 변형

이 존재한다. 생각건대, 별도의 입법이 없이 헌법상 단체교섭권 규정만으로 단체협
약의 규범력의 확장을 긍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한편, (그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한국의 주류적인 학설은 단체교섭권을 중심으
로 노동3권의 상호관계를 설명한다. 개인적으로는 노동3권의 중심은 단결권이 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단체교섭 중심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하튼, 주류적인
학설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주된 기능은 단체교섭이고, 이러한 단체교섭은 본질적으
로 사업장 전체의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의 이해를 대표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식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노동조합도 교
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노동조합들의 조합원만 대표할 뿐, 사업장의 전체 근로
자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단체협약의 적용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단체교섭권의 최대보장을 위하여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기존의 지역적 구속력 제도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1. 1. 5.

개정 노동조합법 제30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
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단체교섭의 다양화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조 조직률이

12.5%

정도에 불과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을 통한 적용률의 제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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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단체교섭권을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를 지도이념으로 하여 노동조합법 등 실정법을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종래 우리의 노동법학은 거꾸로 노동조합법이라는 실정법의 해석을
통하여 헌법상 단체협약권의 외연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는 꼬리가 머
리를 뒤흔드는 것으로 올바른 방법론이 아니다.
6. 결어
2020년

전교조 판결은 우리에게 지금까지의 노동법학과 실무가 노동조합법 등 법

률의 내용으로 헌법상 ‘단체협약권’을 가두어 두지 않았는가 하는 자성(自省)을 강
하게 요구한다.
원래 노동법은 광산, 공장, 상점 또는 사무실에서 신체적으로 근접하여 근무하거
나 적어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접촉하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같
은 물리적 공간에서 근무한다는 근접성은 근로자들이 개인적 유대를 형성하고, 잠
재적인 지도자를 인식하며, 공동의 운명에 대하여 반추하고, 공유된 불만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사업장은 생산활동의 마당인 동시에

근로자의 연대(連帶)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은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할당받아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서로를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한정된 일감을
두고 다투는 경쟁자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인식은 노동자의 연대를 근본적
으로 약화시킨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터(그런 것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는 연대
의 마당이 아니라, 자발적 자기착취의 배양기(培養器)일 뿐이다. 각자가 처한 상황의
다양함 때문에 이해의 공통성을 자각하기 어렵게 되어버린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그
들을 서로 결합시켜 새로운 연대를 구축(構築)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규모의 우위를 점한 선도 기업이 자연독점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 노동자들의 단결 또한 특정 업종의 플랫폼 노동
자 전체의 단결이라는 아주 큰 목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직
종별 노동조합 형태의 강력한 단결체를 조직했을 때에야 비로소 독점적 플랫폼 기
업과 대등한 교섭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앞서 언급한 포괄적 노동정
책의 실시 및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실효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사고를 부당하게 제한해 왔던 ‘사회권으로서의 단체협약’, 더 나
아가 ‘제도로서의 단체협약’의 굴레에서 해방(解放)되어 제로 베이스에서 구체적 권
리로서의 단체협약권을 재정초할 필요가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로베르토 웅거가
일갈한 ‘제도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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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 노동기본권 확장 의미와 특징 : 단체교섭 체결과 향후 과제
토론문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ㆍ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진입하면서 정보통신산업과 네트워크,
모바일 환경에 기반을 둔 플랫폼 노동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독일에서는

2006년부터

시작됐다는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 바둑 대전으로 피부에 와닿기 시작함.
- 우리나라에서도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기술 등이 융합되어 실시간으로 소비자
에게 ‘대기시간 없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기존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카카오택시, 음식 배달 어플 노동자 등)이
확산되는 현상을 목격함.
- 2020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약
179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 수준에 이를 정도로 늘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비대면 문화 확산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임.
○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저임금 등을 호소하고 보수언론은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처럼 호도하지만, 과로사와 사고 위험, 저임금
이 현실임.
- 배달앱 기업과 기업 친화적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배달앱 사용자
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노동을 미래지향적 노동 형태이자, 고소득 창출 기회 제
공, 종사자가 자유롭게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근무형태 등을 장점으로 제
기함.
-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위험, 속도 경
쟁에 따른 노동안전 부재, 플랫폼의 노동통제, 저임금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며
언론 보도와 상반된 주장을 피력함.
-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전업 상태이며, 약 9
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주업 상태인 플랫폼 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7시간, 한 달 임금(수입)은 238만 4천원, 부업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하루 4.3시간, 월 54만 8천으로 언론 보도보다는 노조의 호소가
설득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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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특고’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과로사,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하기 위한 제
도적 해법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용형태 다변화 시대에 플랫폼 배달 노동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탄생
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 형태, 다시 말해, ‘디
지털 특수고용’이라고 할 수 있음.
- 플랫폼 노동을 ‘고용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라고 주장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기업이 원하는 극단적인 고용 유연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공장 생산체제를 제외하고 정규직-풀타임 노동은 예외적인 고용
형태”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짐.
- 기존의 노동법과 제도가 외면하면서 정부와 기업도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대응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며, 노동자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계
약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기본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를 벗어나야 하는 상황임.
○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이 공간ㆍ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노조 조직화가 어렵고 단일
한 목소리를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그동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 투쟁은 평가받을 만함.
- 앞으로도 단체교섭과 사회적 교섭(협의)는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
이는데, 단체교섭을 통해서 수수료(임금) 지급 기준 제시, 과로사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생활물류서비스업법과 배달기사 고용보험 적용 등 사회적 교섭
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대공장 생산직과 달리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고 거리에
서 이들의 노동을 직접 목격한다는 점에서 시민과 접점을 형성하는 만큼, 시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의 투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미국 호텔노조는 fair hotel campaign을 전개하며 노동탄압 호텔 리
스트를 작성ㆍ공개하는 방식의 corporate campaign처럼, 국민 여론에 민감한 플
랫폼 기업의 특성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시 말해, 노동자들을 속도 경쟁으로 내모는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험으로 내몬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제도적 대안은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으로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되거나, 조직 확대를 통한 노동시장 통제가 필요하고, 단기
적으로 화물연대 안전운임위원회 방식으로 임금(수수료) 수준을 정상화할 필요
가 있음.
- 우선, 화물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확대ㆍ적용하여 플랫폼 부문에도
공정수수료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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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
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
는 효과를 보이고, 수수료 공동결정으로 사회적 협의 활성화에 기여함.
- 화물업 안전운임제 사례를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업, 사회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하여 플랫폼 노조, 기업, 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공정수수료를 결정하는 시도
가 필요함.
- 또한, 보수와 노동조건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의무화하여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을 보호해야 할 것임.
- 기업과 플랫폼 노조가 합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함으로써, 기업의 일방적인 결정
에 따른 저임금과 과로사,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
음.

* 화물업(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주도로 안전
운임위원회를

구성(화주

대표(3명),

운수사업체

대표(3명),

노동조합(3

명), 공익위원(4명) 등 13명), 매년 사회적 합의로 안전 운임료 결정하
여 해당 부문에 적용
○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을 고용보험으로 포함하는 등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보호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설퇴직공제회나 플랫폼공제회 등 복지강화 프로그램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제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보험사업과 달리 상호부조를 통한 연대의 실현이
라는 비영리적 목적을 추구하여 플랫폼 노동자뿐만 아니라 취약노동자 사회안전
망을 강화하는 제도로 관심을 받고 있음.
- 예를 들어, 1996년에 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
설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 단체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설립하여 퇴직공제 사업
뿐만 아니라 기능향상, 취업지원, 생활안정대부사업,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을
확대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생활을 지원함.
-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봉제인공제회와 노동공제연합 풀빵을 조직·지원, 조합
원에게 대출사업, 의료비 지원, 상조서비스 둥을 제공하고, 한국노총 플랫폼공제
회는 금융산업공익재단과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재원으로 비전형 노동자 목돈마련
사업, 건강검진 지원 등 협력사업을 전개함.
- 대정부 교섭을 통한 재원 마련, 초기업 수준 단체교섭에서 상호부조 기능을 강
화하도록 의제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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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의 노동관계 가능성과 향후 과제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장)

1. 플랫폼 노동의 특징과 제도적 포섭의 필요성
� 픞랫폼 노동에 대한 법제도의 미비
- 노동자의 공급을 활성화시켜 고객 시장의 수요 창출을 극대화시키는 플랫폼 노동의 빠
른 확산과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가속화된 플랫폼 산업은 진입과 탈퇴가 용이해 플랫
폼이 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으므로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
황.
- 이러한 플랫폼 노동은 임시고용직이 일반화된 고용형태로, “일한 만큼 번다”는 구호 아
래, 건당 낮은 단가와 무제한의 장시간 노동은 업무수행 중 사고와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음.
- 플랫폼 노동자는 많은 경우 독립계약자 혹은 종속적 자영자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어
노동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적용이나 사회보험법 적용에
서 제외되고 있음. → 노동공급(노동자), 수요(고객), 중개(플랫폼)라는 삼면의 관계
� 새로운 차원의 노동문제 야기
- 플랫폼 대기업의 의해 지배되는 디지털 봉건주의 또는 넷위계적 자본주의(Netarchical
Capitalism): 개인은 플랫폼을 통해 공유 활동을 하지만, 누군가의 소유물인 플랫폼 설
계나 규약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태
- 플랫폼 노동은 새로운 차원의 노동문제를 야기. 20세기 초 포디즘의 도입으로 발생한
자동생산 기계에 의한 노동통제 방식과는 다르게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 방식이 나타나
고 있고, ‘강요된 자발형’(enforced self-devoted) 노동으로 새로운 방식의 노동환경
쇠퇴와 악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플랫폼 노동은 자율성의 극대화,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 노동생산성의 향상 등 긍정적
영향도 있으나, 그 자율성의 이면에는 불안한 고용 및 소득, 불완전한 사회안전망에 놓
일 가능성이 높음. 특히, 주문형경제(on-demand economy)의 발전에 따라 지역(장소/
현장) 기반(location-based)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노동정체성 혼란, 업무자율성 저하, 노동 권리의 약화, 변형된 저임금구조의 지속 등은
플랫폼 노동의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
� 플랫폼 노동의 특징: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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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노동은 전통적인 고용관계와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 전통적
직업의 해체와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있는 노동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이슈
가 되고 있음. 표준적 고용형태(풀타임, 상용직, 직접 고용 형태의 정규직) 관계에 기
반한 종래의 고용관계를 변화시킴. → 파편화된 ‘업무 위탁형’ 노동
- ‘종속노동자’와 ‘자영인’이라는 이분법적 분류 방식에 교란을 초래하고, 이는 사용자 규
명을 통한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모호하게 함. 사용자와 종속노동자의 관계 규명이 모
호해짐에 따라 이와 연동된 사회보장제도 또한 도전에 직면
� 플랫폼 노동의 특징: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와 관리 (F유형)
- 플랫폼이 지닌 알고리즘적 요소는 업무를 아주 작은 과업(tasks)으로 나누어 다수에게
배분하는 기술적 분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사회적 분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조건을 형성. 즉,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분업의 확대와 심화를 제한하였던 ‘거래
비용’과 ‘물리적으로 제한적 시장’이라는 장벽을 제거.
- 플랫폼은 생산과정의 일부를 외주화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
써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에서 노동자는 고용주의 지시와 통
제를 따르고 고용주는 임금과 그 밖에 보호를 제공하는데, 플랫폼을 통해 실질적인 업
무지시와 통제가 가능해져 기업 내 고용주와 임금노동자 간의 전통적 고용계약 관계가
축소
- 플랫폼 기업의 전략: 플랫폼은 기업들이 정상적인 노동표준을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들을 비가시적이고 원격에 위치하게 만듦으로써 기업들이 도덕적 책임성
을 경시하게 만드는 일을 초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찾아 ‘규제 차익’을 누리거나 기업
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개인이나 사회에 떠넘기는 ‘비용의 사회화’
� 한국의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
- 전통적인 특고에서 플랫폼화가 되어가는 디지털 특고의 성격. 위계적 조직의 영역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 법제도적 포섭이 필요
- 예를 들어, 음식주문 앱과 배달대행서비스를 동시 수행하는 유형과 배달대행사(배달대
행 플랫폼)를 이용하는 유형은 디지털 특수고용에 해당하며, 불특정 다수가 자신이 원
하는 운송수단을 통해 배송하는 유형은 크라우드형 노동. 양자 모두 스마트폰 앱을 통
하여 노동과정을 지휘감독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특성.
‘디지털 특수고용’의 경우 배달원은 형식상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이지만 ‘일자리’ 개념
이 중심이며, 플랫폼 회사 또는 배달대행사에 전속되어있는 전업형. 반면, ‘크라우드형
노동’에서는 ‘일거리’ 개념만 존재할 뿐이고, 플랫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거
리를 뿌리고 누군가가 일거리를 주워서 수행.
- 한국의 지역기반 플랫폼은 기업인가 시장인가? → 기업. 알고리즘을 통해 일을 중개하
지만, 일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 노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 알고리즘에 의해
출퇴근, 업무평가, 보상 등이 통제
- 운송계약 조건 결정 관련: 요금(보수)에 대한 결정이 플랫폼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며, 플랫폼 노동자의 교섭력은 약함. 요금 책정 권한, 운송 계약의 조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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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에서 결정
- 운행요구 선택권: 운행 요구를 거부할 경우 운행/배차 제한, 지정배차(숙제), 똥콜처리
- 노무제공 방식: 앱이 제시한 경로에 따른 운행, 알고리즘에 의한 일감 배정

2. 플랫폼 노동관계의 의미와 특징: 배달, 대리 단체교섭
� 배달/대리 단체교섭의 특징
- 첫째, 음식배달, 대리운전 플랫폼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한 자본 재편과 규모화가 노
동관계의 절차적·내용적 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 플랫폼 시장 변동에 대응하기 위
해 노사는 단체교섭의 추진 여부를 전략적으로 선택.
- 둘째, 지역기반 플랫폼의 노동조합 조직화와 단체교섭은 전통적인 노사관계에서 나타
난 것과는 다른 양상이었음. 지역기반 플랫폼에서 노동자성, 사용자성 등 상호인정 문
제는 각 업종마다 차별화되고 있으며, 여전히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음식배달과 대리
운전은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일부 교섭도 하고 있음. 그러나 노조는 있는데, 사측은
사용자성을 부인하면서 교섭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있어 불균형적인 상황임. 노동법상
노동자임을 인정했으면 사측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하고 교섭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배달 플랫폼의 시장규범과 노동기준을 마련하려는 기제로서 사회적 협의가 시행
되었음. 사회적 협의는 서비스일반노조와 우아한청년들의 기업내 단체협약 성과물을
초기업 수준에서 공유하려는 시도로서 해석됨.
� 배달 단체교섭과 사회협약의 의의: 집단적 고용관계 형성의 가능성 확인
- 배달노동의 경우 전속성이 강해서 교섭할 사업주가 명확. 이러한 이유에서 단체교섭
체결
- 음식배달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 간의 단체협약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첫째, 플랫폼
부문에서 최초로 노사 교섭이 진행되었고, 의미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둘째, 특
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회사와 배송대행 기본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라이더를 협약 적용 대상으로 넓혀 노동자성이 포괄적으로 인정되었음.
셋째, 라이더가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배달료 기준, 배차중계 수수료, 악천후 시
작업중지권 등)을 개선하여 수입, 안전, 인권 등이 개선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내었음.
- 나아가 노사는 사회적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별 기업을 뛰어넘는 합의를 이
루어 가고 있었음. 플랫폼 부문에서 사회협약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첫째, 플랫폼 산
업의 발전과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주고 더 많은 플
랫폼 기업들과 노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둘째, 플랫폼 노동 권익증진을
위한 수수료, 노동시간, 공정거래 등에서 사회적 기준을 마련. 셋째, 배달산업을 위시로
가사서비스, 대리운전 등 다른 플랫폼 노동 영역으로 사회협약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
성을 만들어 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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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랫폼 노동관계의 과제
�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
� 입증책임 전환, 사용자 책임, 알고리즘 공개
-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는 자신을 노동자나 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이용자나 회원으로
인식하기도 함. 노동자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영·생산자로 오인하기도 함. 수요자-판매
자 사이에 플랫폼 기업이라는 중간매개자가 낀 3면 시장의 특성과 모호한 노동자 정체
성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결성되더라도 실질적인 교섭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 플랫폼과 노동자 사이에 관리업체가 존재하는 경우, 지휘감독성이 존재하여 사용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바일 및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며 중간 관리업체
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음.
- 쿠팡이츠, 배민커넥트, 카카오드라이버는 중간 관리업체 없이 플랫폼과 노동자가 직접
일감을 거래. 플랫폼 노동 확산에 따른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 확대가 필요한 부분임.
- 근기법·노조법 개정을 통한 사용자 책임 명확화(일감 배정과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플
랫폼 → 사용자 책임 부여), 입증책임 사용자에게 부담, 노동자 개념 확대, 오분류 방
지
- 일감 배정, 등급(평점), 가격 결정, 계정 정지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주는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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