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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1장. 문제인식 – 새로운 노동의 출현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노동시장 변화 실태 포착 필요성
○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도 계약 및 고용관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20년 사이 세계화,
산업구조 변화, 기업의 경영전략 등에 의해 전통적 표준화된 고용계약(standard employer
contract, SEC)과 표준화된 고용관계(standard employer relationships, SER)를 벗어난 계
약과 고용방식이 확산하고 있음.

○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36.6%)이 높고, 20대층의 고용불안정이 확대되었
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비정규직 일자리로
의 취업과 실업의 반복이 나타나는 연령대 특징을 갖고 있음. 특히 한국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는 고학력 실업과 니트(NEET) 문제로,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2.5배 이
상 높은 상황임.

[그림 1-1-1]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및 고용관계

* 주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18년 8월)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는 245만명(전체 노동자의 12.3%) 중 비정규직 비율
13.4%였음. 고용노동부 2018년 3월 고용형태공시제 300인 이상 대기업 3,475개소 노동자는 487만명이며, 비정규직 비율은 39.8%(194
만명 → 직접고용 103만명 간접고용 91만명)였음.
* 자료 : 1) 임금노동자, 1인 자영업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년 원자료 분석
2) 특수고용(정흥준 외, 2019), 플랫폼노동(김준영 외, 2019)의 2018년 원자료 재인용

○ 노동계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비표준적 계약과 고용의 확대는 ‘제도적 배제’와 ‘차별’을 동시에
야기하는 문제가 지적하고 있음. 특히 파견노동(Agency)이나 영시간 계약(Zero hours)과 같
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부터, 종속적 자영자(Dependent Self-Employed), 독립 계약자

- 1 -

(Independent contractor)와 같은 모호한 고용관계의 문제제기 하고 있음.

○ 2018년 주요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특수고용 노동자(220만명, *플랫폼노동자 53만명 추정),
1인 자영업자(403만명) 비중이 증가한 것이 특징임. 노동시장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임금노동
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으나, 문제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독립계약
자/노동자(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의 증가임. 2018년 기준 1인 자영업자 비중은 70.9%로 고
용주(29.1%)의 2.5배 정도 되는 상황임(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8.8).

2)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논의
○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동부 연구과제로 진행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규모 추계’ 연구
에서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특수고용노동자 구분과 규모를 확인하고 있음.
이 조사의 함의는 비임금노동자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2), ‘무급
가족 종사자’(3)로 구분하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서 ㉠특수고용, ㉡새로운 유형, ㉢프리랜
서(1인 자영업자)로 세부화했음.
[그림 1-1-2] 한국 고용구조 및 고용형태별 구분과 규모

* 주 : 16만명 표본조사 중 응답자 30,632명 대상 분석(전화 52% + 모바일 48% 조사 : 2018년 10월 1일 ~ 11월 23일)
* 자료 : 정흥준(20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KLSI 고용노동 브리프》, 제 88호, 한국노동연구원.

○ 특히 특수고용과 새로운 유형의 노동형태와 관련해서는 [그림 1-1-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 그룹 - 특수고용 74만5천명, Ⓑ 그룹 - 특수고용 91만3천명, Ⓒ 그룹 - 새로운 유형 5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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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그룹 - 프리랜서(진성 1인 자영업자) 4개 형태로 구분하고 있음. 이는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부가조사(2018)의 50만6천명 수준에 비해 최대 4배 정도 많은 것인데, 새로 포착된 그룹
Ⓑ와 Ⓒ의 종사자들이 어떤 직업직종이며, 일하는 방식과 형태가 어떻게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플랫폼노동 관련 설문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김준영 외, 20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오은
진 외, 2019), 국가인권위원회(김철식 외, 2019) 연구보고서가 있음. 이들 보고서에서 플랫폼
노동 관련 설문조사는 422명∼817명 사이의 규모이며, 한국고용정보원은 일부 직업(4개: 택시,
퀵, 대리 등)만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온라인 노동 직업만을 대상으로 했음. 국가
인권위원회는 노동조합을 통한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된 단점들이 있음.

<표 1-1-1> 기존 플랫폼노동 관련 실태조사 연구현황 및 기초 특성
국내 기존 플랫폼노동 관련 실태조사 기초 현황 (2018년〜2019년)
조사 항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부가조사
(2018)

한국고용정보원
김준영 외1)
(20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오은진 외2)
(2019)

국가인권위원회
김철식 외3)
(2019)

성별

여 43.9%
남 56.1%

총422명
(여 9명, 남 413명)

총300명
(여200명, 남100명)

총817명
(여 321명, 남 466명)

연령별

15-34세 11.6%
35-54세 56.3%
55세 이상 32.1%

15-29세 18.5%
30대 12.3%
40대 2307%
50대 28.7%
60대 이상 16.8%

30대 미만 29.0%
30대 12.3%
40대 2307%
50대 28.7%
60대 이상 16.8%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3.7%
24.6%
20.7%
28.9%
12.1%

◯ 그럼에도 기존 논의들을 보면 플랫폼노동자들은 근로자성 문제 이외에 공정계약(부당계약), 표
준임금(합리적 단가 미흡), 산업안전(스트레스, 폭언폭행, 감정노동 등), 사회보험, 분쟁해결이나
부당대우 해결 등 정책적 요구에서 확인되고 있음.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들은 다양한 직업형태
들이 있고, 작어 방식 또한 온라인(웹)과 오프라인(장소지역)으로 구분되기에 사례조사 등을 통
한 세밀한 검토 통한 정책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대리운전, 음식배달, 퀵서비스, 택시운전
2) 교육도우미, IT개발자, 돌봄가사도우미, 문화예술콘텐츠, 일반사무, 전문사무, 단순노무, 생산기능직,
서비스종사자, 자영업, 데이터 관련업무
3)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 플랫폼택배, 화물운송, 가사돌봄, 웹툰․웹소설, 전문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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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의 초점은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등의 과정에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주요 노무제공
형태의 일자리 노동시장 상황과 구체적인 실태를 포착하는 것에 있음. 특히 주요 연구 내용은
주요 10여개 직업직군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심층인터뷰 방식의 질적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여 해당 일자리와 직업적 특성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했음.

○ 주요 연구내용은 일자리 계약과 선택 방식, 이력 경력 특성과 노동시장 실태(소득, 일자리 기
간, 빈 소득 기간 상황, 종속성과 자율성, 일감 선택과 방식, 정책개선 의견 등)를 파악할 예정
임. 연구대상은 기존 통계(55만명) 자료를 토대로 하여 세부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주요
해당 직업직군의 사전 문헌자료 검토 및 전문가 자문(노동법 2인, 경영학 1인) 통해 보완했음.
<표 1-2-1>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일자리 주요 분야 및 직업군들
분 야

대표적 새로운 노무형태 직업

조사 대상
10개 직업

IT
출판

웹프로그래머/디자이너, 어플리케이션 기획·개발자, 콘텐츠조정, 타이피스트(예:
리맴버) 등
통번역가, 출편집자, 출판 기획자, 디자이너 등

2개
1개

면접인원
47
뉴미디어
앱개발
번역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작가, 웹툰/웹소설, 애니매이션 작가, 애니매이션 제작·모션
애니매이션 디자인, 캐릭터 상품제작 등

2개

웹툰
웹소설

게임

게임기획자, 게임디자이너, 2D·3D 아티스트, 원화, UI디자이너, 개발자

1개

게임개발

영화예술

시나리오 작가, 그래픽 디자이너, 영화 편집, 동시녹음, 번역, 뮤지컬 배우 등

방송음악
건축‧디자인
뷰티헬스
광고
교육복지
유통
기타
판매/배달

PD, FD, 작가, 그래픽 디자이너, 분장코디, 스타일리스트, 웹디자인/썸네일,
공연기획자, 디지털콘텐츠 개발자, 라디오 리포터 등
제품·산업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포토그래퍼,
분양하우스/중개자 등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디자이너, 헬스 트레이너, 체형관리사, 네일아트 , 건강
컨설턴트 등
광고/마케팅, 홍보/PR, 전시 및 상품기획/MD 등
문화센터·방과후·보습학원 강사, 음악/노래·영어학원 강사, 아이 성악/국악 선생,
그림 강사, 심리/미술치료/상담사, 과외 등
유통(백화점/마트), 물류도소매, 배달 등
행사도우미, 경영컨설턴트, 영업사원, 모델하우스 분양, 출장 손세차, 애견이미용사,
여행가이드, A/S 기사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원, 화장품 방문판매원, 자동차 판매(딜러), 잡지 판매원,
야쿠르트, 우유 매달 등

뉴미디어

1개

중개업

1개

트레이너

2개

과외
상담

* 주 : 전통적 특고 및 논의 직종(보험설계, 대리/퀵/화물/셔틀기사/건설 및 각종 배달 등)은 조사 제외.

○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실태조사는 산업구조 및 기술발전 과정에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노무
제공 형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자료, 직종별 현황 자료, 면접조사 등을 통해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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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첫째, 문헌자료 조사는 전체 연구조사 방향성, 체계성, 구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실태
조사 기본 방향을 설계하는데 참고 했음. 또한 각 직업·직종별 현황 자료는 객관적 사실에 기
초한 자료검토를 통해 연구조사 과정에서 참고 했음.
<표 1-2-2> 2020년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실태조사 영역
조사 영역

조사 자료 목록

비고

기존 통계 자료
재검토

특수고용 규모 : 정흥준 외(2019)
플랫폼노동 규모 : 김준영 외(2019)

기존 양적조사의
일반적 현황 검토

각 직업/직종별
주요 현황 자료 검토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각 직접/직종/일자리 기초 현황 검토

기존 문헌/자료 검토

질적분석
사례조사 및 면접조사

각 영역별 직접직종의 사례조사
해당 종사자 심층 인터뷰(F.G.I)

10개 직업별 인터뷰(47명)

<표 1-2-3>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면접조사 대상 현황(N=47)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25

10

10

4

1

여성

22

11

8

3

전체

47

22

18

7

1

○ 한편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진이 각 대상별 다양한 주체의 협조를 통해
각 대상별 47명(여성 22명, 남성 25명)을 면접조사 했으며, 주로 인터뷰는 개별적인 네트워크
(눈덩이 표집)를 통해서 진행되었음. 둘째,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의 정책개선 방안을 위해 이해
당사자 집단(노동조합과 협의회)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음.
<표 1-2-4>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면접조사 기초 속성(N=47)
연번

업종

분야 직무

1
SW
개발
모바일
앱개발

2
3
4
5
6

7

IT게임
소프트
웨어

모바일, PC게임
시나리오 (기획)
모바일, PC게임
일러스트/2D
디자이너
모바일게임, VR,
AR.
프로그래머

고용형태
전업/부업

경력

플랫폼
활용유형

연령대

성별

월소득
수준

프리랜서
(창업)

3년

-

30대 초반

남

340만원

비상주 프리랜서

20년

40대 후반

남

260~
500만원

상주 프리랜서

7년

30대 초반

남

600만원

재택 프리랜서

12년

40대 초반

남

240만원

프리랜서
부업

12년

-

30대 후반

남

300만원

프리랜서
부업

10년

-

40대 초반

여

정규직 수준

프리랜서
부업

5년

-

20대 후반

남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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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프리모아
온라인
커뮤니티,프리모아
온라인
커뮤니티,숨고

연번

업종

8

분야 직무
IT QA

9
10
11

웹툰

웹툰

12
13
번역 사회적 기업
운영

14
15

영상번역 (영어)
번역

16
17
18
19
20

웹소설

21
22
23
24
25
26

교육
과외

27
28
29

산업/문서 번역
(영어)
산업/문서/영상번역
(소수언어)
판타지
로맨스
로맨스/
판타지/GL
현대판타지/
로맨스
로맨스 판타지
교과 과외
대입 지원

1년

-

30대 초반

여

240만원

20대 중반

여

250~300

20대 중반

여

250~300

20대 중반

여

250~300

20대 중반

여

250~300

20대 중반

여

250~300

7년
5년
6년
2년
3년

유료 웹툰전문
플랫폼
유료 웹툰전문
플랫폼
유료 웹툰전문
플랫폼
유료 웹툰전문
플랫폼
유료 웹툰전문
플랫폼

7년

x

50대 초반

남

-

8년

x

30대 후반

여

300만원

40대 초반

여

-

30대 초반

남

-

40대 초반
30대 초반

남
여

-

30대 중반

여

-

주업

4

-

40대 후반

남

100만원

주업
부업
부업

3
2년차
3년차

30대 중반
20대 초반
20대 초반

여
여
남

30만원
1천만원

교과 과외

부업

3년차

20대 초반

남

100만원

교과 과외

부업

3년차

20대 초반

남

80만원

교과 과외
성인 레슨
성인 레슨

부업
주업
부업
프리랜서
전업
프리랜서
전업
프리랜서
전업
프리랜서
전업
프리랜서
전업
프리랜서
전업
프리랜서
전업
자영업자
전업
자영업자
전업
기간제, 프리랜서
부업

2년차
3년차
3년차

매칭형
마켓형
마켓형
매칭형
마켓형
매칭형
마켓형
매칭형
마켓형

20대 초반
20대 중반
20대 중반

여
여
남

250만원
30만원
50만원

2년

헬스장

20대 후반

남

400만원

1년 반

헬스장

20대중반

남

300만원

5년

피티샵

20대 후반

남

300~500만원

4년

피티샵

20대 후반

여

300만원

1년

피티샵

20대 후반

남

250만원

5년

-

30대 초반

여

200~300만원

9년

-

40대 초반

여

-

7년

네이버 익스퍼트

30대 중반

여

-

6년

트로스트, 네이버
익스퍼트

30대 중반

남

100~400만원

1년

-

20대 후반

여

-

3년

유튜브, 네이버

30대 중반

남

100∼150만원

퍼스널
트레이너

아동

36

청소년, 성인
정신건강, 성인

38

사이코 드라마

39

청소년
뉴미디어

월소득
수준

-

35

40

성별

2

34

상담

연령대

주업

33

37

플랫폼
활용유형

2
2

31
체육
문화

비정규 계약직
전업
프리랜서
전업
프리랜서
전업
프리랜서
전업
프리랜서
전업
프리랜서
전업
자영업
전업
프리랜서
전업
프리랜서
부업
프리랜서
전업
부업
부업

경력

80~90%
(업워크)
10~20%
(바벨탑, 크몽)
-

30

32

고용형태
전업/부업

웹드라마
영상 제작 전반

프리랜서
부업

1년
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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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종

지원(제작실장,
기획, 연출, 촬영,
편집)
예능,회사 홍보물,
행사스케치 영상
촬영, 편집
정부/공공기관
콘텐츠
영상 편집,
자막/CG, 그래픽
아티스트
예능,
정부/공공기관
콘탠츠, 디지털용
광고 영상
작가

41

42

43

44

고용형태
전업/부업

경력

플랫폼
활용유형

연령대

성별

월소득
수준

프리랜서
전업

2년

유튜브

30대 초반

남

200만원

용역업체
근로계약
전업

3년

유튜브

20대 후반

여

250만원

자영업(현)
프리랜서 부업

5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30대 초반

남

100∼150만원

1개월

네이버
직방

30대 초반

여

-

6개월

네이버

20대 후반

남

50만원

30대 초반

남

300만원

30대 초반

남

80만원

분야 직무

부동산중개 보조

45

부동산중개 보조
임대

46

부동산중개 보조

47

부동산중개 보조

프리랜서
부업
프리랜서
부업
프리랜서
전업
프리랜서
전업

6년
3개월

네이버
직방
네이버
직방

2) 연구방법 및 구성
○ 연구조사 보고서는 기존 논의와 선행 연구 특징 및 실태를 요약하고,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일
자리의 사례별 실태조사 직업직군(10개)을 3개 유형별(온라인 노동유형, 오프라인노동유형)로
구분하여 검토했음. 또한 연구조사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조사 시사점을 통해 제도적·정책적
과제를 모색했음.

<표 1-2-5>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면접조사 기초 속성(N=47)
구분

온라인 노동형태 유형

오프라인 노동형태 유형

직업
구분

1. 소프트웨어개발 및 IT 기술지원
2. 법률, 회계, 교육, 광고, 출판, 성우, 번역 등
전문 서비스
3. 유튜브나 방송,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트 등 창
작활동
4. 데이터 입력, 컴퓨터로 하는 단순 문서 작업 등
5.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6. 기타

1. 운전, 배달, 화물운송, 이사, 심부름 등 운송
2. 청소, 수리, 돌봄노동, 가사노동, 건설노동, 반
려동물돌봄 등 지역기반 서비스
3. 교육, 과외, 취미생활레슨, 지역 여행 가이드,
인테리어 등 전문서비스
4. 주문제작, 세탁, 세차, 장례, 웨딩플랜, 미용 등
5. 임대업
6. 기타

* 주 : 온라인, 오프라인 형태 구분은 장지연(2020)의 보고서를 준용했음.

○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다양한 일자리 사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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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조사는 특수고용형태와 프리랜서 사이의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노동시장 주요 특성(인적 속성, 노동시장 이력, 작업조건, 소득 및 시간, 계약 방식, 일자리
선택 맥락 등)을, 직업직군 사례조사(case study) 형태의 질적조사(심층면접)를 통해 구체적
으로 검토했음.
- 기존 선행 연구들이 양적 조사(규모 추계, 설문조사)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조사는 새로운 노
무제공 형태의 일자리 관련 직업직군별 사례조사와 심층 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양적조사에
서 포착하지 못한 작업과정의 실태와 노동시장 맥락(이력경력)을 포착하는데 그 의의가 있
음.

○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직업직군과 노동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다양한 일자리 직업직군 유형(약 10개)의 특성과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다양한 법제도 및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음.
특히 2018년 조사된 55만명의 새로운 유형의 노무제공 형태 일자리 특성 중 주요 업종의
사례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데 시사점이 있음.
- 본 연구조사는 기존 통계 자료 및 설문조사 등을 참고하여, 국내 새로운 노무 제공 형태의
작업조건과 일자리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정부 및 이해당사자 집단에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이 있음. 특히 해외 주요 국가들의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보호방안을 검토하여, 국
내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음.
- 보고서는 총 10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장은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기존 선행연구와
현황들을 정리했음. 3장부터 10장은 온라인 노동유형(3장∼5장), 오프라인 노동유형(6장∼8
장)의 각 사례를 정리했음. 9장은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보호방안(국내외 제도적, 정책적
논의)을 정리했고, 10장은 전체적인 내용 요약과 정책과제를 제시했음.4)

4) 본 연구는 10개의 새로운 노무제공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질적연구) 형태로 진행되었기에
해당 업종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황이 아닐 수 있으며, 연구조사 인터뷰 시점(6월-9월)이 지난
2020년 4/4분기에 업종이나 기업의 경영상황이 바뀌어 해당 실태가 바뀌었을 개연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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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논의와 특징
1.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논의와 특징
◯ 산업구조, 기술발전, 노동환경 및 일에 대한 가치관 변화(자유로운 일 선택 선호도 증가: 청년·
여성 등)로 인한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독립계약자 등이 증가하고 있음. 노동유연화
및 모바일기기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한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일자리 증가하고 있음. 과학기
술 기반의 신산업 출현으로 플랫폼노동이나 프리랜서 등의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디지털)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과 같은 새로운 노무제공 일자리는 명확한 법적개념
부재로 인하여 정확한 규모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고, 실태조사 조차 없는 곳들이 대부분임. 국
내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중 플랫폼노동자는 한국고용정보원(김준영, 2019)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취업자의 2%(53만명) 정도로 추정됨. 한편 한국노동패널(2017) 분석하면 프리랜
서 규모는 311,451명(서울지역 71,613명 : 여성 76.7%, 30대 38.3%) 정도로 추산됨.
[그림 2-1-1] 디지털 플랫폼노동 유형 구분과 사례

* 자료 : Smith(2017), ILO(2018)의 분류 기준과 전병유(2019)에 한국 사례를 포함하여 김종진 외(2019) 재구성.

◯ 플랫폼노동(Platform work)의 정의는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플랫폼을 이용
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문제해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 혹은 소득을 얻는 일자
리"로 규정됨(ILO, 2018; OECD, 2019). [그림 2-1-1]처럼 국제기구들은 플랫폼노동을 '새로
운 형태의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웹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노동(온라인 수행 작업)과 지역기

- 9 -

반의 긱 플랫폼노동(오프라인 호출형 작업)으로 구분함(ILO, 2018·2019; EU, 2018).5)
[그림 2-1-2] 플랫폼노동 접근과 보호의 차이 : 포괄성과 구속력

높음

규
정
구
속
력

낮음

적용 범위 포괄성
[접근A] ILO

ILO 적용 범위 확대, 자영업자까지 포괄 보호,
최소한 조건과 기준, 모니터링, 규범 설정 등

자국 법조항 적용 검토(조세와 사회보장)
: 독일,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등

[접근B] EU, 볼료냐
높음

낮음
[접근C] 개별 국가

[접근D] 프랑스, 켈리포니아

[EU] 범위 확대, 사법적 판단과 지침, 권장사항과
같은 규칙 포괄

[프랑스]

고용 지위와 관계없이 플랫폼노동자를
사회적 보호 목적 입법 적용

[사회협약] 도시의 디지털 일자리 협약(이탈리아
볼료냐시)

[지 역] 노동자 적용 법률 시행(미국 캘리포니아)
[단 협] 단체협약 동일 조건 적용(덴마크 힐퍼)

자료 : Broecke(2019), EU(2018), ILO(2019, OECD(2019) 내용 토대로 김종진(2019) 유형화 재구성.

◯ 플랫폼노동에 대한 국내외 대응은 현재 플랫폼노동 문제를 둘러싼 국제기구나 각 나라별 접근
은 다양하고, 개별 대응도 차이가 있음. 다만 플랫폼노동의 접근 방법과 적용범위의 포괄성, 규
정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 가능함.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도 플랫
폼노동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플랫폼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사회적 보호
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논의 될 수 있음.

◯ 국내 플랫폼노동 관련 주요 직업군은 대략 10개 분야로 논의되고 있으며, 주요 현상적 특징적
내용으로 보면 전통적인 프리랜서 성격의 일자리가 다수임. 따라서 노동연구원(2019) 발표에서
확인된 ‘새로운 유형’ 55만명의 일자리는 통계적 규모 추이와 실태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들
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현상적으로는 계약 방식과 주체, 일자리 제공 특성(작업 일수,
시간 등)에 따라 여러 형태가 혼재(특고, 새로운 유형, 프리랜서)되어 나타날 수 있음.

5) 국내 플랫폼노동 연구조사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김준영 외, 2019), 국가인권위원회(장귀연·김철식
외, 2019),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서울연구원(김종진 외, 2019)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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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플랫폼노동 유형과 숙련 수준 구분
저숙련

고숙련

클라우드 노동
(Cloud work: web-based digital labor)

Ⅰ. Microtasking crod work
(Amazon Mechanicak Turk)
: Micro task

Ⅱ. Freelance marketplaces
(이랜서, 위시캣, 프리모어, 크몽)
: Macro task

긱 노동
(Gig work: location-based digital labor)

Ⅲ. Transportation and delivery service
(Uber, 딜리버루)

Ⅳ. Household services & Personal
services (Medicast, UrbanSitter)

1)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변화 문제
○ 21세기 후반부에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 새로운 노동의 변화에 착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음(Neufeind, M., O’Reilly, J., & Ranft, F.; 2018). 무엇보다 2010년대
이후 디지털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중대한 변화이며, 주요 흐름은 디지털 정보의 집중화, 대
량맞춤생산(mass customization), 서비스화(servitisation), 자원 효율성의 극대화 현상에 초
점을 두고 있음(김종진, 2018).

○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 사이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는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주고 있음.
특히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발전 과정에서 노동시장은 기존 표준화된 표준적 고용계약
(standard employer contract)이나 고용관계(standard employer relationships)가 아닌,
‘비표준화된 계약’과 ‘고용방식’이 진행되며 노동시장은 이전과 다른 변화가 확인되고 있음. 주
로 특수고용노동이나 플랫폼노동, 독립계약자와 같은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가 주목받고 있음.

[그림 2-1-3] 노동시장의 다양한 고용다변화와 일자리

* 자료 : 장지연(2019)의 내용 수정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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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 과정에서 비공식노동(informal work) 혹은 일반적인 자영업자
(self-employed workers in general), 자유직업 종사자(those who practise liberal
professions),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플랫폼노동자(Platform worker)와 같
은 새로운 일자리 출현은 여타의 문제점도 제기 받고 있음. 이들 집단은 우리 사회의 기존 법
제도(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사회보험,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함.

○ 디지털경제 시대, 플랫폼 일자리는 디지털 고용관계(digital employment relations)가 형성되
어 다양한 사회적 논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음.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익명성, 최소한의 커뮤니
케이션, 전자적 교환, 일부 고숙련과 자율성을 갖고 있는 노동의 형태(디지털 플랫폼화)를 제외
하고는 테일러리즘 원리에 따라 조직화되는 디지털 노동분업(digital division of labor)만이
양산될 수 있음(김종진, 2019).

○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거리비용 축소와 이윤 확대 측면에서 기존의 양면시장(two-sided
markets)에서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s)으로 확장되고 있음. 데이비드 와일(2018)은 자
본의 이윤 축적 방식이 변화되고 있는 현상을 유통 시스템에서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음. 기
존 양면시장에서는 시장의 하청, 아웃소싱 등이 초점이었다면, 현재는 생산과 판매 이외의 서
비스 제공 과정(배송운송)까지 고용문제가 연결되고 있는 현상이 확인됨.6)
[그림 2-1-4] 한국 - 지역 기반형 플랫폼노동의 작업방식과 고용형태

자료 : 각 해당 기업 관계자와의 토론 내용 토대로 재구성(김종진, 2020)

6) 가이 스탠딩(프레카리아트)이나 데이비드 와일(균열 일터, The Fissured Workplace) 논의가 대표적
임. 가이 스탠딩은 불안정한 직업과 저임금,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배제 받고 있는 집단으로 ‘프레카리
아트’(Precariat)에 초점을 두고 있고, 데이비드 와일은 ‘고용털어버리기’(shedding employment)로
지칭하면서, 프랜차이징, 아웃소싱 등 기업의 유연전략을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이윤과 고용 메커
니즘으로 보고 있음.

- 12 -

[그림 2-1-5] 웹 기반형 플랫폼노동의 작업방식과 고용형태

자료 : 장지연(2019)의 내용 수정·추가 재구성(김종진, 2020).

[그림 2-1-6] 웹기반 플랫폼노동의 작동 방식: B2B 크라우드소싱

자료 : 김종진 외(2019).

○ 한편 국내외 플랫폼노동의 주요 쟁점은 고용지위와 관련하여 노동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문제
인데, 고용형태 오분류(mis-classification) 문제, 회색영역에 대한 보호 문제, 제3의 고용지위
부여 방안 문제로 요약됨. 가장 큰 쟁점은 전통적인 특수고용 논쟁처럼 고용형태 오분류 논의
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와 자영자의 고용형태를 명확히 정의하고, 위장자영자로 고용할 경우
벌칙 등 엄격한 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임. 이런 맥락에서 주요 국가들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음(<표 2-1-2>).

○ 둘째, 회색영역 보호는 노동자와 자영자 사이의 중간지대에 구분되는 노동자에 대해 공정한 임
금과 차별 금지, 적정 노동시간, 산업안전과 건강 등 권리와 혜택을 확대하거나 사업주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임. 셋째, 제3의 고용지위 부여는 새로운 중간고용 상태를 설정하고
표준적인 임금노동자의 권리와 보호의 일부를 적용하자는 의견임.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계약방식의 비표준적 확대, 고용형태의 파편화 등 부정적 요소가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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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플랫폼노동의 각 국가, 지역별 법률 소송과 갈등 현황
국가

결정 단위

결정일

해당 플랫폼

청구자

청구 내용

결정 내용

벨기에

고용관계조정행정위
(CRT)*

2018.2.23.
2018.3.9

Deliveroo

배달 라이더

고용계약 존재

고용계약 존재

프랑스

파기환송법원**

2018.11.28.

Take Eat, Easy

배달 라이더

피고용인(employee)
지위확인

라이더는 피고용인이며
그들 사이의 계약은
위장된 자영업 관계

Turin 재판소

2018.4.11.

Foodora
배달 라이더

밀란 재판소

2018.7.

Foodinho

해고 부당성의 전제로 서 배달 라이더는 피고용인
피고용인 지위 인정
아님

암스테르담 법원(1심)

2018.7.23.

Deliveroo

배달 라이더

시급임금과 유급휴가권의
근거로서 고용계약 존재 고용계약 미존재
확인

암스테르담 법원(1심)

2019.1.15.

Deliveroo

배달 라이더

고용계약 존재

바르셀로나노동사회
보장감독국***

2015

Uber

사회보장제도 피고용인
바르셀로나택시운전기
등로의무 위반에 대한
사연합
제재

발렌시아·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사회법원

2018-2019

Deliveroo/ Take Eat /
배달 라이더
Easy/Glove

고용계약 존재

피고용인 인정 판결 3건,
자영업자 판결 2건

중앙중재위원회
(CAC)

2017.11.14.

Deliveroo

배달 라이더

라이더 노조 인정의
전제로서
노동자(Worker) 지위
확인

라이더는 노동자 아니라
자영업자

항소법원

2018

Uber

우버 운전기사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인정되는 노동자 지위
확인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

뉴욕 실업보험민원실**** 2018.7.12.

Uber

우버 운전기사

실업급여 수급 등 제한된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피고용인
피고용인 지위 인정
지위 인정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 2015.6.16.

Uber

우버 운전기사

피고용인 지위 확인

운전기사는 피고용인

뉴욕 실업보험국
민원회의소*****

Uber

우버 운전기사

피고용인 지위 확인

운전기사는 피고용인

캘리포니아북부지방 법원 2018.2.8.

Grubhub

배달 라이더

피고용인 지위 확인

라이더는 피고용인 아님

펜실베니아동부지방 법원 2018.4.18.

UberBlack

리무진 운전기사

피고용인 지위 확인

운전기사는 피고용인
아님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2018.7.12.

자료 : Isabelle et al, 2019, The platform economy and social law : Key issu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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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존재

[그림 2-1-7] OECD 애매한 고용의 구분 쟁점 도식

자료 : Broecke, Stijn, 2019, Protecting the vulnerable self-employed some policy options, OECD의 내용 재구성.

2.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검토와 실태
1) 기존 선행연구 유형과 특징
◯ 국내 새로운 유형 관련 다양한 연구는 고용 규모 추계, 법제도적 및 정책 검토, 다양한 유형
구조와 사례, 실태조사(양적, 질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주요 새로운 유형 연구조사는 △고
용 규모 추계는 정흥준(2019), 김준영 외(2019), △법제도적 검토는 박지순·김희성 외(2017),
장귀연·김철식 외(2019), △정책과제 제시는 박지순·김희성 외(2017), 김종진 외(2019), 장귀
연·김철식 외(2019), △다양한 유형 구조와 사례 장지연·이승철 외(2018), 길현종 외(2016), 이
승렬·박명준 외(2013), 이승렬·이용관 외(2018), △실태조사는 김종진 외(2019), 김종진(2018),
신태중·이종수 외(2019), 오은진 외(2019), 장귀연·김철식 외(2019)로 구분됨.

◯ 기존 주요 선행연구 분석 결과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사례 및 심층연구조사(면접조사, 인터뷰)
는 부재한 편임. 물론 기존 연구조사 중 일부(김종진 외, 2019; 길현종, 2016; 이승렬·박명준
외, 2013, 이승렬·이용관 외 ,2018)는 특정 직업직군이나 사례가 소개되기도 함. 따라서 산업
구조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노무제공 형태’의 다양한 일자리와
관련된 사례연구(심층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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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일자리 주요 분야 및 직업군들
구분

연구 과제

법제도

* 박지순·김희성 외(2017), 『새로운 노무제공방식 관련 실태 및 제도적 대응방
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고용노동부.
* 장귀연·김철식 외(2019),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
원회.

* 새로운 노무제공 국내외 논의
IT배달 등 플랫폼노동 중심
* 법제도 국내외 논의
장소지역기반 플랫폼노동 중심

검토 사항

규모
추계

* 정흥준(20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고용·
노동 브리프》, 제88호, 한국노동연구원.
* 김준영 외(2019),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특수고용 규모 추계
: 새로운 유형 55만 추정
* 플랫폼노동 규모 추계
: 53만명 추정(웹기반 다수 미포착

국내외
정책

* 박지순·김희성 외(2017), 『새로운 노무제공방식 관련 실태 및 제도적 대응방
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고용노동부.
* 김종진 외(2019), 『서울시 디지털플랫폼노동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서울연구
원.
* 장귀연·김철식 외(2019),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
원회.

* 새로운 노무제공 정책 과제 제시
* 플랫폼노동 국내외 정책 과제 제시
* 플랫폼노동 법률, 정책 과제 제시

* 길현종 외(2016),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렬·박명준 외(2013), 『프리랜서의 노동과 위험: 프리랜서 사회안전망 구축
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렬·이용관 외(2018),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I):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
이터』,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이승철 외(2018),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정책
적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 새로운 경제 출현과 고용 형태

* 장귀연·김철식 외(2019),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
원회.
* 오은진 외(2019), 『온라인 기반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여성플랫폼 노동의 현실
양적 진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태
* 김종진(2018), 『서울지역 프리랜서 실태와 특징』, 서울시 공정경제과.
조사
* 신태중·이종수 외(2019), 『서울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프리랜서의 노동실
태와 권익개선방안』, 서울노동권익센터.

* 플랫폼노동 설문조사(n 872명)

고용
구조
유형

* 김종진 외(2019), 『서울시 디지털플랫폼노동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서울연구
질적
원.

* 프리랜서 각 직업군 사례조사
* 미디어 콘텐츠 조정 사례 연구
* 디지털화와 일자리/고용 대응 과제

* 웹기반 플랫폼 설문조사(n=300)
* 프리랜서 설문조사(n=1000)
* 프리랜서 설문조사(n=583)
* 주요 플랫폼 운영기업 및 노동자 사례조사

2)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주요 문제점
(1)

일감 단절과 소득 불안정 낮은 보수
,

◯ 새로운 유형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김종진, 2018; 신태중·이종수 외, 2019) 월 평균 수입은 최
저임금이나 지자체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음. 보수책정 기준이 ‘업계의 관행’이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업무 및 보수가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업계관행에 따라 정해지는 것
으로 확인됨.

◯ 낮은 보수·수입대비 열악한 노동환경, 단기계약으로 인해 안정적 생계유지 곤란한 사람도 존재
함. 주요 실태조사 결과(김종진, 2018; 신태중·이종수 외, 2019),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없다는 응답이 54.6%로 나타났으며 정기적/지속적 일감이 있는 경우에도 ‘단 1곳’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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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66.7%로 나타남. 반면, ‘낮은 보수단가로 인한 과도한 노동량’ 및 업무에 대한 책임 전
가 등으로 체감 업무강도는 높은 상황임.7)

(2)

불공정 거래 및 권익 침해 사각지대
,

◯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일자리는 구두계약, 불리한 계약,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 계약피
해가 빈번하다는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2018),
계약서 미작성(44.2%), 일방적 계약해지(15.1%), 보수지급 지연·체불(23.9%) 등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났음. 특히, 계약해지나 보수체불에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갔다’는 응답이 각
각 88.1%, 62.8%로 나타나 적극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한편 일부 업종과 직업군에서는 유사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일자리들에서 정규직과 유사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도 업무, 휴가, 교육 등 차별 발생하다는 인식이 있음. 방송사 프리랜서들의 경
우 정규직에 비해 업무, 휴가, 교육, 공간 등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경험
비율도 49%에 달함(’17. tbs 노동환경 실태조사). 그러나 현재의 법률의 계약관계에서 보면 이
들은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3)

불공정 거래 및 권익 침해 사각지대
,

◯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일자리는 기존의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산재보험,
휴가, 초과근무, 퇴직금 등의 기본적인 법적 사회보장제도 미적용 받고 있음(9개 특수고용 산
재 임의가입 적용). 한편, 최근 사용자의 지휘·감독 받는지 여부, 운영규칙 적용 여부 등을 근
거로 새로운 노무제공 일자리 중 법원 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례도 발
생하기도 함(특수고용 논쟁: 타다 드라이버, 요기요 배달 라이더).

7) 한편,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일자리는 증가하는 은퇴자, 사회초년생, 육아맘 프리랜서에 대한 맞춤형
지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정책 지원 사업으로는 워킹맘 보육 지원, 은퇴자 1인 창직 코칭 활성
화, 사회초년생 업무연계 지원 등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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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새로운 노무제공형태 실태와 특징 –
온라인

3장 소프트웨어개발 및 IT 기술지원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 개발자
1) 조사 개요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개요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이하 앱개발자)는 소프트웨어 종사자의 일부로 PC가 아닌 모바
일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개발하는 직종임. 자동차 등 제조업을 비롯해 화학, 금융, 전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며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한 수
요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소프트웨어 업계는 고급 인력 수요와 공급에 미스매치가 만연함.
-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70% 이상을 IT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약 24~30만 명의 소
프트웨어 직군 종사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프리랜서 개발인력은 약 3~5만 명으
로 예상하고 있으나 프리랜서 특성상 프로젝트마다 고용 관계가 단기 계약직, 독립 계약자
등으로 다양한데다 계약을 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추산은 어려움(유재흥 2018).
- IT 개발자들의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이슈가 빈번하게 제기될 정도로
이들의 노동 불안정성은 큰 편이며 이러한 이유로 기업에 소속되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음(노성철, 2019:410). 모바일 앱개발자의 경우 정부 부처나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대형 프로젝트 외에도 일반 개인이 의뢰하는 소규모 개발 업무를 담당
하는 경우도 많음. 특히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개발자들이 많으며 본 연구는 프리랜서 모
바일 앱개발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노동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함.

○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기존 연구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고착화 된 하도급 구조와 이러
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저숙련 체제가 재생산 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노성철 2019, 유재흥 2018 등).
- 노성철(2019)은 한국 SI 산업의 하도급 가치사슬 구조에서 발주처, 수행업체, 하도급 업체,
숙련개발자 등의 행위자들이 취하는 숙련전략과 상보성이 어떻게 저숙련 균형으로 이어지는
지 분석하고 개발자들의 숙련 평가 및 보상제도의 개선을 제안함. 유재흥(2018)은 소프트웨
어 프리랜서 개발자의 과업 수행 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투명한 계약 문화 조성, 프리랜서 피해 구제 체계 구축, 프리랜서
의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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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2020년 5월 13일 “플랫폼 경
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 IT·SW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를 발표하
였음.
- 해당 합의문은 IT와 SW 산업에서 만연한 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매칭, 고급 개발자 부족, 프
리랜서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주목하여 계약 관계의 투명성을 높여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
선하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IT·SW 인력·프로젝트 중개 플랫폼 및 종사자의 지속가
능한 발전 모델 구축, IT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IT 인력·프로젝트 중개 플
랫폼 기업 자율규범 실행 추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특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에 주목하여 이들의 고용 계약과 노동 과정을 분석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였음.

○ 연구 방법
- 블로그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모바일 앱개발 프리랜서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였고 서
울 및 경기에 거주하는 4명의 앱개발자를 모집하였음. 사전에 연구의 취지와 목적, 사례비
지급을 포함하여 인터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면접자들을 대상
으로 면접 장소와 시간을 협의하여 진행함.
- 면접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진행되었고, 면접자의 동의를 구한 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활용하여 녹음하였음. 면접 후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질문하였고 계약서 등 실제
면접자들이 활용한 실물자료를 요청하여 동의를 구한 후 연구에 활용하였음. 녹취록은 본
연구의 공통 분석틀을 활용하여 고용계약과 소득, 작업조건과 노동 과정, 직업 선택과 경력,
교육훈련과 사회적 안전망, 종속성과 자율성, 부당대우 및 차별, 이해대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인터뷰 참여자 특성은 <표 3-1-1>과 같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모바일 앱개발자로, 컴퓨
터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나 게임 개발자는 분석에서 제외됨. 참여자 네 명 모두 프리랜서 형
태로 모바일 앱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네 명 모두 성별은 남자, 나이는 30대부터
40대 후반까지 다양하게 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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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업 - 면접자 인적 특성
고용형태
전업/부업

경력

플랫폼
활용유형

연령대

성별

월소득
수준

수수료

311

프리랜서
(창업)

3년

-

33세

남

340만원

-

312

비상주
프리랜서

20년

49세

남

260~
500만원

-

313

상주 프리랜서

7년

33세

남

600만원

-

314

재택 프리랜서

12년

41세

남

240만원

-

ID

분야 장르

SW
개발

직무 경험

모바일
앱개발

온라인
커뮤니티,
프리모아
온라인
커뮤니티,
프리모아
온라인
커뮤니티,
숨고

2) 사례조사 결과 분석
(1)

산업 및 시장 환경 변화

○ 앱개발 관련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수는 <표 3-1-1>과 같이 지난 7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
음. <표 3-1-2>을 보면 2018년 기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업체 수는 약 6천
개, 종사자수는 9만여 명이며,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종의 종사자 수
가 11만 명을 초과함.

<표 3-1-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수 변화
2013

2014

2015

2016

2017

(단위: 천명)
2018
201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215

239

243

243

252

284

307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115

125

143

129

146

132

14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22)

243

261

265

256

270

305

325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상반기)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분류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이하 앱개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 222 ‘컴퓨터 시스
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에 해당하며 세분류는 222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가까움.
- 222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사용자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명령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 환경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환경을
변경하는 직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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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 (2018년)
사업체

(단위: 개, 명)
종사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6,632

90,28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6,339

73,29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7,533

115,886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산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정보통신업 중 582 ‘소프트
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가깝고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과도 관련
있음.
-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컴퓨터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및 게임
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 수정 및 시험하거나 컴퓨
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산업활동과 고객의 사업장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
련 전문적·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함.

○ <표 3-1-4>는 2019년 SW기술자의 평균임금으로 시간당 2~5만원의 비교적 높은 임금 수준을
보여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모바일 앱개발자들의 평균 단가 역시 소득 불안정이 문제될 만큼
낮은 수준은 아니었고 이들의 불안정성은 주로 클라이언트와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함을 찾아
볼 수 있음.

<표 3-1-4> 2019년 (2020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일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

시간평균 임금

① IT기획자

403,081

8,424,393

50,385

② IT컨설턴트

437,900

9,152,103

54,737

③ 정보보호컨설턴트

340,978

7,126,439

42,622

④ 업무분석가

501,090

10,472,778

62,636

⑤ 데이터분석가

335,799

7,018,209

41,975

⑥ IT PM

362,780

7,582,109

45,348

⑦ IT PMO

410,270

8,574,648

51,284

⑧ SW 아키텍트

389,104

8,132,265

48,638

⑨ Infrastructure아키텍트

461,684

9,649,203

57,711

⑩ 데이터 아키텍트

399,985

8,359,679

49,998

⑪ UI/UX 개발자

258,696

5,406,750

3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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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

시간평균 임금

⑫ 응용SW 개발자

305,985

6,395,094

38,248

⑬ 시스템SW 개발자

247,970

5,182,563

30,996

⑭ 임베디드SW 개발자

271,214

5,668,383

33,902

⑮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274,324

5,733,364

34,290

⑯ NW엔지니어

327,598

6,846,793

40,950

⑰ IT시스템운용자

278,605

5,822,848

34,826

⑱ IT지원 기술자

183,743

3,840,221

22,968

⑲ SW제품 기획자

426,419

8,912,158

53,302

⑳ IT서비스 기획자

383,295

8,010,861

47,912

㉑ IT기술영업

376,746

7,874,001

47,093

㉒ IT품질관리자

402,554

8,413,382

50,319

㉓ IT테스터

198,611

4,150,962

24,826

㉔ IT감리

340,109

7,108,276

42,514

㉕ IT감사

398,085

8,319,985

49,761

㉖ 정보보호관리자

376,529

7,869,458

47,066

㉗ 침해사고대응전문가

278,202

5,814,424

34,775

㉘ IT교육강사

321,017

6,709,263

40,127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기술 발전과 플랫폼 활용과 관련하여, 앱개발자들은 플랫폼을 활용하기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음. 한 번 일을 한 개인이나 기업이 다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밖에 인맥으로 업무를 받는 경우도 있음.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 중 한 명은 플랫폼 숨고
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데 이 참가자는 앱개발을 가르치는 일도 진행하고 있어 숨고를 이용하
였고 일반적인 앱개발 일은 숨고를 통해 얻지 않음.

○ 모바일 앱개발 프리랜서는 크게 상주 프리랜서와 비상주 프리랜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주 프
리랜서는 프리랜서이지만 발주처에 상주하며 일하는 형태이고 비상주 프리랜서는 일반 프리랜
서와 같이 업무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일하는 형태임. 본 연구는 상주 및 비상주 프리랜서
를 모두 포함하였음.

(2)

계약방식 및 노동조건

(가) 계약방식

○ 프리랜서의 계약 방식은 의뢰한 클라이언트와 개발자 간 협의를 통해 계약하는 형태이며 대부
분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일반 개인이 의뢰한 소규모 일감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 계약 조건은 클라이언트와 계약 시점에 협의를 거쳐 결정함. [그림 3-1-1]은 참가자 31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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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감 계약 시 활용한 계약서로, 대금 청구 및 지불, 비밀준수, 개발장비, 계약기간, 지
적재산의 소유권, 추가작업, 분쟁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부록 1>에 첨부된 경사노위에서 배포한 SW종사자(용역) 표준도급계약서와 [그림 3-1-1]
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현장에서 실제 쓰이고 있는 앱개발자의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금액,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정보만 포함하고 있을 뿐 상세한 담당 업무, 업무 범위, 보수 지급 방
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보험을 포함하여 수급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
역시 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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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앱개발자가 일감 계약 시 사용한 실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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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가 다른 일감에 사용한 계약서는 ‘표준용역계약서’이며(<부록2>) 이 역시 경사노위에서
배포한 표준계약서에 비해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항목과 수급인의 권리 및 보호에 대
한 조항이 부재하며 주로 도급인의 권리와 비밀유지 위주로 작성됨.
-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항목의 부재함은 프리랜서 앱개발자들이 업무 시작 당시 클라이
언트와 협의한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의사소통의 문제를 겪게 만드
는 원인이 되고 있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앱개발자들은 공통적으로, 클라이언트와의 소통
문제로 인해 업무가 명확하지 않고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앱개발 업무 수행의 어려
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 참가자 314는 프리랜서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행하는 일감 하나와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구두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일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314의 근로계약서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작성되었으며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집에
서 주 1회 일을 하고 있음.

(나) 노동조건 (소득)

○ 프리랜서 앱개발자들의 계약 유형은 건(프로젝트)당 계약방식으로 진행되며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은 크게 월단위 방식과 이분지급(업무 시작 전과 업무 완료 후 지급) 방식이 있음. 그밖에
프로젝트 시작, 중간, 완료 후 등 세 번에 나눠서 받는 방법 등 클라이언트와의 협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있음.
- 월단위 지급 방식: 월단위 지급 방식은 프로젝트로 지급받는 총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임. 예를 들어 총 금액이 500만원인 5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클라이언트로부터 월 100만원씩 지급 받음(세금은 고려하지 않음).
- 이분지급 방식: 전후 지급 방식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계약 시점에서 총 비용의 절반을
받고, 프로젝트 완료 후 나머지 절반을 받는 방식임. 총 금액이 500만원인 5개월짜리 프로
젝트에서, 개발자는 계약 시점에서 250만원을 받고 5개월 후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나머지
250만원을 받게 됨(세금은 고려하지 않음).

○ 계약금액이 크고 장기 프로젝트인 경우 월단위 지급 방식을 취하고 소규모의 단기 일감은 이분
지급 방식을 취함. 프로젝트 기간은 최소 1개월짜리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5년짜리 장기 프로
젝트까지 다양한데 5년 정도의 장기 프로젝트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을 거침.

○ 앱개발자의 소득 수준은 일감의 종류와 금액, 기간에 따라 매우 다양함. 면접자들의 월소득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프리랜서의 특성상 일감이 많은 달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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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월소득의 편차가 있음. 연봉 수준으로는 최소 3천만원에서 많게는 7
천만원까지 다양함.
- 개인이 의뢰하는 소규모 일감은 진행기간 한 달, 금액 30만원 정도로 작은 경우가 많으며
장기간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대부분 기업체에서 의뢰한 것으로 개발자들에게 월
200~500만원 정도의 고정적이고 안정된 수입을 제공하기도 함. 프리랜서 개발자의 노동실
태를 분석한 유재흥(2018)의 연구에서도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응
답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소득 수준으로 보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에 비해 열악하다고 볼 수 없지만 이
들 모두 회사를 다니다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거나, 혹은 창업을 했다가 폐업하여 프리랜서
로 전향을 한 경우로 고용계약 관계가 안정적인 환경에 비해 늘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혁회가 매년 제공하는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를 보면 SW 기술자들은 자
료입력원부터 기술사까지 9가지 등급별 구분이 되어 있음.
- [그림 3-1-2]에서의 등급은 경력과 자격 보유여부로 결정되며 자격증은 고교 졸업자 수준의
기능사(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대학 이상의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와 산업기사(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대학원 이상의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응용)로 나뉨(노성철, 2019: 398). SW 기술제 등급제는 하도급 구조 속 단가경쟁 속에서
개발자 능력에 맞는 최저 소득을 보장하고 예산책정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SW 개발 경험이 많은 비전공자나 자격증이 없는 해외 출신 개발자들이 중급기술자 이상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등의 비판이 존재하였음(노성철, 2019:400).

[그림 3-1-2] 2018년 SW기술자 등급별 평균임금 (2019년 적용)

- SW기술자 등급제는 2012년 11월에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등급제에 의해 단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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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가 있음. 면접자 313은 앱개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등급별 평균임금 테이블을 기
반으로 단가가 결정되고 있음. 313의 학력은 석사이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의하면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SW기술 분야 경력자’는 중급기술자
로 분류됨. 실제로 313은 현재 중급기술자에 준하는 단가를 적용받고 있으며 경력이 쌓여
내년부터 고급기술자에 준하는 단가를 적용받게 된다고 함.

작업조건 및 노동과정

(3)

(가) 작업조건

○ 상주 프리랜서의 작업장은 주로 고용된 기업이고 비상주 프리랜서의 작업장은 자택이나 카페
등 공간적 자율성이 있음. 상주 프리랜서의 경우 기업에 소속된 정규직 지원 및 다른 프리랜서
등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작업함. 고용형태에 따른 공간적 차별은 없
음.
- 작업에 필요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개발자 본인이 준비하는데 앱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
어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무료 보급이 되어 구매에 대한 부담은 없는 편임. 특히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다양하게 공개하고 있어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부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음. 상주 프리랜서의 경우 기업에서 지급하기도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가 아니면 본인 장
비 사용을 더 선호함.

(나) 노동과정

○ [그림 3-1-3]은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업무 수행과정으로 프리랜서가 일감탐색부터 과
업완료 후 피해 분쟁 대응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음(유재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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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의 업무 수행과정과 문제점

자료: 유재흥(2018:3)

- 본 연구에서 분석한 프리랜서 모바일 앱개발자의 노동 과정도 [그림 3-1-3]과 유사하며 아
래에서는 모바일 앱개발자의 각 노동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음.

① 일감 구하기(과업 탐색)
○ 일감을 구하는 단계는 [그림 3-1- 3]의 과업탐색 단계에 해당함. 앱개발자들은 주로 온라인 개
발자 커뮤니티를 통해 일감을 구하고 있음. 프리모아나 네이버 카페에 소기업이나 개인, 스타
트업에서 앱개발을 의뢰하는 게시판이 있고 그곳에 올라온 일감 중 선택하여 클라이언트와 연
락을 취함. 또는 앱개발자 본인이 직접 포트폴리오와 함께 앱개발 의뢰를 받는다는 글을 올린
후 의뢰를 받기도 함.
- 일감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프리랜서 사이에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 프리랜서는 업무의 양, 보상 혹은 보수, 계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의뢰인 역시 프리랜서의 업무 역량 파악이 어려움(유재흥, 2018:2).

② 계약
○ 계약은 업체 또는 개인과 맺으며 신뢰관계를 형성하면 지속적인 의뢰를 받기도 함. 앞서 살펴
본대로 소규모 계약은 개인과 구두 합의를 통해 이뤄지기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용역계약서나
일반 계약서를 활용하고 간혹 명목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함.
- 2018년 프리랜서 개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프리랜서의 약 16%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며 경력이 높아져도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강
해 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지 못하는데, 이는 업무 종료 후 피해 분쟁 발생 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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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뢰인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유재흥, 2018:3).
-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경력 20년의 면접자 312는 앱개발 프리랜서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
가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생각함. 클라이언트와의 의사소통은 계약 시 자세한 노동조건을 협
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작업을 완료하고 평가하는 과정, 클라이언트의 추가적인 요구에 대응
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체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함.

개발하면 코드만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도 되어야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뭔
지 같은. 전반적으로 여러 기술이 필요해요. 어차피 이쪽 일을 계속 하다보면 늘어나요.
(중략) 보통 IT업계에서 맡기는 클라이언트가 이 일을 잘 알아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른 사람도 있으니까. 말이 안통하면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목소리가 크게 나오
고 모르니까 말을 쉽게 하니까. (중략) 너무 답답해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가끔 있
어요. 서로 관련 지식이 있으면 뭔가 딱딱 통하는데 그게 없으면 계속 설명을 해줘야 해
요. (812)

③ 작업 (업무 수행)
○ 상주 프리랜서의 노동시간은 일반적인 노동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며 9시-18시 근무가 일반적
임. 재택 근무를 하는 비상주 프리랜서의 노동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 312는 초등학교 아이 양육과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고 있어 아이가 잘 시간인 밤과 새벽에
주로 일을 하고 있음. 현재 외국계 기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과 시차가 맞지
않아도 기업 담당자와 실시간 소통을 위해 기업 시간에 맞추어 일하고 있음. 311의 경우
오전, 오후에 관계없이 하루에 일할 7~8시간 정도의 양을 정해두고 일하며 주말에는 쉬지
만 프로젝트 진행성과에 따라 유동적임.

○ 유재흥(2018)은 업무수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과업의 변경 및 연장, 부당한
지시,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대우, 장시간 근로 등을 지적함.
-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문제점들은 프리랜서의 계약서에 과업 범위가 모호하게 지정된
데에서 기인함.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대우는 상주 프리랜서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면접자
312는 근로시간이나 업무 수행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은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함.

④ 평가 및 종료
○ 모바일 앱개발자들이 수행한 과업의 평가 기준은 없으며 계약 당시 협의한 업무를 완료하면 프
로젝트를 종료함. 클라이언트가 미리 협의되지 않은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면 경우에 따라 요
구를 들어주거나, 추가 수당을 요구하거나 거절하기도 함. 따라서 계약 당시 정확한 업무 범위
의 설정이 중요함.
IT에서 못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이거
를 하루에 하는 사람과 한 달에 하는 사람. 이거 할 수 있냐고 물으면 가능하죠.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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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느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기간 내에 가능한가, 이 단가에 가능한가 다 포함
이 되어 있는 말인데 그걸 나를 그 돈을 받고 이 시간 내에 못한다- 말을 해도 계속 해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돌아버리죠.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도 못 준다고 하고.
(312)

- 과업을 완료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후관리 업무
를 요구받거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는 경우, 잔금을 담보로 업무를 연장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 행위가 있음(유재흥, 2018:3).

계약서에 그 부분을 명시해요. 클라이언트가 저희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지 문서로 작성
해줘요. 그러면 내가 이 일만 하는 것이 맞냐 컨펌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고 일이 다 끝
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것 구현이 됐고 이것 구현이 됐다 체크를 다 하면 일이
완료라고 하지 중간에 이런 것 추가해주세요- 그런 프로젝트는 저 개인적으로는 잘 안하
려고 해요. 분명히 얼굴 붉힐 일이 많을 것 같아요. (313)

(다) 일하는 시간

○ 상주 프리랜서는 기업에 상주하며 일하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은 업체의 사무실에서 근무함.
하루 일과는 일반적인 근로시간과 같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며 경우에 따라 야근이 있기
도 함. 상주 프리랜서는 업체에 소속된 정규직 직원이나 다른 업무를 하는 다양한 프리랜서들
과 함께 근무하는데 노동시간이나 작업 공간 등에서 차별성은 없다고 함(면접자 313). 비상주
프리랜서보다 노동 시간이나 작업 공간에서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편임.

○ 비상주 프리랜서는 업체 또는 개인과 계약을 맺지만 작업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프리랜서로
주로 집이나 카페 등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있음. 일반적인 노동시간에 맞춰 일하는 프리랜서가
있는 반면 아이 양육 등으로 밤에 주로 일하는 프리랜서도 있음. 노동 시간이나 작업 공간에서
의 자율성이 있고 이 점이 앱개발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면접자
312의 사례와 같이 클라이언트와의 소통 및 업무 지시가 언제든 올 수 있으므로 오히려 개인
적 삶에 있어서 시간적 자율성이 저해되기도 함.

대부분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요. 업체(발주처) 사람이 중국에 가있는데 커뮤니케이션 도
구로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고쳐주세요, 확인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계속 보죠.
지금도 뭐가 하나 와있네요.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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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선택과 일감 이력·경력
,

(가) 직업선택

○ 모바일 앱개발 프리랜서는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모두 진출 가능한데 전공자의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취·창업하고 비전공자는 개인적으로 개발 업무를 익히거나
정부의 교육 훈련을 이수한 후 취·창업하는 경우가 있음.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실태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62.9%가 컴퓨터 관련 전공으
로 가장 많지만 인문사회 계열이 11.7%, 자연과학 계열이 6.1%, 공학계열이 13.7%로 다양
하게 분포함(유재흥, 2018:21).
- 313은 학부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 바로 진학하였고 그 후 친구들과 함께 스
타트업 회사를 창업하여 5년 정도 운영한 후 사업상 어려움으로 폐업하였고 이후 프리랜서
로 일하고 있음. 311은 앱개발과 관련 없는 학과로 석사학위까지 취득한 후 개인적인 관심
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AI 모델 개발 일을 시작함. 312 역시 비전공자지만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중 정부의 벤처일자리 육성 사업의 일환으
로 교육훈련에 참여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에 취업하게 되었고 3~4곳의 중소기업에
서 근무하다 2009년 해고된 이후 계속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분류하는 SW개발자등급은 경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비전공자의 경우 개발 경험이 풍부해도 관련 자격이 없는 경우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에 비
해 낮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나) 이력·경력

○ 앱 개발 분야의 경력은 기술 수준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기술 수준과 숙련(경력)이 월소득과
비례하는 것은 아님.
- 면접자 312는 면접자 중 경력이 가장 길지만 기술 수준은 낮은 편이며 경력이 길어진다고
기술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하였음. 반면 면접자 313은 [그림 3—1-1]과 같이
경력에 따라 개발자의 등급이 올라가고 평균 임금도 향상된다고 답하였음. 313의 현재 등급
은 중급기술자이며 내년부터 고급기술자로 분류되어 임금 상승이 예정되어 있다고 함.

○ 경력이나 기술 등급에 관계없이 클라이언트와 개인적인 협의를 통해 단가가 결정되기도 함.
- 프로젝트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서 개인적으로 의뢰하는 건의 경우, 표준단가와 관계없이
클라이언트와 개발자 간 협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됨. 경력이 20년 이상인 면접자 312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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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기술 수준의 향상보다는 정해진 시간 내 여러 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소득을 높이
는 편이라고 함. 경력 기간에 따라 단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숙련도의 향상이 일 처리
속도의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소득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뭐든 마찬가지지만 기술 수준이란게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동네 병원 선생님이 있고
대학병원에 잘나가는 의사 선생님이 있잖아요. 저는 자조적으로 저를 IT잡부라고 이야기
를 해요. (중략) 그리고 석박사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저는
그냥 잡부.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뚝딱뚝딱하는. 소소한 밑바닥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쪽도 다 계급이 있어요. (중략) 일을 맡기는 사람은 숙련보다는 자기 예산에 맞게 일을
맡기는 거에요. 내가 숙련도가 높다고 해서 100만원주고 낮은 사람은 50만원 주고 그렇
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빨리 해결하고 다른 일도 하는거죠. (312)

(다) 부업

○ 면접 참여자들은 프리랜서 모바일 앱개발을 전업으로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규모와 기간, 급
여 수준에 따라 주과업 1건과 추가적인 과업 1~2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2018년 프리랜
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동안 1인당 수행한 평균 프로젝트 건
수는 2.7건임(유재흥, 2018:22).
- 주과업은 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되며 월 200만원 이상의 정기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프로젝트임. 비상주(재택) 프리랜서는 시간적 자율성이 있으므로 주업과 부업을 유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부업의 목적은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함임. 상주 프리랜서는 퇴근 이후
혹은 주말 시간을 이용해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소규모 부업을 진
행하고 있음.

(5)

교육훈련과 안전망

(가) 교육훈련

○ 상주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업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훈련은 없고 개발자 스스로 책, 다른
개발자들의 오픈소스, IT 기업에서 제공하는 무료 포럼이나 세미나 등에 참여하고 있음. 정부
의 교육훈련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개발자의 업무적 특성, 그리고 프리랜서라는 특
성상 꾸준한 자기개발은 늘 필요하고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소프
트웨어 개발자 실태조사에서는 국비 교육훈련을 받은 응답자가 60% 이상이며 도움이 되었다
는 의견도 60% 이상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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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안전망

○ 프리랜서 모바일 앱개발자들은 고용계약서를 대부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하
지 않았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 개발자들은 사회보험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았지만 대사증후군과 디스크와 같이 장기간 앉
아있는 직업적 특성상 나타나는 직업병을 모두 가지고 있어 산업안전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
성이 있음을 엿볼 수 있음.

앉아 있을 때는 몸이 안 좋은지 몰라요. 딱 끝나면 그때 알죠. 응급실 갈 때도 있었어요.
대사증후군 그런 것. 몸의 균형이 깨진거에요. (직업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사증후
군, 당뇨, 심장관련 병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비만,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 1년에 한두
번 허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가부좌나 양반다리를 하면 허리가 아플때가 있어요. (312)

(6)

종속성 자율성
,

○ 종속성 유형을 경제적 종속성, 사용자 종속성, 기술적 종속성으로 구분했을 때 프리랜서 모바
일 앱개발자들의 종속성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 일감이 많을수록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일을 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경제적 종속성이 낮음.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에 따라 사전에 협의된 업무를 진
행하므로 사용자 종속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시간에 관계없이 업무 지시를 받기도 한다는 점
에서 사용자 종속성은 약간 있는 편임. 기술적 종속성의 경우, 앱개발 분야는 무료로 공개된
소프트웨어가 많아 기술적 종속성은 높지 않은 편이고 프리모아 등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하
지만 별점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 플랫폼에 대한 기술적 종속성도 높지 않음.
- 대부분 앱개발자들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가 회사에서의 높은 압박감과 종속성에 답답함을
느껴 프리랜서로 전향한 경우에 해당하여 프리랜서가 가진 자율성에 만족하고 있었음. 그러
나 소득적 측면 외에 꾸준히 일을 찾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음.

(교육에 필요햔) 돈은 스스로 마련하고 있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고 그 일을 최대한,
당장다음 달에 내가 이 일을 못할 수도 있는데 긴박감에 살아요. 불안함. 그게 나를 채찍
질 하는 이유가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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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당대우 및 차별

○ 2018년 소프트웨어개발자 실태조사는 개발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법 및 불공정 사례에
대해 조사하였음(유재흥, 2018).
- 그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서에 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손해배당 지불과 관련된 내
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37.2%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하였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가를
모두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대가를 모두 지급받지 못한 응답자 비율은 12.2%로 나타
났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보다 상당기간 지난 후에 대가를 받은 비율도 17.2% 존재함.
‘업무와 관련 없는 갑질 행위 경험’도 39.1%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계약 체결 전 합
의한 과업 내용과 다르게 과업 변경이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도 46.7%가 경험하였다고 답
하였음. ‘프로젝트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보수 지급 여부’에 대해 30.7%가 추가 보수를 지
급받지 못했다고 답하였음.

○ 본 연구 결과 프리랜서 모바일 앱개발자들 역시 프로젝트 과업과 기간 연장에 대한 보수 지급
문제로 과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남.
- 프리랜서 개발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법적 지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호
받지 못하며 민사 소송 역시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업계 평판에 영향을 미쳐 선
택하기 어려워 70%의 프리랜서들이 부당한 처우와 불공정 피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유재흥, 2018:3).

(8)

이해대변 및 정책과제

○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리랜서의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로환경은 빈번히 지적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모바일 앱개발자 프리랜서들은 그러한 환경에 답답함을 느끼고 프리랜서를 선
택했기 때문에 노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사례에 대해 단체나 협회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선호하지 않음. 즉, 어떤 형태로든 종속성을 느끼고 싶어하지 않음.
-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계약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분쟁이 생겼을 때 노동청에 신고하
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실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없었음. 그러나 소프트웨
어 개발자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근로자성이 모호해 노동법적 보호
를 받을 수 없으며 민사 소송 역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일반적인 선택지는 아님

○ 프리랜서 모바일 앱개발자들은 자율성과 소득 수준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를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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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계약 시 수행할 과업에 대한 범위 설정, 클라이언트와의 의사소통, 신체적 질병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경사노위 합의문이 발표될 정도로 정
책적 관심이 높은 산업이지만 저숙련 개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크지
않았으며, 소프트웨어 산업 및 고숙련 인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저숙
련 모바일 앱개발자 등 전체 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숙련 개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요약 및 함의
○ 프리랜서 모바일 앱개발자 노동실태 조사 요약
- 모바일 앱개발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산업은 기업과 노동자의 미스매칭이 심하고 하도급 구
조 하에서 저숙련 체제가 재생산되고 있는 산업임. 특히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노
동실태 조사가 실행된 바 있고 경사노위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표준계약서 활용을 장려하
기 위해 단기간 계약과 용역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지만 현장에서 활용도는 높
지 않음. 모바일 앱개발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부로서 주로 정부나 금융권이 발주처로
하도급이 이어지는 SI 개발과 다르게 소규모 기업체나 스타트업, 개인이 앱개발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아 프리랜서 비중이 큼.
- 프리랜서 앱개발자는 발주처에 상주하는 상주 프리랜서와 주로 재택하는 비상주 프리랜서로
구분됨. 일감 계약은 소규모는 구두로 협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며 계약서에 개발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내용이 부재
하고 자세한 과업 범위를 설정하지 않아 업무 수행에 문제가 되기도 함.
- 프리랜서 앱개발자의 월소득 수준은 200~500만원대이며 한 달에 2-3건 정도의 일감을 동
시에 처리하고 있음. 일반적인 노동 과정은 일감 구하기 – 계약 – 업무 수행 – 과업 완료
및 사후 대응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각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이나 과업 지시 불분명, 모호
한 지위와 평가체계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존재함.
- SW개발자임금테이블이 프리랜서의 단가 결정에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음. 경력과 기술 수준에 비례하여 단가가 정해지는 구조 역시 아닌데 계약 과정에
서 의뢰인과 개발자 간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함. 그러나 모바일 앱개발자들의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니면 대부분 단순 개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숙련 고경력자의
경우 단순한 일감을 늘려 소득을 높이는 방식이 일반적임.
- 교육훈련은 정부의 국비 지원이나 IT 기업에서 제공하는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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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하고 있음. 개발 분야는 오픈 소스가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에 관한
어려움은 크지 않은 편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들지 못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음. 개발자들은 장시간 앉아있고 잦은 밤
샘 노동으로 대사증후군, 디스크 등의 질병이 빈번하게 나타남.
- 모바일 앱개발자들이 빈번하게 겪는 부당대우는 계약 전 합의한 과업 내용과 다르게 과업
변경이 일어나거나 프로젝트 기간 연장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상주 프리랜서의 경우 발주처의 정규직 직원과 업무상 차별은 거의 없지만 고용계약 상 휴
가와 상여금 등에 있어 적용은 받지 못함.

○ 모바일 앱개발 분야는 온라인 업무가 중심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음.
- 그러나 314처럼 앱개발을 교육(과외)하는 일을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줄어들
수 있음. 314는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였고 일감이 줄어들지는 않
았으나 클라이언트와 협의 후 시간당 수강료를 낮추었음.
- 앱개발이 기업 단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미활동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
서들이 일감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음. 그러나 공통적으로 일감이 없을 수
도 있다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직장에 소속된 경우보다 삶에 있어서 일상적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음.

○ 앱개발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는 경사노위 합의문이 발표되고 표준계약서가 만들어
지는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고용안정성 논의가 많이 진전된 분야에 속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앱
개발자들은 관련 정보를 모르고 있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음.
- 따라서 저숙련 앱개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계
약서 작성, 보수 지급 지연이나 갑질 등 부당행위에 대한 앱개발자 보호 등 앱개발 프리랜
서의 노동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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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개발자 및 지원
1) 조사 개요
(1)

게임개발 산업 관련 현황

○ 게임개발자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분류
- 게임개발자들은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 22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그 중에서도 세부적으로는 세세분류 22234 ‘게임 프로그래머’, 22242 ‘웹기획자’에 가까움.
또한 세세분류 28553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와 28119 ‘그 외 작가’(게임시나리오 작가)도
포함될 수 있음.
- 세세분류 22234 ‘게임 프로그래머’란 게임 시나리오의 순서에 따라 배경과 상황 등을 각종
언어로 프로그래밍하며 컴퓨터 게임의 운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하며,
22242 ‘웹기획자’는 웹 기반의 각종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운영하
고 관리하는 자로, 색인에서는 게임 기획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개함. 세세분류
28553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란 게임에 등장하는 각종 캐릭터와 배경, 아이템 등을 디자인
하는 자를 말함. 마지막으로, 28119 ‘그 외 작가’는 세세분류 2811 ‘작가’ 중 방송 및 시나
리오 작가(28111), 문학작가(28112)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게임시나
리오 작가, 만화스토리작가, 테크니컬 라이터를 포함하고 있음.

○ 게임개발 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
- 게임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기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에 해당하는 산업으로8), 대분류 ‘정보통신업(J)’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9)에 속
하며 여기에는 유선온라인・모바일게임・기타 게임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포함됨.
구체적으로 세분류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란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제작한 게임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체도 포
함함.

8) 본 조사에서는 게임을 제작하고 배급하는 공급업을 대상으로 하며,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
업’(91)에 속하는 전자게임방운영업(91221)과 컴퓨터게임방운영업(91222)과 같은 ‘게임유통업’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함.
9) 소분류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컴퓨터용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및 게임
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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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수 추이
- 관련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수는 <표 3-2-1>과 같이 지난 7년간 꾸준히 증가함.

<표 3-2-1> 게임개발 관련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수
(단위: 천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업분류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22)

243

261

265

256

270

305

325

산업분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215

239

243

243

252

284

307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상반기)
주: 통계청에서는 산업/직업별 취업자수를 소분류까지만 제공하고 있어, 위 표의 취업자 수는 실제 게임산업 및 게임개발직군 보다 큰 범위를
포괄하고 있음.

(2)

사례선택 이유

(가) 게임산업의 구조변화와 불안정 일자리의 확대

○ 게임산업은 지난 10여년간 크게 성장함.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게임
산업의 매출액은 2007년 기준 5조 1436억원 규모였던 것에서 2017년에는 약 13조 1423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출액도 크게 증가하여 2017년 약 5조 9230억원의 규모에 달함
(2007년 7810억원)10).

○ 이와 같은 시장의 확대에 따라 게임산업의 종사자도 2007년기준 36,828명에서 2017년
81,932명으로 증가하는 등11), 게임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성장과 함께 새롭게 확대된
대표적인 노동시장 중 하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의 경우 노동시장 구조 및 직무별
고용형태 등 종사자 노동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

(나) 게임산업 일자리 현황

○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짐작됨.
- 우선 게임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38.1% 수준임12). 그러나 이직률 및 평균 근속년수를 살
10) 자료: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조사.
11) 자료: 위와 동일.
12) 자료: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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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실질적 고용불안정성은 더욱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대규모 개발사를 중심으로
근속연수를 비교해보면, ‘넷마블게임즈’의 경우 직원 평균 근속년수가 3.4년이며, 국내 상장
게임업체 중 평균근속연수가 가장 긴 ‘엔씨소프트’ 또한 4.7년, 네오위즈는 1.76년, 와이디온
라인은 1.46년으로, 삼성전자(10.9년), 현대차(18.3년), 포스코(19.4년), SK텔레콤(12.4년),
네이버(5.35년)등 제조업과 IT 기반 서비스 업종의 대기업들에 비해 근속년수가 짧음(이뉴
스투데이, 2017).

○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의 외부노동시장에는 다양한 프리랜서 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의 경우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됨.
- 한국노동연구원(2017)의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게임
산업(제작 및 유통)업체 중 67.3%가 프리랜서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프리랜
서에 대해서는 10.2%만 사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이러한 인력에 대한 사회보
험의 제공은 전반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게임산업 포함 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경기지역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기콘
텐츠진흥원의 조사 결과에서도, 소득수준(지난 1년 동안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고 답한
자가 50.2%로 절반에 달했으며, 5천만원 이상 고소득 프리랜서는 4.3%에 불과하였음(연합
뉴스 2019). 이처럼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인력의 경우 소득 및 사회보호의 불안정
성 또한 높을 수 있음.

○ 따라서 3장 2절에서는 게임산업 종사자 중 비정규직/외주/프리랜서의 형태 종사자들에 대해
조사하고자 함. 게임 제작 및 유통업체에서 이러한 비정규직/외주/프리랜서가 사용되는 대표적
인 직무는 게임마스터(운영자) 및 QA, 시나리오 및 아티스트, 프로그래머, 사운드제작 및 성우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직무별 고용형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로 한국게임산업개발원(2005)에
따르면, 임시직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직무로는 시나리오(20%), 게임마스터(11%), 일반관리
직(10% 미만)을 들 수 있으며, 게임기획(홍보/마케팅) 및 게임마스터(운영)는 사업주 형태의
종사자도 나타나는 직무인 것으로 보고됨.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직종들의 노동시장 구조 및
노동실태에 대해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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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방법

(가) 연구대상 및 면접자 모집 방법

○ 연구참여자 선정기준
- 고용형태: 게임산업의 비정규직(계약직 또는 파견직 등) 또는 외주/프리랜서로 일해 본 경험
이 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또한 노동이력은 최소 1년 이상인 대상자
들로 한정함.
- 직무: 연구참여자의 모집 단계에서는 게임개발 및 운영, QA, 디자이너(일러스트/2D/3D 등),
시나리오 등 직무에 제한을 두지는 않음. 다만, 정규직 유사직무가 있으면서도 가장 외주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개발직무 3가지(시나리오 기획,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래밍)를 연구
에 포함되도록 함.

(나) 면접 방법

○ 인터뷰는 1대1 심층면접의 방식으로 진행됨. 면접자의 업무공간 또는 거주지 근처 카페 등 면
접자가 선호하는 장소와 시간에 연구자와 만나 면접을 진행하였음. 면접은 약 1시간 30분 정
도 소요되었으며, 면접의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고 녹음하였음.

○ 본 연구는 반구조화된 면담방식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질문
지를 기초로 자료를 수집하였음. 또한 연구자는 간단한 사전 전화 면접을 통해 면접자의 노동이
력 및 고용형태, 직무 내용 등 노동경험에 대한 기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존의 연구결과들 또한 참고하여, 게임개발 노동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공통 질문지를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진행함. 이후 면접 질문지는 면접을 진행하며 게임산업 일자리의 상황에
맞게 계속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면접을 진행하였음.

(다) 면접자들의 인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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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모바일 게임개발 면접자 인적 특성

ID

321

322

323

324

직무 경험

고용형태
전업/부업

노동이력
경력*

플랫폼
활용유형

연령대

성별

소득
수준*

가입
수수료

모바일,
PC게임

시나리오
(기획)

프리랜서,
비정규직
(계약직)
현재 부업
(본업:
게임산업
비정규직)

2015년 ~
현재
(게임산업
최초 진입:
2008년)

-

30대 후반

남

약 월
300만원

-

모바일,
PC게임

일러스트/2
D
디자이너

프리랜서
현재 부업
(본업:
게임산업
정규직)

2000년 ~
현재

-

40대 초반

여

(정규직
연봉에
상응하는
수준)

-

프로그래머

프리랜서
현재 부업
(본업:
게임산업
정규직)

2017년
외주 시작
~ 현재
(게임산업
최초 진입:
2015년)

-

20대 후반

남

월 평균
100만원

-

QA

비정규직
(계약직)
전업. 부서
내
동일직무
계약직/
파견직 등
활용.

2018년
1월 ~
2019년
7월
(이후
정규직
전환됨)

-

30대 초반

여

월
240만원

-

분야 장르

모바일게임
, VR, AR.

-

주1) 노동이력은 비정규직/외주/프리랜서 일자리의 노동이력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정규직 포함 직접고용 일자리 종사 이력을 포함한 총
경력은 괄호 안에 기재함.
주2) 소득수준은 겸업의 경우 프리랜서/외주 일감 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함

2) 사례조사 결과 분석
(1)

산업 및 시장 환경 변화

○ 모바일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 게임산업 내의 세부 업종별 매출액 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온라인게임이 압도적으로 게
임산업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과거의 구조로부터 최근 3년여간 급격하게 모바일게임의 매출
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실제로 모바일게임 매출액은 2010년 3166억
6500만원 수준이었던 규모에서 2013년경 2조 3276억 8000만원으로 크게 급증한 후 꾸준
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6조 6557억 57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음([그림 3-2-1]
참조). 플랫폼별 비중 또한 2018년 기준 모바일게임이 46.6%로 가장 높았고, PC게임이
35.2%로 그 다음을 이었음(문화체육관광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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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모바일게임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원)

출처: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조사)

- 온라인게임 시장의 감소는 대부분의 개발사들이 대규모 온라인 게임 신작의 출시를 꺼리기
시작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모바일게임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게임개발사
들로 하여금 소규모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재편하도록 만드는 데 영향을 미
침(문화체육관광부, 2017).
- 특히, 현재의 모바일게임 시장의 경우 상위 4-5개의 회사가 게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상황임. 실제 이러한 시장구조 재편에 따라, 게임산업 내 세부 업종별
종사자 수의 비율 또한 모바일게임 사업체에서 크게 증가하였음. 모바일게임 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2012년 11.1%에서 2018년 58.7%로 47.6%p 상승한 반면, PC게임의 경우 훨씬 더
많은 개발인원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비중이 계속 감소하여 2018년 36%
를 차지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7; 2020).

[그림 3-2-2] ‘게임 제작 및 배급업’ 세부업종별 종사자 비율 (단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 콘텐츠산업통계조사

- 45 -

○ 모바일 게임으로의 구조변화와 불안정성의 증대
- 게임산업의 시장구조가 과거 PC게임 및 온라인게임 중심이었던 구조에서 최근 모바일게임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노동 불안정성을 증대시킴.
- PC게임의 경우 개발에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개발을 위한 투자의 규모
및 기간 또한 더 긴 측면이 있음. 그러나 현재 중심이 되고 있는 모바일게임의 경우 개발
주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짧고 경쟁이 치열한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정규직 외 인력을 활용
하고자 하는 선호는 증가하고 고용안정성은 전반적으로 낮아짐.
- 이 중에서도 시나리오 직무의 경우 모바일게임으로의 구조변화에 따라 스토리가 생략된 형
태로 플레이를 하는 경향성이 증대되고 게임의 성공에 있어서 시나리오의 중요성이 감소된
측면이 고용안정성에 영향을 미침. 이에 따라 시나리오 기획은 프리랜서 외에도 비정규직으
로도 활용되는 등, 해당 직무는 다양한 불안정 고용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래픽 디자이너 중 이러한 구조변화로 인해 타격이 가장 큰 직무로는 3D 배경 모델러를
들 수 있음. PC게임에서 요구되었던 고도의 3D 배경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해당 직무의
이직도 어려워지고, 숙련 기술자들을 보유하는 비용을 부담하기 꺼려하는 경향에 따라 업계
를 떠나는 등 불안정성에 노출됨.

(2)

계약방식 및 노동조건 소득
(

)

○ 고용형태
- 게임산업 직무들 중 외주/프리랜서가 활용되는 부문은 시나리오 기획, 그래픽 디자인, 프로
그래밍이 있음. 이러한 직무들은 정규직으로도 활용되지만 외주/프리랜서의 활용을 통해 상
당부분을 해결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스타트업 등 소규모 개발사에서는 개발비용
의 절감을 위해 외주인력 운영 수요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게임QA나 게임마스터(GM) 직무의 경우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직무 중
하나임. 면접결과, 게임QA는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입직단계에서 대부분 비정규직
으로 고용되며, 파견직이나 외주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계약방식
- 게임개발 산업에서의 외주활용의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한 구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연구참여자들 또한 외주 일감을 주로 네트워크를 통해 의뢰를 받는다고
응답함. 그러나 경력이 낮은 경우 일부 위시캣, 게임잡, 외주나라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감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13).
13) 그러나 심층면접에 따르면 주된 일감 구하는 방식은 여전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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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 단위 용역계약의 체결: 표준화된 계약 지침의 부재
- 계약은 게임제작사와 노동자 개인 간에 체결되며, 용역계약/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
서를 교부받음.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계약서 예시 1부를 살펴보면, 계약의 범위,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납품 과정, 지적재산권,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조항들을 담고 있음([그
림 3-2-3] 참조).

[그림 3-2-3]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샘플

주) 연구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재가공하였음.

- 그러나 가령 '계약의 범위'에 작업 내용 외에도 해당 작업에 대한 버그 픽스 또는 유지보수
작업이 포함되고 있으나, 수정사항에 대한 노무제공 횟수 또는 기간에 대한 조항은 없음.
- 반면, 경력이 많고 외주 경험이 많은 일부 면접자들은 수정과 관련하여 경력 초기에 경험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현재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피드백 수용 조건, 추가 비용 단가 등에 대
한 사항들을 꼼꼼히 조율한다고 응답하기도 하였음.

되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례가 현재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추후 설문조사
를 통한 파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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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QA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부분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함.

② 팀 단위 다단계 용역: 계약 미체결 인력의 문제
- 외주 활용이 가장 활발한 직무 중 하나인 그래픽 디자인은 외주 일감의 양이 많은 경우 팀
을 구성하여 외주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 경우 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만 발주처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팀원들의 경우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계약의 체결 없이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업무
를 진행하며, 계약금액의 1/n 금액을 보수로 지급함. 팀장은 팀원들의 업무를 검수하여 최
종적으로 납품함.

계약서는 없지만 구두상 계약이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이 친구
와 그리고 이 친구 한 것과 제가 회사하고 작업을 서로 공유를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데드라인이거든요. 일정한 퀄리티는 원래 초반에 나오고 그게 초반에 컨펌이 되면 그
뒤에는 데드라인이 가장 중요해요. (322)

③ 플랫폼(위시켓)을 통한 외주
- 게임개발 산업의 외주 일감은 주로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체결되는 것이 노동자 및 사용자
측 모두 선호하는 방식인 것으로 조사되나, 플랫폼 시장의 확대에 따라 일부 플랫폼을 통해
일감이 거래되기도 함.

[그림 3-2-4] 게임개발 외주 플랫폼(위시켓) 계약 방식

출처: 위시켓(2020.10.03.) https://www.wishket.com/trust-safety/client/

- 이와 관련하여서는 위시켓(wishket)이 대표적인 업체로, 크라우딩 방식의 비공개 지원 시스
템을 통해 프로젝트를 등록하여 지원자를 모집하면, 지원자들의 견적, 프로필,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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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의 후기 등을 비교하여 볼 수 있음. 이후 온/오프라인 미팅을 통해 지원자를 선택
하면, 위시켓 팀에서 표준계약서를 통한 계약체결 및 비용처리(프로젝트 완료 후 대금 전달)
와 같은 작업을 진행함.
- 해당 표준계약서에는 프로젝트 기간, 업무 내용, 대금 결제 및 지급 날짜 등이 포함됨14). 이
는 계약 전 미팅을 통해 상호 간 합의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지적재산권, 비밀유지, 하자보
수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됨.

○ 전업/부업 형태와 소득수준
① 보수지급방식
- 일반 프리랜서의 경우 보수는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임. 계약체결시 보수의 30% 등 일정
부분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업무 완료 후 잔액을 모두 지급 받는 방식임.
- 플랫폼(위시켓) 외주일감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클라이언트가 플랫폼사로 대금을 예치하고,
노동자가 산출물을 전달 후 검수가 완료되어 클라이언트가 대금 지급을 승인하면, 24시간
이내에 플랫폼사가 노동자에게 수수료를 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임.

[그림 3-2-5] 게임개발 외주 플랫폼(위시켓) 보수지급 방식

출처: 위시켓(2020.10.03.) https://www.wishket.com/trust-safety/client/

② 노동유형 및 소득수준
- 게임산업 포함 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경기지역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기콘
텐츠진흥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지난 1년 동안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고 답
한 자가 50.2%로 절반에 달했으며, 5천만원 이상 고소득 프리랜서는 4.3%에 불과하였음(연
합뉴스 2019).
- 구체적으로 외주/프리랜서 게임개발자들의 소득수준은 노동유형이나 경력, 직무 등에 따라
14) 위시켓 홈페이지 ‘신뢰와 안전’ https://www.wishket.com/trust-safety/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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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우선 외주/프리랜서 인력의 전반적인 노동유형은 전업과 부업이 혼
재된 형태이나, 부업의 형태가 더 보편적인 것으로 파악됨. 즉, 게임산업 내에서 근로계약을
맺는 일자리가 있으면서, 부업으로 외주 일감을 받는 경우가 많음.
- 부업으로 프리랜서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통해 얻는 소득수준은 다양함. 월 평균 100만원
의 외주 수입(본업 월 임금 수준 300)이 있는 경우부터 약 20년의 경력을 가진 경우 본업
임금의 1.5배 수준을 외주 소득으로 버는 경우도 있었음. 전업 프리랜서의 소득수준은 경력
및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월 소득수준이 약 3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응답함(경력 10
년 이상, 시나리오 기획).
- 비정규직에 집중되고 있는 QA직무의 면접자는 해당 직무가 타 직무와 대비해서도 임금테이
블이 낮게 형성된다고 응답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연봉 2천만원 초반대로 다른 직무보다 초
임 연봉이 낮게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인상률도 낮아 오래 일해도 2천만원 중후반대 정도의
임금수준이라고 응답함.
- 플랫폼사를 경유하여 외주 일감을 수탁하는 경우, 플랫폼 사가 수수료를 제하고 보수를 지급
함. 대표적으로 위시켓의 경우, 클라이언트는 플랫폼 이용요금이 없으며, 노동자는 프로젝트
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보수를 지급받음. 또한 세금은 업무 수행인(노동자)이 개
인일 경우 원천징수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플랫폼 사에서 세금 신고를 대행함.
행위자별 구체적인 수수료 비율은 아래와 같음(<표 3-2-3> 참조).

<표 3-2-3>게임개발 외주 플랫폼(위시켓) 수수료
수수료
클라이언트 이용요금
노동자 이용요금(수수료)

없음 (프로젝트 비용만 부담, 부가세 별도)
기업

프로젝트 대금의 10% (부가세 별도)

개인

프로젝트 대금의 10% (원천징수 3.3% 공제)

출처: 위시켓(2020.10.03.) https://www.wishket.com/trust-safety/client/

③ 일감의 불규칙성
- 한편, 경력이 높아 외주 단가가 낮지 않은 경우에도, 면접자들은 일감의 불규칙성이나 기간
대비 업무의 양에 따른 노동강도를 고려할 때 전업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갖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정규직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음.

④ 단가 표준화의 어려움 및 시장 단가 정보의 부재
- 외주 업무의 단가 및 급여 수준은 경력에 따라 편차가 크고 이러한 정보가 프리랜서들 간
공유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개인은 자신이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단가의 적정성을 판단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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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직무별 단가 또는 계약의 표준화 수준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가령 시나리오 업
무의 경우 텍스트 양의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하는 등 업무 특성과 숙련, 가치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업별 단가책정방식 및 급여수준의 편차가 심함.

(3)

작업조건 및 노동과정 장소 노동시간
(

/

)

○ 작업도구
- 업무에 필요한 소스, 데이터 등의 경우 회사가 제공을 협조해야하나, 그밖에 PC, 개발 엔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작업도구 일체는 프리랜서 본인이 마련해야함.
- 면접자들은 대부분 필요한 작업도구는 온라인 상에서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작업 비품
등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진술함.

○ 노동장소
- 프리랜서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재택근무가 중심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음. 대부
분 업무 내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상당부분 담당 기획자 또는 담당 직무의 정규직 노동
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발주기업에서 회의를 하거나 일을 하기
도 함. 비정규직(QA)의 경우 출근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함.

○ 노동시간
- 프리랜서의 경우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게임개발 프리랜서의 경우 부업인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본업 퇴근 후 주중 저녁 등 심야시간 및 주말을 이용하여 외주 일감
을 처리하게 됨.
- 이는 크런치 모드 등으로 이야기 되는 게임산업의 장시간 노동 이슈가 있음을 고려할 때, 겸
업으로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야노동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15).
- 비정규직은 고정된 시간에 출퇴근이 요구되며, 대규모 업데이트/빌드가 있을 경우 강도 높은
야근을 하기도 함.

15)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외(2017)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게입업계 노동자의 84.2%가 크런치
모드를 경험하였고, 1년 중 70일을 크런치 모드로 근무한 것으로 응답함. 크런치모드 기간에는 하루
평균 14.4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17시간 이상 일을 한다는 응답비율도 19.7%나 차
지하였음. 또한 일 주 평균 52시간을 넘겨서 일할 경우 우울증상 위험도가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
보다 2배 이상(2.39) 높아지는 등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상, 자살생각 위험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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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정
- 외주 일감의 경우 업무 진행 과정에서 담당 기획자 또는 해당 직무 정규직 담당자와 업무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 등을 통해 상당한 조율을 거쳐야 함. 특히, 작업의 방향성 및
내용이 완전히 결정되는 단계까지는 작업과정에서 정기적인 피드백 및 수정 등의 지시명령
을 받음. 그로 인해 이 단계에서는 주 1회 등 정기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회의나 조율 작
업을 진행하기도 함.
- 일부 노동집약적 단순 외주업무는 오프라인 회의 없이 온라인으로 업무 담당자와 논의하며
작업을 수행하며, 본인의 작업공간(주로 집)에서 전화 회의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업무를 수
행함. 업무가 완료되면, 프리랜서는 마감일에 맞춰 작업물을 납품하게 됨.

(4)

직업선택과 일감 이력경력
,

○ 작업선택과 일감 구하는 방식
- 게임개발 프리랜서들의 경우 주된 일감 구하기 방식은 대부분 개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
뤄짐. 또한 외주 일감의 규모가 큰 경우 팀으로 일을 맡게 되기도 하며, 이 경우 팀장에 해
당하는 사람이 다시 자신의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팀을 구성함.
- 한편 초급 경력자로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일감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플랫폼을 활용하
는 사례도 소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예: 위시켓, 게임잡, 외주나라)

회사에서 외주 업무를 하는 사람을 구인을 할 때는 회사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지금 회사
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에게 인맥을 통해서 소개받기를 원해요. 일단 검증이 된 사람을
원하고 일단 회사랑 계약서를 써야하니까. 그래야 소음도 적고 업무도 깔끔하고 책임감
도 있으니까요. 너무 소규모이거나 회사에 있는 분이 인맥이 없다고 하면 그 때 외부로
공고를 올리는데 그 때는 ... 구인공고를 올리고 거기서 포트폴리오 보고 면접보고 해서
뽑죠. (322)

○ 이력 경력
- 공식적인 업무레벨/등급의 구분은 없음. 취업 및 외주 일감의 수탁에 있어 자격증 등은 중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외주/프리랜서의 경우 경력과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함.
- 초급 경력자 보다는 중고급 경력의 일감이 많은 편임. 경력이 낮은 경우 외주 업무를 하는
경우 정규직 준비의 통로로 해당 일자리를 인식하는 것으로 진술함 (정규직 선호)

- 52 -

(5)

교육훈련과 안전망

○ 교육훈련
-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경우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 자기 계발은 꾸준히 요구되나, 업
무관계를 맺는 기업체 및 플랫폼 업체 등 기업으로부터 제공되는 교육훈련은 없음. 이에 따
라, 온라인 자료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거나, 서적 독학, 다양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습득
및 파악하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함.
- 한편, 게임개발 업체 신규 입직 단계에서 활용가능한 교육훈련 제도가 있음. 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중앙 또는 지자체별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을 대상으
로 하는 훈련과정 교육비 지원(전액 또는 일부 지원) 및 훈련장려금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국비로 운영되는 이러한 교육훈련 제도들은 대부분 경력이 없는 청년구
직자들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경력과 포트폴리오가 외주 업무 수행에 중요한 프리랜서
들의 경우 부정합함.
- 비정규직 QA는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교육훈련을 위한 공식/비공식적 과정은 전무하고 이러
한 점이 해당 직무의 숙련 인식 및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외주/프리랜서로 업무 지속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 등이 필요한가?) 그렇죠. 보통 외
주를 주는 데가 게임 쪽도 게임 쪽인데 요새는 VR, AR 이쪽이 많거든요. 증강현실. 유튜
브라든지 아니면 관련 레퍼런스나 그런 부분을 혼자서 찾아보고. (323)
(교육훈련이)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까 말한 자격증 같은 경우가 당시 채
용 시 조금 우대조건이 된다곤 했지만, 이것도 시험 한번 보는데 10-15만원 들고, 동영
상 강의로 수강하려고해도 너무 비싸서 못 해요. 그리고 자격증을 딴다고 하더라도 그건
게임 산업이 아닌 QA직무 전반에 해당하는 거라서 게임산업에 얼마나 도움될지도 의문
이라서 안 한 부분도 있고.. 게임 산업 내에서 큐에이가 필요한 일인데도 별로 개발이 되
거나 그런게 없어요. 이렇게까지 미국이나 다른 외국은 교육훈련 제도가 없진 않은 것
같은 것 같은데. (324)

○ 사회보험
- 한국노동연구원(2017)의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게임
산업(제작 및 유통)업체 중 67.3%가 프리랜서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프리랜
서에 대해서는 10.2%만 사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이러한 인력에 대한 사회보
험의 제공은 전반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면접결과 또한 전업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그 밖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본인이 가구
주인 경우나 육아휴직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이러한 경우, 전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가급적 단축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다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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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려는 유인으로도 작용함.
- 부업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된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프리랜서 업무에서의 사회
보험 등 사회안전망 관련 욕구는 없다고 진술함.

(6)

종속성 자율성
,

○ 경제종속성
- 개발 업무의 외주 일감이 대체로 하나 이상 업무를 병행하기 어려운 일정 및 양, 노동강도인
경우가 많아, 대체로 한 번에 하나의 외주 업무를 작업하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경제종속
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겸업 또한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에는 본업의 임금이 소득을 구성하고
있어 경제종속성은 낮은 수준임.
- 한편, 계약의 조건에 대한 협의 가능성은 개별 노동자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경
력이 높은 경우에는 경제 종속성이 낮으나, 경력이 낮을수록 계약 조건에 대한 조율이 어렵
다는 점에서 이 경우에는 경제종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비정규직 QA와 같은 경우 해당 일자리에만 종사하기 때문에 경제종속성이 높은 수준임.

○ 사용종속성
- 개발 업무의 외주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방식, 복장, 태도 및 친절 등 적용받는 규정 없다
는 점에서는 자율성이 존재함.
- 그러나 많은 외주 일감은 업무 진행 과정에서 담당 기획자 또는 해당 직무 정규직 담당자와
업무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 등을 통해 상당한 조율을 거쳐야 하며, 이후 작업의 내용
이 완전히 결정되는 단계까지는 작업과정에서 정기적인 피드백 및 수정 등의 지시명령을 받
음. 따라서 사용종속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음16). 실제로 이 단계에서는 주 1회
등 정기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회의나 조율 작업을 진행하기도 함.
- 비정규직 QA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음. 또한, 인
사평가나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해 노동통제 및 평가를 적용 받는다는 점에서 이 경우 사용
종속성은 매우 높음.

○ 기술종속성

16) 일부 노동집약적 단순 외주업무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만 노동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 경우는
사용종속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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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업무에서 개발하는 게임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의 내용 및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의 차이는 있음.
- 그러나 플랫폼의 기술적 환경에 따른 업무의 제약은 크지 않고, 전반적인 작업은 온라인에
무료로 배포된 소프트웨어 또는 개인이 소유한 작업 도구를 활용하여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
술종속성은 낮은 편임.

(7)

부당대우 및 차별

○ 부당대우 및 차별
- 연차가 낮은 프리랜서일수록 임금지급이 무기한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는 것으로 파
악되며, 무리한 수정요청에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 특히 외주 경력이 많지 않은 프리
랜서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수정요청에 대한 제한, 위탁업체측에서 결과물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에 관한 사항,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등,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강도, 건강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
건들을 고려한다거나 업체에 권리주장 및 협상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 그 결과 추후 무
리한 수정 요청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였음.
- 반면, 비정규직 QA는 압박적인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남.

보통 그런 것 안정하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해야 해요. 본인들이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끌려 다녀요. 외주하시는 분들이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 해주고 욕을 먹고 수정
을 계속하거든요…. 회사에서 계속 요구하면 계약서가 있으니까 안 해줄 수 없거든요….
회사에서 (프리랜서의) 연차가 낮으면 보통 언제까지 해야 되고 저희가 얼마를 드릴 수
있고 저희가 원하면 상시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면 보통 그냥 다 좋다고 해요. 그럼
수정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와달라고 하면 와 주고. (322)
정규직 전환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면접이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나 압
박도 많이 받는 편이라서 그래서 맞지 않아서 나가는 분들도 보기는 했어요. (정규직 전
환과정) 면접 진행을 위해 자소서부터 써야하는데 그런 걸 본부차원에서 민감하게 보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자소서를 쓰면서 피드백을 받는 것에 압박을 받는 부분도 많고. 하나
하나 꼬치꼬치 캐묻는 스타일이고 …. 다른 팀한테도 제 첨삭한 게 가고 가면접이라고 미
리 연습 같은 걸 하는데 연습하면서 압박면접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서도 스트레스를 많
이 받기도 하고 이해가 안가기도 하죠. 처음 들어온 게 아니고 2년 가까이 같이 일을 사
람인데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 명의 피드백을 받다보니까 방향이 오히려 흐트러지는
데 그런 스트레스도 많고 분위기가 좋은 피드백은 아니에요.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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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해대변 및 정책과제

○ 이해대변
- 게임산업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넥슨, 스마일게이트, 엑스엘게임즈 사에서 노조가 출범하였
음(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 이는 네이버, 카카오의 IT노조를 포함하
면 총 5개의 노조가 출범한 초기 단계임.
- 아직 외주/프리랜서 중심의 협회 조직 또는 실질 노조는 없음. 보다 넒은 범위의 게임개발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를 위한 단체로서 ‘게임개발자연대’가 있으나 현장에서 갈등중재 등 실
질 노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현재 ‘게임개발’ 산업에서의 ‘외주/프리랜서’ 인력이 중심이 되는 협회/노조 조직은 없
으나, 산업분류상 게임산업이 포함될 수 있는 정보통신산업분야 산별노조인 IT노조에 포함
될 수 있음. 그러나 IT노조는 보다 넓은 단위의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산업을 포괄하고 있
으며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IT산업 내에
서도 독자적 시장으로 분리된 특성을 갖는 게임산업의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이해를 대변하
기 위한 조직은 부재한다고 할 수 있음.
- 여기에는 개인으로, 세부 직무로 점점 파편화되어가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자생적으로 조직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면접결과 정규직의 경우 일부 노조가 출범했을지라도 사측
인식이 아직 부정적이라는 점은 전업과 겸업을 오가는 게임개발 프리랜서들의 이해대변 조
직 형성 또한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부업으로 외주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스
를 내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는 부분도 제약요인으로 작동.

(노조/조직화 미흡한 이유) 시장 자체가. 예를 들어서 기획자는 작아도 몇 명이 있는데
시나리오 작가는 팀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000팀 있을 때도 작가는 한 명이였어요. 백
몇 십 명이 있어도. 숫자 자체가 적다보니까 모이고 조직화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321)
협회나 이런 건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작업 물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데 조직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믿어야 가능하고 눈으로 봐야 믿는데 그런
거 형성되기 어렵죠. 다들 개인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언제 그
만둘지도 모르고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갈 수도 있고 너무 변화가 많기 때문에 뭉치기
가 어려워요. ... 그리고 조심스러워하는 게 회사에서 단체를 싫어하잖아요. 특히 큰 회
사 같은 경우에는 (322)

○ 정책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수･발주자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SW
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SW사업(국가.공공기관의 SW사업)의 발주관행 개선, 제값주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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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2017년에는 불명확한 요구사항으로 인해 과도한 과
업 변경이나 추가를 야기하여 개발자 근로여건 및 기업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문제의 개선을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사전심사제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SW사업 혁신방
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 3장 2절의 조사결과 또한 외주/프리랜서 인력의 직무 스트레스 및 노동강도를 고려할 때,
명확한 과업 범위의 설정 및 과도한 과업 변경(무리한 수정 요청)에 대한 제한이 필요함.
- 뿐만 아니라, 직무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표준단가 및 표준계약의 마련을 통해 공정 거래 질
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또한 필요함. 특히 외주 인력이 이미 많이 활용되어온 디자이너
직무와는 달리, 시나리오 직무의 경우 표준단가 및 적정 과업 관련 업계 표준에 대한 논의
가 부족하나 점차 외주 일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함.
- 표준계약 마련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에 대한 권리구제 및 갈등중재의 측면에
서도 이해대변 조직 또는 고충처리 기구의 마련이 필요함. 현재 ‘게임개발’ 산업에서의 ‘외주
/프리랜서’ 인력이 중심이 되는 협회/노조 조직은 없으나,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상급 조직
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의 조직화와 공정계약 관행의 마련, 교육훈련 등의 활동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가령, 산업분류상 게임산업이 포함될 수 있는 정보통신산업분야
산별노조인 IT노조가 해당될 수 있음.

3) 요약 및 함의
(가) 요약

○ 게임개발자들의 경우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래밍, 시나리오 기획 직무를 중심으로 외주/프리랜
서 인력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QA, GM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 또는 하청의 방식으로 고
용되어 있음.

○ 이러한 게임개발 프리랜서들의 대부분은 개인 네트워크 중심으로 일감을 구하고 이를 가장 선
호하며, 이 경우 클라이언트인 발주기업과 수탁인 사이에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됨. 그러
나 일감이 클 경우 수탁인이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를 띄나, 이
경우 수탁인과 팀원들 간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음. 반
면 최근 플랫폼의 발달과 함께 위시켓 등의 사이트를 통해 플랫폼사를 경유하여 일감이 체결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위시켓의 경우 보수의 10%를 수수료로 제하고 있음.

○ 이들의 노동장소나 노동시간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나, 개발 업무의 특성상 위탁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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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담당자 또는 기획자와 업무 방향 설정의 단계에서는 논의가 많이 필요하여 초기 단계
에서는 업체에 출근을 하는 날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됨.

○ 프리랜서의 직무 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수정 관련 요청이 있음. 특히
연차가 낮은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완수 후 임금 지급이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
거나, 무리한 수정 요청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수정 요청 등 과업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는 표준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며, 임금체불 등의 문제 발생시 권
리구제 및 이익대변 단체의 마련도 필요함.

(나) 코로나19 경험과 영향

○ 2020년 상반기의 코로나19의 확산은 게임산업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됨.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특수로 인해 3N(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을 필두로 게
임산업 대기업들은 상반기 실적 상승을 경험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함(스포츠경향
2020.08.10.).
-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개발자컨퍼런스(GDC)가 전세계 2천 50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실적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31%로 코로나19로 인해 게임산업이 수혜를 입었다는 인식과는 달리 게임업계 종사자들도
타격을 입은 것으로도 파악됨(ZDNET KOREA 2020.08.17.). 구체적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8%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해고됐다고 응답하였으며, 32%는 자신이 속한 개발사가 어려움
을 겪었다고 응답함.

(다) 일의 전망

○ 일의 전망
- 이상규, 이성민(2019)은 기반기술 및 플랫폼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종속성 및 의
존성 극복 과제, 게임 산업 인력들의 고용변화(아트/그래픽 직군 외주화, 프리랜서화)에 따
른 인력 정책 수립 및 사회적 안전망 마련, 기술의 인력 대체에 따른 탈숙련 이슈, 산업 양
극화 극복 및 생계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있음.
- 면접결과 또한 모바일 게임 중심의 산업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볼 때, 점점 더 작은 규모의
스튜디오/업체에서는 외주/프리랜서로 활용될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일자리들의 계약관행 및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문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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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전문서비스
1. 번역가
1) 조사 개요
(1)

번역가 개요

○ 통번역은 현재 NCS 미개발 직무임. 단,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에디터(영어통번
역) 채용 위한 별도직무분석에 따르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 △전문적인 영어독해
및 작문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되고, △업무 관련 각종 문서 번역 및 감수와 통역업
무 △국제기관 대상 업무 통번역 및 업무 지원 등을 요구함.
- 통상 통번역가의 경우 국내 통번역대학원 수료 및 졸업이 요구되거나,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외국 체류 경험 및 통역 경험이 요구됨.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입문 가능하며 사설학원 등에서 통역가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

○ 한국의 통번역시장 양적 규모는 증가하고 있음. 2008년 연간 약 4,000억 규모이고, 법인업체
수는 극소수에 불과해 소규모 업체 1,000여개가 난립했으나(전현주, 2017), 2019년 번역시장
규모는 약 2조 2,000억원으로 추산됨.17)
- 하지만 시장규모 발전에 비해 통번역 종사자의 노동조건은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
됨.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8)에 의하면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사업체수는 674곳이고,
이 중 개인사업체가 426곳(63.2%)이며 회사법인은 153곳(22.7%)에 불과함. 즉, 여전히 통
번역노동시장은 소규모 업체 중심임.

○ 또한, 한국 번역시장은 폐쇄적이며 관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번역
가 10명 중 6~7명은 일감 중개하는 번역회사가 취득하는 수수료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번역
의뢰인과 번역가 모두 폐쇄적인 번역환경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18)
- 번역 의뢰인은 △번역 품질 및 마감에 대한 불안 △지불 번역비 적정성에 대한 의문 △비교
견적 받기 어려움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번역가는 △홍보 수단 제한적 △수입의 불규칙
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의뢰인과 번역가 모두 의뢰인-번역가를 연결해주는 플랫

17) 매일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AI 번역산업’의 미래 조망」, 2020.02.07.
18) 문학뉴스, 「우리나라 번역시장 폐쇄적, 관행에 크게 의존」,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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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번역 서비스는 자동번역 등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받음.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1984)은 일
찍이 자동번역시스템 개발로 인한 예상 시장규모를 산출하며 번역의 대중성 확장을 위해 번역
의 정확성, 입출력의 편의성, 비용, 처리 가능한 어휘 확대 등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전
망한 바 있음.
- 현 시점 번역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통번역 앱 및 기계번역과 번역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으
로 질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역시 시장의 발전에 조응해 변화하고 있음.

○ 이처럼 통번역 산업은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나, 통번역 종사자의
노동과정과 노동실태는 비교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 원고에서는 프리랜서 번역가와 번
역협동조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부분적으로 번역가의 노동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노동조건 개
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 방안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2)

조사방법

(가) 면접참여자 모집방법과 조사방식

○ 면접참여자 모집은 첫째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번역가’ ‘프리랜서’ ‘플랫폼’ 세 가지 단어를
검색한 후, 자신을 프리랜서 번역가라고 명시하며 연락처를 밝힌 블로거들에게 개별 메일을 보
냈음. 면접 요청에 응한 블로거 세 명과 개별 인터뷰 진행함. 둘째로는 번역협동조합 사무국에
개별 연락하여 면접조사 진행했음.
- 면접 내용은 면접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녹음했으며, 녹취록을 작성함. 면접 시간은 면접참
여자에 따라 1시간~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됨. 일부 면접참여자의 경우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면접(zoom) 진행함.
- 면접조사는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되, 면접참여자의 답변과 상황에 따라 연구자가 질
문을 가감했음.

(나) 면접참여자 특성

○ 면접참여자 4명 중 절반이 여성이고, 절반은 남성임. 연령대는 모두 30대~40대이며, 이전 직
장 경험이 있음. 주된 활동지역은 3명이 수도권, 1명은 경남권이고, 협동조합을 운영 중인
411을 제외하고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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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은 번역협동조합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번역협동조합 창립 멤버임. 이전에는 번역
외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며, 번역협동조합을 만든 계기는 “주변에 있는 번역가들이 200만
원 받던 것을 300만원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했음. 따로 번역 업무는 하지 않으며, 일
감 중개 및 의뢰인-번역가 간 소통 업무, 교육 등 협동조합 운영 업무만 하고 있음.
- 412는 대학졸업 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번역 외 다른 업종 회사의 계약직으로 일 하
다가 영상번역 사설 아카데미에서 교육 과정을 마치고 영상번역 일을 시작함. 번역일을 시
작할 때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음.
- 413은 대학졸업 후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국제협력 업무를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자
영업을 시작함.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입이 감소하자, 언어능력과 이전 직장 경험을
살려 부업으로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음. 면접 시점 실질적인 소득은 부업인 번역에
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 414는 민간기업에서 정규직으로 번역 및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양한 번역물을 접
하고 싶어서 그만두고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함. 통번역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으며, 면접조사 시점 프리랜서 1년차였음.

<표 4-1-1> 번역가 사례 면접참여자 특성
ID

성별

연령대

주된 번역 분야

411

남

50대 초반

번역 사회적 기업
운영

412

여

30대 후반 영상번역 (영어)

413

여

40대 초반

산업/문서 번역
(영어)

고용형태
전업/부업
자영업
전업
프리랜서
전업
프리랜서
부업

414

남

30대 초반

산업/문서/영상번
역 (소수언어)

프리랜서
전업

경력 (만)

플랫폼 중개 수수료
개인 사업자
소득 수준
활용 여부 비중(%)
등록 여부

7년

x

30%

?

o

8년

x

모름

약
300만원

x

10~25%

?

o
(부업)

약 20%

?

x

1년
0년

80~90%
(업워크)
10~20%
(바벨탑,
크몽)

2) 사례조사 결과 분석
(1)

산업 및 시장 환경 변화

(가) 규모와 전망

○ 번역가 통계상 분류는 [대분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 - [중분류]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28)- [소분류]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281) - [세분류] 번역가 및 통역가 - [세세분
류] 번역가(28141), 통역가(2814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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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분류에 따른 정확한 번역 종사자 규모 파악은 불가능하나, 일부 통계자료 통해서 대략적
인 규모 추정 가능함.

○ 출판산업 번역가 및 통역가의 종사자 수는 약 17,000명이며, 향후 10년간 고용은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한국고용정보원, 2017).19)
-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17)에 의하면 2016년 출판산업의 전체 취업자 수
는 약 320,000명이며 이중 번역가 및 통역가는 약 17,000명임(7.6%). 출판산업 내에서 사
서 및 기록물관리사 다음으로 그 규모가 작음.
- 출판산업 관련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번역가는 출판산업
내 다른 직업에 비해 2016~2021년 취업자 수 증가율이 가장 급격하게 감소할 것을 예측
됨(이시균 외, 2017).

<표 4-1-2> 출판산업 관련 인력수요 전망 (단위: 천 명, %)
취업자 수
직업
작가 및 관련 전문가
번역가
기자 및 논설위원
출판물 전문가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인쇄기조작원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17
12
16
15
14
43
89

19
17
22
21
15
69
62

21
19
23
22
16
74
56

22
20
24
23
17
78
55

취업자 수 증가율 (연평균)
2011~ 2016~ 2021~ 2016~
2016년 2021년 2026년 2026년
2.3
1.7
0.9
1.3
7.6
2.7
1.3
1.5
5.9
1.3
0.7
1.0
6.9
1.2
0.6
0.9
1.7
1.9
0.5
1.2
9.6
1.5
1.0
1.3
1.0
-2.0
-0.4
-1.2

*출처: 이시균 외(2017), p. 395 연구자 재구성

- 「2017 한국직업전망」에 따르면 직군별 고용 추세를 △증가 △다소 증가 △유지 △다소감소
△감소 등으로 분류했을 때 번역가와 통역사는 ‘유지’ 직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전망되고 있
음(고용노동부‧고용정보원, 2016)20)

○ 또한,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통해 ‘작가‧통번역가’의 규모 파악 가능함.
2020년 상반기 기준 작가‧통번역가 현원은 11,880명이고, 중분류 예술‧디자인‧방송직 중 약
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현원 대비 부족인원은 약 5,106명으로, 작가 및 통번역가 인력 부족률은 예술‧디자인‧방송직
평균에 비해서 다소 낮은 편임.
19) 이시균 외(201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16~2026)」,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
20) ‘과학기술 발전’ 부분에서 직무에 강력한 영향을 주나, △전지구적 문화교류 증가(문학작품, 영상물)
△문학작품 및 전문서적 등 고도의 번역기술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이
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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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번역가 및 관련 직종 규모 (2020년 상반기)
현원
인원 (명)

비중 (%)

구인인원
(명)

채용인원
(명)

부족인원
(명)

부족률*
(%)

12,302,576

100.0%

793,093

733,997

223,126

1.8

41 예술‧디자인‧방송직

176,110

1.4%

13,244

12,181

5,106

2.9

411 작가‧통번역가

11,880

0.1%

690

597

183

1.5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21,296

0.2%

656

643

252

1.2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8,527

0.1%

834

787

361

4.2

414 창작‧공연 전문가

5,344

0.0%

182

158

40

0.7

415 디자이너

91,931

0.7%

9,306

8,546

3,520

3.8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32,141

0.3%

1,233

1,162

704

2.2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4,991

0.0%

343

288

46

0.9

직종별
전직종

* 부족률: 부족인원/현원
자료: 고용노동부(2020),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 김준영(2019)은 플랫폼경제종사자를 약 46만 9천명(정의1)으로 추정했으며, 이 중 여성은
15만 6천명(33.3%)임. 여성 플랫폼종사자 중 약 4.2%(약 6,500명)가 통번역 일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 노동시장 특성

○ 이 원고에서는 번역가 노동시장을 1차, 2차 그리고 새로운 영역으로 구분했으며, 2차 부문과
새로운 영역 사례만을 분석함. 이 영역에서 번역가는 대부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됨.
- 앞서 언급했듯, 기본 번역시장의 폐쇄성으로 인해 의뢰인은 △지불 번역비 적정성에 대한 의
문 △비교 견적 받기 어려움 등을 겪고 있으며, 번역가는 △홍보 수단 제한적 등의 어려움
을 겪고 있음.

[그림 4-1-1] 번역가 노동시장 현황
1차

일터
주된
고용
형태

공공기관 (관계부처)*
기업 (영리법인)
정규직
기간제

2차

출판사 (영리법인)
영화 배급사 (영리법인)
판매, 유통 기업 (영리법인)
프리랜서 (외주)

새로운 영역

플랫폼 중계 (웹기반)
?

○ 사업체 규모별로 통번역가 직종 종사자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30인-99인(27.8%) > 5인~9인
(23.3%) > 10인~29인(20.2%) 등 순으로 나타났음. 유사 직종 및 전체 평균에 비해 100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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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종사자 비중이 낮고,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1-2] 번역가 및 관련직종 현황: 사업체 규모별

○ 통번역가는 노동시장에서 △고용불안에 따른 출판사와의 권력관계 △소득 불안정성과 ‘단가 후
려치기’ △대리번역 등 부당대우 △노동강도 심화 및 직업병, △4대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 부
재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21)
- 새로운 영역(플랫폼)은 기존 의뢰인-번역가가 겪고 있는 고충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나, 플랫폼 영역에서 기존 번역 노동시장의 관행(낮은 단가, 소득 불안정성) 등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 플랫폼 특성과 변화

○ 고객 주문형 및 인력 중개 플랫폼에서도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이 원고에서는 번역 서비
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두 사례(플리토, 바벨탑)와 글로벌 인력중개 플랫폼인 업워크의 사
례를 다루고자 함.

○ 업워크는 웹기반 인력중개 플랫폼으로, 업무수행자를 지정하는 방식임. 플랫폼노동자는 업워크
를 이용하기 위해 두 가지 비용을 부담해야 함. 첫째는 일감(프로젝트)에 지원할 때마다 지불
하는 ‘커넥트’임. 커넥트는 업워크 내에서 사용되는 코인인데, 월별 정액제로 구입하거나 필요
할 때마다 구입할 수 있음.
21) 외주출판노동자 실태조사 사업단(2013), 이지은(2017), 경기연구원(201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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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는 일감을 수행한 후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임. 업워크의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데, 비용이 클수록 수수료가 낮아짐. △$500 이하는 20%이고, △$500 이상
-$10,000 이하는 10%이며, △$10,000 이상은 5%임.
- 업워크는 수수료를 노동자와 고객 양자 모두에게서 받고 있는데, 첫 번째 ‘커넥트’는 서비스
런칭 초기에는 시행하지 않았던 제도임.
- 업워크에서의 인건비는 일감에 지원하는 노동자들이 견적을 제출하면, 고객이 선택하는 매칭
방식임. 커넥트를 이용하면 지원자들이 제시한 평균 견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일감을 수주
받기 위해 통상 평균보다 조금 낮은 가격을 제출하게 됨.

○ 플리토와 바벨탑은 번역 전문 플랫폼임. 업워크가 프리랜서들이 일감을 보고 견적을 제출하는
방식이라면, 플리토와 바벨탑은 플랫폼에서 적정 가격을 산출하고, 번역 분야 및 난이도에 맞
는 번역 전문가를 소개하는 방식임.
- 단, 플리토에서는 ‘집단지성’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함. 고객이 번역감을 올리면 해당 언어를
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일감을 잡아’ 빠르게 번역하는 서비스임. 클라이언트-번역가 간
마감 일정 조율이 가능한 방식과 달리, 이 방식은 일감을 선택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해야 함.

<표 4-1-4> 번역 주요 플랫폼 개요
업워크

플리토

바벨탑

운영

Upwork Inc

㈜플리토

㈜바벨탑

업종

Staffing & Employment
Services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설립일

1999

2012.8.

2017.3.

매출액

301 (백만달러)
(2019.12. 기준)

18억 6천만원
(2019.12. 기준)

-

거래방식

(매칭) 견적 및 번역 요청 → 번
역가 비교견적 제출 → 번역가
선택 및 계약 → (대금지급) →
작업 완료 → 대금지급

▸ (업무수행자 미지정) 번역 요
청 → 다수가 번역
▸ 견적 및 번역 요청 → 플랫
폼 적정 견적 제출 → 플랫폼
적정 번역가 매칭 → 번역가 선
택 → 번역 → 작업완료

견적 및 번역 요청 → 플랫폼
적정 견적 제출 → 플랫폼 적정
번역가 매칭 → 번역가 선택 →
번역 → 작업완료

비고

글로벌 인력 중개 플랫폼

불특정 다수 번역 참가하는
서비스 제공 (집단지성)

기존 번역회사 성격과 비교적
유사

○ 번역 플랫폼은 번역가들에게는 더 많은 일감과 자기홍보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클라이언트에
게는 투명한 견적을 제공하지만 매칭 형태의 거래 방식은 결국 저렴한 가격 경쟁으로 이어짐.
한 면접참여자는 플랫폼에서의 단가가 기존 노동시장에서의 단가보다 절반 이상으로 낮아지기
도 하는 현실에 대해 토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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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플랫폼 이용을 – 연구자 추가) 업워크에서만 했어요. 문제점은 저도 점차 일을 찾
다 발견한 것인데 업워크도 그렇고 좀 개발도상국가에서 한국어를 조금 하는 외국인 인
력들이 그분들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글 번역이나 네이버 파파
고만 봐도 1년 사이에 번역 정확도가 높아진 것 같더라구요. 한국노동시장이 비싼 편이
니까 거기서 클라이언트들이 자기들이 고용을 할 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채용을 하기 원
하니까 단가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413)

- 낮은 단가를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는 기계 번역과 번역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임. 저숙련 인
력이 기계 번역을 이용하며, 일정 정도의 수준을 소화할 수 있게 된 것임. 번역 서비스의 특성
상, 이는 업워크 뿐 아니라 국내에서 출시한 플랫폼에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
- 한편, 바벨탑에서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번역감을 분석하여 적정 가격을 제시하는데 이는 번역가
들로 하여금 더 낮은 단가 경쟁을 하게끔 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모델로 판단됨.

(2)

계약방식 및 노동조건

(가) 계약방식과 형태

○ 번역가 계약형태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계약하는 직계약 방식과, 클라이언트가 번역업체에 의뢰
를 하면 번역업체에서 번역가들에게 의뢰하는 에이전시 방식이 있음. 면접참여자에 의하면, 기
존 번역업계에서는 주로 에이전시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짐.

[그림 4-1-3] 번역가 계약형태: 직계약(좌), 에이전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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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번역회사 – 서면 계약 미체결 관행
○ 면접조사 결과, 번역업체에서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
됐음. 여기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는 앞서 언급했듯, 번역회사 중 다수가
소규모 영세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임.

요즘엔 계악서 쓰는 데가 더 많아졌어요. 계약서를 쓴다면 업체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제
가 처음 했을 때는 전혀.. 애초에 업계 자체가 영세업체들. 10명이 넘어가는 업체가 손에
꼽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더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412)

- 412는 “요즘엔 계약서 쓰는 데가 많아졌다”고 밝히면서도 여전히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관행이 굳게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음. 이는 시장의 변화에 따른 것인데, 번역물(미디어)의
양이 많아지고 미디어 유통 플랫폼이 많아지며 번역 호흡이 빨라졌기 때문임.

또 업계가 호흡이 빨라지니까 영화 한 편 줄때마다 계약서를 줄 수 없는 노릇이고. 뭔가
기간을 정하는 것이 싫은 것인지 암묵적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계약서를 쓰면 쓰는 것
이고 아니면 아니고. (412)

- 즉, 소규모 영세 사업체가 다수인 기존 업계 관행에 미디어 번역 및 공개 속도가 빨라지며
서면계약 체결 관행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덧붙여, 번역가마다 경력과 번역의 질이 천차만별인 것도 하나의 요인임. 번역업체에서는 최
소한의 번역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최초 계약 전 ‘테스트’를 보는데, 이 테스트에서 통과하
더라도 “일을 해보니 별로면” 자연스럽게 계약 해지(“일을 주지 않음”)를 하는 것임.
- 후술하겠지만, 이는 번역업체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나 프리랜서 위주인 번역가 노동
시장에서 번역가들이 겅력 개발을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함.

테스트 보고 통과하면 시리즈 하나 주고서 일을 하고 시리즈가 끝나면 그 업체와 계약관
계는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후에 또 나에게 일을 주면 그 업체와 다시 일을 하는 식. 근
데 또 기간으로 하기에는 업체 입장에서 이 사람이 별로면 안 쓸 수도 있는데 (412)

② 플랫폼 – 전문 번역가 등록
○ 번역 전문 플랫폼은 어느 정도 기존 번역업체(에이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테스트를 거친 후 플랫폼의 전문 번역가로 등록되면, 번역물의 언어와 분야에 따라 적정한 일
감이 배분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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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번역가 계약형태: 플랫폼

- 플랫폼에서는 △단가 책정 △플랫폼 자체 번역물 평가 △평가에 따른 등급 부여 과정을 거
침. 이는 플랫폼에서는 가단, 시장에 갓 진입한 번역가들이 경력 개발을 하기 어려운 기존
번역업계의 관행에 대한 대안으로 평가 및 등급 부여를 통해 프리랜서 번역가들을 관리하고
있음(장지연 외, 2020, p. 47-48) 이는 역으로 말하면, 기존 번역업체보다 번역 전문 플랫
폼에서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가고 있다는 방증임.

(나) 계약 내용

① 소득 – 단가와 기간, 그리고 보수 지급일시
○ 문서번역의 경우 단어당 요율에 따라 단가가 정해지고, 영상번역은 영상 길이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짐.
- 번역가의 평균 임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일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유
사직군인 통번역가의 연봉 분포는 확인할 수 있음. 프리랜서 통번역가의 소득은 인하우스
통번역가에 비해 그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됨.
- 2017년 기준, 프리랜서 통번역가의 연봉은 3천-5천 미만 26.79% > 3천 미만 및 5천-7천
미만이 25.00%임. 인하우스 통번역가의 경우 3천만원 미만 비중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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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통번역가 연봉 분포 (2017)

* 이지은(2017) p.95 연구자 재구성

○ 면접조사 참여자들은 월 평균 소득 밝히기를 꺼렸으나, 411은 “번역가들이 한 달에 200만원
벌 것 300만원 받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밝힘. 412는 번역일을 시작하고 몇 년 후
에야 연봉이 3천만원 이상이 됐다고 밝혔으며, 413은 다른 일을 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
부업으로 번역일을 하고 있다고 함.
- 번역 단가는 언어별로, 난이도 별로, 그리고 번역가의 경력과 번역업체에 따라 그 범위가 상
이한 것으로 보임. 심지어 업워크에서 모든 일감을 받아 수행하는 413의 경우 비슷한 문서
번역을 하면서도 클라이언트에 따라 단가 차이가 매우 심함.
- 414는 플랫폼에서 약 10~20%의 일감을 받고, 나머지는 소개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플랫폼
에서 책정한 단가와 소개를 통해서 받는 일의 단가가 비슷하다고 했음. 하지만, 플랫폼의 경
우 그 단가에서 수수료를 떼가므로 결과적으로 플랫폼에서 얻는 수입이 조금 더 낮은 것으
로 추정됨.

<표 4-1-5> 번역 단가 비교

영상

문서

면접참여자
인터넷 검색
10분 3만원~4만원 (영→한) 10분 2만5천원~4만원(영→한)
* 입문자 10분 1만5천원
10분 4만원~6만원(한→영)
1p(250단어) 7,500원~1만2천
1p(250단어) 3만5천~6만원 (영
원 (업워크, 영→한)
* 이전 경험 1p(250단어) →한)

4만5천원 (영→한)

번역 협동조합
10분 2만5천원~4만원(영→한)
10분 4만원~6만원(한→영)

한국산업번역원

1p(220단어) 2만2천원~4만7천
1p(250단어) 최저 2만원 (난이 원 (한→영)
도에 따라 조정)
1p(250단어) 1만5천원~3만
2,500원 (영→한)

② 마감일자와 불명확한 수정 책임
○ 번역가들이 작업과정에서 겪는 주된 애로사항은 잦은, 혹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수정 요구임.
413은 일감을 수주받고, 완료한 후 1개월 후에 갑작스럽게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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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음. 거부하고 싶었으나, 이용자 별점과 리뷰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수정을 했다고 함.

413이 계약한 내용(좌)와 한달 후 받은 수정요청 메세지

- 414 역시 기준 없는 수정이 업무상 겪는 애로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으며, 일감을 중개하는
411 역시 클라이언트의 기준 없는 수정요청이 업무 과정에서 중재하기 힘든 것 중 하나라
고 함. 411의 경우, “조합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무리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명확하게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말을 하고 다시 하면 되는데 문제
는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것. 어떤 것이 마음에 안든다 표시를 해서 가져오면 수정을
해준다 하는데 그것을 하면 명확하게 인지를 해서 죄송하다 하고 수정을 하는데 대부분
은 틀린 것은 아닌데 마음에 안 든다고. (411)

○ 한편 바벨탑에서는 수정 기한(A/S 기한)을 정하고, A/S 기한 이후의 환불 요청 등은 원칙적으
로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번역 결과물 내용이 미흡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마감일 이후에도
추가비용 없이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품질 보증의 방편이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무한정 수정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임. 하지만 플랫폼이 중재할 경우, 411이 말한 “기준 없는 수정 요청”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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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번역사의 의무)
라. A/S 의무
1. 번역사는 의뢰자가 바벨탑 플랫폼에 프로젝트를 의뢰할 시 도출되는 A/S 마감일까지 A/S 의무를
가집니다.
2. 번역사는 번역 결과물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A/S 마감일 이후라도 책임을 지고
추가비용 없이 작업을 마무리 합니다.
3. 번역사는 프로젝트의 A/S마감일까지 의뢰자 및 바벨탑의 연락에 성실히 답하며 연락두절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 번역사가 A/S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자 및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번역사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 바벨탑 이용약관(2018.11.28.)

③ 미완성/수정 작업물에 대한 보장
○ 413은 번역 과정에서 일감 자체가 수정 되어 중복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며,
기존 번역업체에서는 이를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힘. 원본의 수정으로 인한 추가
요율 산정 등의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일 하는 과정에서는 작업물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작업하는 원본이 중간에 수정
이 돼서 다시 주면 저는 또 수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보장 받아야 하는데 못 받
는 경우가 많죠. (414)

- 바벨탑에서는 ‘환불 규정’ 통해서 번역계약 체결 이후의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
음. 단, 품질보장 의무에 따르면 번역 결과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1회 수정을 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 가능함. 즉, 일부 플랫폼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사정으로
인해 미완성된 작업물에 대한 보장 규정이 있는 것임.

예를 들어서 번역 일을 하는데 누가 의뢰를 줘서 작업하는데 철회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
요? 그러면 제가 한 작업물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한다 그런 조항도 있고. 그거 하나
가 그나마 유리한 조항이죠. (414)
제16조 (환불)
가. 의뢰자는 번역 의뢰 및 결제 후, 특정한 번역사가 의뢰자의 번역 의뢰에 응답하여 번역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해당 번역 의뢰에 대한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의뢰자의 번역 의뢰에 대하여 특정 번역사와 번역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해당 번역사가 번역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간주하여, 의뢰자는 번역의뢰를 위하여 한 결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바벨탑 이용약관(2018.11.28.)

(2)

작업조건 및 노동과정

(가) 노동시간과 노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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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참여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대략적으로 40시간~50시간 이상인 것으로 파악됨. 412의 경
우 자신을 “특별히 일을 많이 하는 프리랜서”라고 표현했는데,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
까지 일을 한다고 함.
- 412는 중간중간 집안일을 하는 시간을 빼면 평균 7~8시간 정도 일 하나, 스톱워치를 켜놓
고 측정했을 때 10시간 일한 적도 있다고 밝힘. 주6일 기준, 412의 노동시간은 42시간~52
시간 이상인 것임.
- 413은 평균 프로젝트 3개를 동시에 수행하며, 장기 프로젝트와 단기 프로젝트로 나누어 일
을 처리한다고 함. 413 역시 마감을 제외하고 하루 7시간~8시간 정도 일을 하고, 가능한
주말에는 쉬고 있음.

하루
어서
처럼
시간

7시간~8시간 프로젝트 3개 정도 루틴이 있어요. 모두가 외국분들이라 시간대가 늦
작업을 저녁에 많이 했었고, 아침 10시부터 작업을 했고 사무실에서 일을 했을 때
7시간을 맥시멈으로 일을 하고 있고 대신 프로젝트라도 마감기한이 짧으면 잠을 세
자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413)

- 번역 업무 특성상 클라이언트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있어, 주된 작업시간이 저녁 이후가 되
는 경우가 있음. 마감기한이 짧을 경우 노동시간이 길어지는데,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우려됨.

<표 4-1-6> 번역가 면접참여자 주요 노동 현황 – 주된 수행업무, 주당 근무일

주된 수행 업무

411
일감 받기, 일정 조율
등 번역업체 업무

번역 영역
동시 수행
프로젝트 수
주당 근무일

412

413

414

번역, 번역 교육

번역

번역

-

영상번역

문서번역

영상, 문서번역
(소수언어)

-

2~4

3

3

6

6~6.5일

5일~6일

5~6일

(나) 장소와 작업도구

○ 외주출판노동자실태조사사업단(2013)에 의하면, 번역가의 주된 작업 장소는 집(75%) > 작업실
(19.2%) 등 순임. 번역 업무를 하는 면접참여자 모두 재택이나, 재택 내 별도의 작업실에서 일
을 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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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외주출판노동자 주된 작업장소 (2013)
작업장소

그림
번역
편집
(교정/교열)

전체

개인‧공동 작업실

집

출판사

기타

빈도

75

172

2

1

250

퍼센트

30

68.8

0.8

0.4

100.0

빈도

10

39

0

3

52

퍼센트

19.2

75.0

0.0

5.8

100.0

빈도

7

41

1

5

54

퍼센트

13.0

75.9

1.9

9.3

100.0

* 출처:외주출판노동자실태조사사업단(2013), p.19

- 번역 업무에는 PC 외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나, 업체나 플랫폼 혹은 클라이언트마다 요구하
는 번역 소프트웨어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음.
- 특히 영상번역의 경우, 작업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다뤄야 함. 412는 이 역시 번역업계
변화 중 하나인데, 작업이 용이한 프로그램이 보급되며 이전에 하지 않던 자막 싱크 작업
(타임작업)이 번역가의 업무가 됐다고 함.

업체마다. 플랫폼마다. 어떤 플랫폼은 싱크를 맞춰서 줘서 저희가 정말 번역만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곳은 저희가 타임 작업까지 해야하는. 이것도 바뀐 부분이에요. 제가 처음
할 때 이게 당연했어요. 타임 작업하는 것이. 업계 선배가 처음 데뷔했을 때는 이 작업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었데요. 요즘에는 영상번역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타임작업이 번역가에게 넘어갔어요. (412)

(3)

직업선택과 일감 이력경력
,

(가) 직업선택 계기와 경로

○ 412는 번역업계의 특징 중 하나로 “스펙을 보지 않는다”는 점을 꼽음. 이전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던 412가 번역가로 이직한 이유는 “스펙을 거의 안 보기 때문”이고 “원래 언어에 관심
이 많아서”임. 412는 민간 영상번역 아카데미에서 교육 과정을 들은 후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
을 시작함.

영상번역 쪽은 스펙을 거의 안봐요. 그래서 저한테 크게 다가왔거든요. 나이도 크게 안보
고 제 이전 직업도 거의 신경을 안 쓰니까. 정말 딱 영어실력과 한국어 실력만 보거든요.
제가 도전 해볼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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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은 언어 관련 전공 졸업 후 공공기관에서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했고, 414 역시 언어
능력이 다소 요구되는 일을 했음. 413이 프리랜서가 된 것은 “보수적인 조직 생활이 맞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이고, 414는 “많은 분야의 일을 하고 싶어서”임.
- 414는 프리랜서가 되기 전 통번역대학원에 다녔는데, 동기 중 프리랜서는 “자의든 타의든
1/3 정도”라고 밝힘.

회사에 일을 하다보면 할 일은 많지만 대부분 했던 일을 또 하고 어느 수준 이상으로 못
올라서는 것 같고 정체기를 느끼는 것도 있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많은 분야의 일을
할 수 있고 컨텐츠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서 프리랜서 일을 해야
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통번역 대학원을 다니기로 했고 입학을 해서 졸업 후 1년 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기 중에서 프리랜서는 자의든 타의든 3분의 1정도. (414)

(나) 이력경력

○ 면접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플랫폼이 입문 번역가에게 자기PR과 더 많은 일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을 확인함.
- 번역업계에 입문한 지 오래된 412는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에서 소개를 받아 일을 하고 있
어 플랫폼 이용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않고 있음.
- 하지만 번역가로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413과 414에게 플랫폼은 유일한 일감 수주 경
로이거나(413) “지금은 10~20%밖에 안 되지만 아직 소개로 먹고 살만큼 일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마련한 루트”(414)임.

플랫폼에 등록을 해놓으면 다른 일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또 새로운 일감을 마
련할 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곳에 등록을 해두고 지금 당장은 일
감이 안생겨도 나중에 다른 루트로 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소개로 먹고 살 만큼 일을 받기가 힘드니까. (414)

- 특히 413은 “적어도 플랫폼을 이용하면 돈을 떼먹힐 우려가 없기 때문에” 낮은 단가를 감수
하고 플랫폼을 통해서만 일을 구함.
- 이는 기묘하게도 “번역가들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계약하는 것보다 업체와 계약하는 걸 더
선호하기도 한다”는 412의 경험과 조응하는데, 그 이유는 “업체를 통해 계약하면 번역료는
업체가 보장해주기 때문”임.
-즉, 플랫폼과 번역업체 모두 번역가들에게 인건비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으
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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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과 안전망

(4)

(가) 교육훈련

○ 번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은 특별히 없음. 유관 전공이 아니어도 테스트만 거치
면 번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어학 자격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임. 영상 번역의 경
우 사설 학원(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아카데미가 번역업체를 겸하며 일감을 중개할
수가 있음(412).

교육훈련을 저희는 못해요. 통역번역이 나눠지지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나눠지
잖아요? 퀄리티가 큰 이슈인데 일단은 조합이 그 조합원들의 통역품질을 높일 교육을 제
공 못하고 진행도 힘들어요. 이미 자기들만의 루틴이 있고 (중략) 자격증도 따로 없고
(411)

- 411은 조합 차원에서 번역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싶으나, 각자 작업의 루틴과
방식이 있고 수준도 달라 현실적으로 교육을 하기 어렵다고 함.
- 단, 고유한 번역 프로그램을 다루는 번역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교
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업체랑 만날 일이 좀 있었어요. 다른 작가에 비해서. 업체마
다 다른데 자기 업체로 와서 교육을 받으라는 곳도 있고 제가 나가서 교육을 하는 곳도
있고. 그냥 마감만 던져주면 끝나는 곳도 있고. (412)

(나) 4대보험 가입 현황과 필요도

○ 면접참여자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에 가입(지역가입) 되어있고, 412의 경우 “소득이 어느 정도 생
긴 3~4년 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나머지 면접참여자들은 건강보험에만 가입된 상태임.

<표 4-1-8> 번역가 면접참여자 4대보험 가입현황, 필요성 인식
가입 현황

411
412
413
414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임의가입
유예
유예

지역가입
지역가입
지역가입

가입안함
가입안함
가입안함

가입안함
가입안함
가입안함

* ○: 필요함 △: 잘 모르겠음, X: 필요없음, -: 파악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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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민
연금
○
○
△

필요성 인식
건강
고용
보험
보험
○
○
○
△
○
○
ㅊ
△

산재
보험
-

- 건강보험 외 다른 보험에 특별히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소득이 적어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는 그렇게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임. 411은 “번역가는 기혼이 많아 배우자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일을 잘할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서 체감하
는 필요도가 예술인에 비해서는 낮은 것 같다”고 진단했음.

그런데 국민연금 안내는 번역가들이 많아요. 특히 초보들은 의료보험에 이것까지 하면
많이 나가니까. 100만원도 못버는데 20만원 내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안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일 시작하고 3~4년 후에 국민연금 내기 시작했어요.
(412)

- 얼마 전까지 직장생활을 했던 413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필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412는 대출 시 소득 증빙을 위해서라도 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
음.

짧게 직장생활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도 있는데 프리랜서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
까 더 불안정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413)

(5)

종속성 자율성
,

(가) 종속성

① 경제종속성
○ 면접참여자는 평균 3개 이상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일감을 받고 있으며, 경력이 오래될수록 다양
한 일감 수주 경로가 형성되어 경제종속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단, 입문자의
경우 일감 수주 경로가 적어 그만큼 일정 수준의 경제종속성이 형성될 가능성이 큼.
- 업워크에서는 직거래를 따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업워크를 통해 대면한 클라이언트와 별도
의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바벨탑에서는 직거래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는 번역
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2) 직거래 유도 행위
① 회사는 직거래유도행위에 대하여 그 적발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한을 부과합니다. 아래 기준을
따르되, 위반 정도에 따라 회사는 기준보다 높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에 회원에게 이용계약해지 전 부과된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지 시로부터 재가입까지의 기간은
적발횟수 차감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적발 횟수에 따른 제한: 1회 경고 / 2회 7일 이용정지 / 3회 30일 이용정지 / 4회 회원자격 영구정지

- 바벨탑 이용약관(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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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실적으로 번역업체 및 플랫폼과 단가 협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의
경제종속성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표준계약서는 따로) 없어요. 계약서를 안 쓰고 일을 하니까. 안 쓰는 쪽이 많아요. 저도
딱히 계약서를 안 썼고 계약서 쓰는 것도 단가가 회사마다 다르고 짬이 돼야 협상이 되
는데 협상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업체가 정한 가격에 따라 갈 수 밖에 없죠. (412)

② 사용종속성
○ 번역업체 및 플랫폼은 별도의 회의나 복무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무장소 역시 자유롭다는
점에서 사용종속성은 비교적 낮은 편인 것으로 판단됨. 업워크와 바벨탑 등 플랫폼은 플랫폼이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계약 당사자는 의뢰자와 번역가 양자임을 명시하고 있음.

제10조 (중개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나. 회사는 의뢰자와 번역사 사이에 체결되는 번역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이므로, 해당 번역
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자와 번역사입니다.

- 바벨탑 이용약관(2018.11.28.)

- 하지만 바벨탑의 경우 제11조 번역사의 의무 조항을 통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작업의 형식
및 편집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함. 기존 번역업체 역시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제11조 (번역사의 의무)
자. 회사는 필요한 경우 번역사에게 일정한 작업의 형식 및 편집 유형을 제시할 수 있고 번역사는 이를
존중한 작업물을 납품해야 합니다.

- 바벨탑 이용약관(2018.11.28.)

- 특히 바벨탑의 경우 번역가의 경력 형성 및 개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평가와 등급 선정을 하
고 있는데, 이는 기존 번역업체가 거의 수행하지 않는 역할이며 이 경우 사용종속성이 일정
정도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기술종속성
○ 플랫폼에서는 클라이언트(이용자) 평가 및 별점이 주요한 역할을 함. 별점과 리뷰로 인한 단가
조정 여부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클라이언트(이용자)의 선택과 일감의 양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임.
- 또한, 플랫폼이나 클라이언트에 따라 고유한 프로그램이나 툴에서 번역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기도 함. 414는 요율이 아닌, 클라이언트가 마련한 프로그램에서 작업하고 여기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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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 시간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진 경험을 이야기 했음.
- 바벨탑 역시 단가를 산정할 때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통한 단가 산정 △평가를 통한 등급
부여와 등급에 따른 단가 차등 적용을 수행하고 있음.

(나) 자율성

○ 번역가마다 고유한 어휘 선택 및 번역 스타일이 있으며, 이는 공동 작업하는 번역가 간의 소통
을 통해서 유지되거나 조정됨. 즉, 작업 결과에 대한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음.
- 단, 클라이언트나 번역업체마다 고유한 단어를 지정하는 경우도 발견되며 이는 전문 분야 번
역일수록 더욱 엄격할 수 있음.
- 작업 장소는 자율적이며(재택), 마감 시간 역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번역가의 경우 하루
정도 조정하여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짐.

(6)

부당대우 및 차별

○ 인건비 미지급과 개인적 대응
- 412는 본인이 직접 겪지는 않았으나, 동료 번역가가 인건비를 받지 못한 채 일을 한 경우를
지켜봤다고 함. 동료 번역가는 개인적으로 업체에 항의했으며, 동일 업체에서 임금 받지 못
한 번역가를 모아 법적으로 대응했다고 함.

입금문제는 저는 겪은 적 없어요. 업체마다 돈을 주는 날짜가 다른데 하루 이틀 늦어지
는 경우에는 미리 전화를 해줘요. 근데 제 동료 작가 중 한 분은 1년 동안 돈을 못 받은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돈은 안주는데 그 동안 일은 시켰어요. 약간 붙잡아두는.
돈을 그 기간동안 아예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받을 돈이 70만원이면 20만원 정도
주고. (412)

○ 소득의 불안정성
- 411과 412는 번역가들이 일을 마치고 바로 인건비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
정해질 수 있다고 함. 특히 번역업체가 다른 번역업체에 하청을 맡기는 경우 인건비 지급은
더욱 지연됨.
- 411은 협동조합에서 업무를 완수한 후 보름~한 달 이내에 인건비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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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돈을 주는 것이라 직으로 했으면(연구자 주-직접 계약했으면)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업체 끼면 돈을 주는 것은 업체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에요. 근데 돈이 바로 들
어오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좀 빨리 들어오면 2개월, 늦게 들어오면 3개월 뒤. 늦게 들어
온다기 보다는 애초에 이 업체가 2~3개월 전에 일을 준거에요. 제가 7월 30일에 돈을
받는데 그때 들어오는 분량이 5월 달 번역료에요. 업체도 납품을 하고 돈을 받아야 하니
까. 약간 밀리는. 하청이 중간에 많이 끼면 좀 더 밀리는. 주기성은 있죠. (412)

○ 기준 없는 수정요구와 별점
- 앞서 기술했듯, 클라이언트의 명확한 기준 없는 수정 요구는 번역가들로 하여금 장시간 노동
을 하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임. 특히 413은 일을 마친 지 한달 후에 수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용자 별점으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정 요청에 응함.
- 또한, 413은 몇몇 클라이언트들이 낮은 단가를 제시했을 때 답변을 하지 않았더니 별점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함. 제제 없는 이용자 별점은 번역가가 낮은 단가로 일을 받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처음에는 저도 100퍼센트였고 모두가 긍정적인 리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몇 몇 클라이
언트들이 저에게 낮은 단가로 오퍼를 보냈어요. 답장을 안했더니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
하더라구요. 응대도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냥 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413)

○ 테스트-일감의 경계 모호함
- 번역업체는 통상 테스트를 거쳐 번역가와 계약을 맺는데, 일감을 테스트에 녹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발견됨. 412는 “테스트가 첫 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 413은 테스트를
수행한 후 업체로부터 연락이 끊긴 경험이 있음.

업무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일을 맡겼어요. 정말 프로그램도 전문 툴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라 이정도 인프라의 회사면 믿어도 되겠다 생각해서 진행을 했는데 연락이 끊겼어
요. 행아웃으로 회의를 했을 때 단체메일 받은 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볼
까 생각도 했어요. 너희도 사기를 당했냐. 그렇게 까지 시간을 낭비해야되나 싶어서 안했
는데 다른 사기 방식은 제가 생각한 바로는 사기는 아닌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번역가
테스트를 해본다고 하면서 A4 용지 반 되는 분량을 번역가들에게 뿌리는 것이죠. 이쪽에
서는 A, B, C의 일을 하게 하고 D라는 사람은 A, B, C를 평가를 해서 다 저렴한 가격
으로. 그러면 분량 하나의 작업을 마치는거에요. 니가 잘하면 일을 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데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프리테스트 처럼 작업을 쪼개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
고 다시 연락하지 않고. (413)

(7)

이해대변 특징 및 정책과제

(가) 이해대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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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역번역협회(1999년 설립)과 한국번역가협회(1971년 설립) 등이 있으나, 면접참여자들은
협회의 존재를 모르거나 실질적으로 이해대변이나 고충해소, 혹은 의견개진 통로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음.

국제통역번역협회
창립: 1999년
목적: 1. 한국의 통번역 표준 선도 2. 통역사 및
번역사의 권익 보호 3. 한국의 문화와 역사, 산업
세계에 알림 4. 공신력 있는 시험 시행 통한
통역사와 번역사 발굴

한국번역가협회
창립: 1971년
목적: 번역가들의 자질향상과 저변확대 및
국제번역기구와의 유대와 회의, 세미나,
교양포럼의 개최 및 참여와 연구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래문화의 정확한 흡수와 국내전파 및
한국문화의 해외전파에 이바지함

(나) 정책과제

○ 최소 요율(단가) 보장 및 표준계약(안) 마련
- 면접참여자들은 단가가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현실에 대해서 토로했음, 따라서 최소한의 요율
산정 및 공시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단가가 보장이 됐으면 해요. 여기 업계가 상상 이상으로 낮아요. 여기는 심지어 더 떨어
지고 있어요. 하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리고 후려치는 업체도 많아지고 있어요. (412)

- 또한, 번역가들은 만성적으로 수입의 불안정성을 겪고 있는 바, 업무를 완수하고 특정 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번역의 질을 담보하되, 무리한 수정 요구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 역시 필요함. 수정기한을
제한 및 현실적인 환불 규정 마련 등이 가능할 것임.

○ 법률 지원
- 412는 번역가들은 현실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단체나 조직이 아니니 무산되기 쉬운 현실을 지적했음. 이해대변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현
실 속에서, 인건비 미지급 및 지연 등 부당대우를 겪었을 경우 법률지원이 필요함.

업체가 파산신청해서 돈을 못 받고 업체가 역고소를 했어요. 보통 못된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한대요. 업체가 한 사람한테만 등쳐먹는데 아니니 그렇게 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협회가 아니니까 무산이 되는 거에요.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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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함의
(가) 요약

○ 번역가 노동시장 및 산업 특성
- 통번역 산업은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나, 통번역 종사자의 노동
과정과 노동실태는 비교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음.
- 통번역가는 노동시장에서 △고용불안에 따른 출판사와의 권력관계 △소득 불안정성과 ‘단가
후려치기’ △대리번역 등 부당대우 △노동강도 심화 및 직업병, △4대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
부재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소득과 노동시간
- 번역 단가(요율)은 번역업체나 플랫폼,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경력 개발 및 경
력에 따른 보상도 미비한 편임. 단, 일부 플랫폼에서 자체적인 평가와 등급 부여, 그리고 이
에 따른 단가 설정을 시도하고 있음.
- 면접참여자들은 대부분 주6일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따
라서 저녁 이후에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음.

○ 교육훈련과 4대 보험
-현실적으로 번역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은 어려우며, 번역가가 되기 위한 교육이나 자격
이 따로 없음. 이는 입문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요인이나, 낮은 진입 장벽은 낮은 단가로
이어짐.
-면접참여자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낮은 소득으로 인해 그 외의 보험 가입
은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음. 소득증빙 및 안정성을 위한 고용보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 종속성과 자율성
- 다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일감을 받을 수 있으나, 단가 등에 있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경제종속성이 어느 정도 성립됨.
- 기존 번역업체에서의 사용종속성은 낮은 편이나, 기존 업계의 한계(경력개발 방안 미비)를
극복하기 위해 플랫폼에서 번역가 평가 및 등급부여를 하며 종속성이 형성되고 있음.
- 일부 플랫폼 및 번역업체는 번역에 필요한 툴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툴에 맞춰 번역
하도록 요구하기도 함. 한편 마감 시간 및 일정 조율, 그리고 근무 장소에서의 자율성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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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됨.

(나) 코로나19의 영향

○ 통역은 대면 행사가 줄어 타격이 있으나, 번역의 경우 코로나19의 파장이 비교적 얕은 분야인
것으로 파악됐음. 412는 강의로 인한 수입은 줄었으나, 영상번역이야말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직종이라고 응답했음.

영상번역이야말로 코로나 영향을 안 받은 직종이에요. 장기적은 모르겠는데. 컨텐츠가 줄
어들면 수입이 줄지 모르죠. 코로나가 커지고나서 큰 변화를 못느꼈어요. 일이 줄어봤자
강의가 줄어든 정도. 강의만 했다면 수입이 확 줄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412)

-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의 상황은 미지수이며, 413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해외
기업에서의 수주가 감소했고, 이로 인해 컨택 과정에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
고 했음.

(다) 일의 전망

○ 면접참여자들은 번역 업계가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미 간단한 문서 번역과 산업 번역의 수
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음. 향후 단순 번역보다, 번역 감수가 더 많아질 것이며 ‘번
역’ 업무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함.
- 고용정보원의 전망 역시 비슷한데, 번역가 직종의 고용은 유지될 것이나, 기계 번역 및 기술
의 발달로 인해 번역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고용정보원, 2016;
전현주, 2017)

기술번역에서는 AI가 상당히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애초에 기술번역 쪽은 AI와 비
슷한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번역가들이. 반복되는 용어들이나 계약서 폼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폼들은 프로그램이 번역하고 빈 부분은 번역가가 메꾸는. 이제는 쉬운 것
은 AI로 충분히 처리가 되는 수준이라 쉽고 자잘한 것들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거에
요. 그것들 위주로 번역했던 작가들은 다 나가 떨어졌다는거죠.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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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새로운 노무제공형태 실태와 특징 – 창작
1. 웹툰
1) 조사 개요
(1)

웹툰 산업 소개

○ 웹툰(Webtoon)은 Web과 Cartoon의 합성어로서, 웹상에 공개되는 만화를 말함. 웹툰은 유통
뿐만이 아니라 제작도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웹툰은 처음부터 디지털 툴을
통해 작업하고,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됨. 출판만화와 달리 칸 구분을 없애고 독자가 마
우스를 사용하여 읽을 것을 염두에 두고 세로 스크롤 편집을 함.

○ 총 36개의 플랫폼(사이트)에서 현재 총 1,748개의 웹툰이 연재되고 있음. 총 2,358명의 작가
가 연재 중인 것으로 추정됨.22) 페이지뷰별로 플랫폼의 순위를 매겼을 때, 네이버, 다음, 투믹
스, 카카오페이지, 미스터블루, 탑툰, 레진코믹스, 봄툰, 무툰 순으로 나타남(2020년 3월). 이들
10개 플랫폼이 대부분의 페이지뷰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현재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웹툰과 레진코믹스, 카카오페이지 등 유
료 웹툰으로 이분화됨. 포털사이트는 독자 트래픽을 유인하기 위해서 작가의 웹툰 작품을 독자
들에게 무료로 공개함. 유료전문 플랫폼은 웹툰을 전문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독자
가 화별로 돈을 지불하고 작품을 구매하는 시스템임.

(2)

사례선택 이유

(가) 작업방식의 변화

○ 플랫폼이 등장함에 따라서 작업방식이 크게 변화한 대표적인 직종임. 이전의 출판만화에서 작
가는 종이에 칸 만화를 직접 그려서 원고를 출판사에 전달하였음. 이에 반해 플랫폼에서 웹툰
이 제공됨에 따라서 만화 작가들은 이제 디지털 툴을 이용해 창작하고 디지털화된 원고파일을
22) https://was.webtoonguide.com/das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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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제공함.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작업방식이 디지털화되었다는 점에서 작가의 노동과정
이 크게 변동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나) 플랫폼과 웹툰 작가의 계약 관행

○ 플랫폼은 만화 연재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방식이 출판만화와 비교하여 상이함. 웹툰 작가의
작품을 보기 위해 독자들이 몰려들면 발생하는 트래픽을 이용해 광고 수익을 얻거나 또는 웹
툰 작가가 제공하는 작품의 매화마다 독자가 비용을 지불함. 이러한 수익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플랫폼은 작가에게 원고료를 지급하는 방식 또는 작품의 유료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발달시
킴. 웹툰을 유통하는 플랫폼이 창작자에 비해서 더 큰 권력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
여, 웹툰과 작가 사이에 불공정 계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
음.

(다) 플랫폼과 작가의 관계

○ 플랫폼이 등장함에 따라서 플랫폼이 작가를 대우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생김. 플랫폼은 디지털 시장(digital market)을 표방하면서 작가의 작품을 업로하는 기능에 그
치며 따라서 출판만화 시절 편집자가 하던 역할의 대다수를 작가가 떠안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또한 플랫폼은 작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플
랫폼 소유자에게 제공함. 플랫폼에서 작가 인기순위, 독자 댓글, 독자의 별점 등은 작가와 독자
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작가에 대한 관리 수단이 될 수 있음.

(3)

웹툰 작가 조사 방법

(가) 면접자 모집 방법

○ 연구자는 트위터에 접속하고 ‘웹툰 작가’를 키워드 검색하여 웹툰 작가로 활동하는 트위터 이용
자를 찾음23). 그들에게 트위터를 통해 연구자가 연락을 시도했고,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4명의 웹툰 작가를 섭외함.
○ 웹툰 작가들 중 일부는 현재 여성노조 산하 디지털콘텐츠지회로 조직화되어 있음. 여성노조 조
23) 웹툰 작가들은 현재 트위터(twitter)를 통해 독자, 잠재적 예비독자, 동료작가들과 소통을 하고 있음.
트위터는 웹툰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고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력한 창구구실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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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국장의 협조를 구해 디지털콘텐츠지회장이 연구에 참가할 웹툰 작가를 모집함. 서울에 거주
하는 1명의 웹툰 작가를 섭외함.

○ 연구의 취지와 목적(프리랜서의 근로조건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향 모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비 지급에 대해서 알림. 연구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작
가들과 면접 장소 및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 논의함. 총 5명의 웹툰 작가가 면접대상자로 연구
에 참여함.

(나) 면접 방법

○ 코로나19의 상황을 감안하여 면접자가 대면면접과 비대면 면접 중에서 선택하도록 함. 3명의
면접자는 비대면 면접을 선호하여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메신저에 내장된 통화 기능을 사용하
여 면접을 진행함. 나머지 2명의 면접자는 대면 면접을 선호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호하는 장
소와 시간에 연구자와 만나 면접을 진행함. 면접자의 작업장이나 집 근처 카페에서 연구자와
면접을 진행함.

○ 연구자는 면접 질문지를 미리 면접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질문
에 대한 응답을 준비할 여유를 가지도록 함. 면접 질문지는 본 연구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질문지를 웹툰 작가의 특수한 근로조건과 상황에 맞추어서 연구자가 수정함. 면접 질
문지를 수정하는 데에는 웹툰 작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 웹툰 작가의 근로실태 조사서들을
참고하였음. 면접을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웹툰 작가의 상황에 맞게 질문지를 다시 수정하는 과
정을 거쳤음.

○ 면접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진행되었고, 면접의 내용은 면접자의 동의를 구하고 녹
음하였음. 연구자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녹음하였고 녹취파일을 만든 후에 녹음 파일은 폐기
하였음.

○ 면접 진행 당시에 미처 물어보지 못한 질문이 있거나, 혹은 면접자의 대답이 명확하지 않은 경
우에 연구자는 사전에 면접자에게 양해를 구한 대로 면접자와 이메일 및 전화로 부분적인 면
접을 진행함.

(다) 면접자들의 인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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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자의 인적 특성은 아래와 같음. 웹툰 작가로 활동하는 주된 계층이 20대 젊은 여성들인데
이를 반영하여 면접자들도 20대 여성으로 이루어짐.

<표 5-1-1> 웹툰 면접자 인적 특성
ID

직무 경험

고용형태
전업/부업

노동이력
경력

플랫폼
활용유형

연령대

성별

소득
수준

가입
수수료

511

등단 이전
취미생활

프리랜서
전업

2013년~

유료
웹툰전문
플랫폼

20대
중반

여

월
250~300

없음

512

등단 이전
취미생활

프리랜서
전업

2015년~

유료
웹툰전문
플랫폼

20대
중반

여

월
250~300

없음

513

등단 이전
취미생활

프리랜서
전업

2014년~

유료
웹툰전문
플랫폼

20대
중반

여

월
250~300

없음

514

등단 이전
취미생활

프리랜서
전업

2018년~

유료
웹툰전문
플랫폼

20대
중반

여

월
250~300

없음

515

등단 이전
취미생활

프리랜서
전업

2017년~

유료
웹툰전문
플랫폼

20대
중반

여

월
250~300

없음

2) 사례조사 결과 분석
(1)

산업 및 시장 환경 변화

(가) 웹툰 플랫폼의 발전

○ 한국의 만화시장은 1990년대까지 출판만화가 주종을 이루었지만, 2000년 이후 하락세에 있음.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말미암아 디지털 컨텐츠와 영상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종이책 형태의
단행본이나 잡지를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임.

○ 한동안 침체된 만화시장에서 웹툰이 등장하여 만화산업의 제2의 부흥기를 가져옴. 2003년 포
털사이트 다음이 웹툰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웹툰의 시대가 개막됨. 이전까지 개인 블로그, 홈
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연재되던 웹툰이 포털 사이트를 필두로 플랫폼에 의해서 공
급되기 시작함. 다음 이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무료로 웹툰 서비스를 개시함. 웹툰은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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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트래픽을 유인하기 위해서 포털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됨.

○ 포털사이트에서 웹툰을 제작 및 유통하는 방식이 현재 웹툰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음. 다음 및
네이버가 처음부터 웹툰을 일주일에 한 화씩 공개를 했고 그래서 현재 요일별 연재가 기본으
로 정착되어 대부분의 웹툰 플랫폼은 작품을 일주일 주기로 탑재함. 다음에서 웹툰 서비스를
개시할 때 작품을 세로 스크롤 편집을 하며 칸과 장 구분을 없애고, 흑백이었던 출판만화와 달
리 풀칼라(full color) 채색작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 관행이 그대로 이어짐.

○ 레진코믹스를 필두로 유료로 웹툰을 서비스하는 웹툰전문 플랫폼이 등장함.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는 웹툰서비스는 독자의 트래픽 유도를 위한 하나의 서비스인 데 반해 웹툰전문 플
랫폼은 웹툰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유통망이 됨. 성인취향의 소재와 자유로운 형식의 만화를
독자에게 화당 유료로 제공함. 이때부터 작가가 유료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개방됨. 레진코
믹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면서 2010년대 이후 유료 웹툰전문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등장
함.

○ 유료전문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작가의 수익모델이 변화함. 웹툰을 무료로 공개하는 포털사이트
의 경우 작가가 유료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이 작가에게 화당 원고료를 지급함.
반면에 유료전문플랫폼은 독자의 작품구매 수익을 작가와 배분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힘. 유료
전문플랫폼은 MG(Minimum Guarantee)제도를 도입하여 작품 수익배분에 대한 규칙을 확정
함. MG란 작가에게 화당 정액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작가의 만화판매 수익이 이 정액을 넘어
설 때 비로소 판매수익을 작가에게 배분하는 제도임. 현재 유료전문 플랫폼은 거의 대부분
MG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표 5-1-2> 웹툰 플랫폼 현황
플랫폼 유형

예시

수익모델
독자 트래픽유입으로
광고 수입 /
독자의 유료결재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유료 웹툰전문
플랫폼

카카오페이지, 레진코믹스
등

독자의 유료결재

작가 계약방식
월 정액 원고료 및
유료결재 수익배분
MG 및 MG를 초과한
유료결재 수익배분

(나) 현재 웹툰산업의 상황

○ 2019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연도별 만화산업 총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부가가치액, 부가가치율, 수출액과 수입액은 <표 5-1-3>과 같음. 2018년 만화산업의 사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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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8개, 종사자는 1만 761명이었음. 총 매출액은 1조 1,786억 원이며 부가가치액은 4,272억
원이었음. 만화산업의 사업체 수가 2014년 8,274개에서 2018년 6,628개로 감소하였고, 종사
자는 2014년 1만 66명에서 1만 761명으로 695명 증가하였음.

<표 5-1-3> 만화산업 총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개)
(명)
(백만 원)
2014년
8,274
10,066
854,837
2015년
8,145
10,003
919,408
2016년
7,726
10,127
976,257
2017년
7,172
10,397
1,082,228
2018년
6,628
10,761
1,178,613
출처: 2019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문화체육관광부)
구분

부가가치액
(백만 원)
336,854
362,028
392,558
432,681
427,238

부가가치율
(%)
39.4
39.4
40.2
40.2
36.2

수출액
(천 달러)
25,562
29,354
32,482
35,262
40,501

수입액
(천 달러)
6,825
6,715
6,554
6,570
6,558

○ 2019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만화산업의 세부 분류에 따른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업체당 평균매출액, 1인당 평균매출액은 <표 5-1-4>와 같음. 온라인 만화 제작 ․ 유통
업 중분류에 웹툰 플랫폼이 속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8년 사업체 수가 114개, 종사자는
923명이었음. 총 매출액은 2,656억 원이며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3억 3천만 원이었음. 온라
인 제작 및 유통 업체 수는 적으나 웹툰이 만화산업에서 지배적인 트렌드가 되면서 업체당 평
균매출액은 큼.

<표 5-1-4> 만화산업 산업체 및 종사자당 평균매출액 현황 (2018년)
중분류

소분류

만화출판사(만화잡지, 일일만화, 코믹스 등)
일반 출판사(만화부문)
소계
인터넷/모바일 콘텐츠 제작 및 제공
온라인 만화
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서비스
제작,유통업
소계
만화임대(만화방, 만화카페 등)
만화책
서적임대(대여) (만화부문)
임대업
소계
만화서적 및 잡지류 도매
만화
만화서적 및 잡지류 소매
도소매업
소계
전체
출처: 2019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문화체육관광부)
만화출판업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83
98
181
72
42
114
690
1,806
2,496
162
3,675
3,837
6,628

783
1,821
2,604
299
624
923
981
2,785
3,766
792
2,676
3,468
10,761

163,258
379,209
542,467
46,669
218,989
265,658
27,258
50,621
77,879
63,735
228,874
292,609
1,178,613

업체당
평균매출액
(백만 원)
1,967
3,869
2,997
648
5,214
2,330
40
28
31
393
62
76
178

1인당
평균매출액
(백만 원)
208
208
208
156
351
288
28
18
21
80
86
84
110

○ 2019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만화산업의 직무별 ․ 업종별 종사자 현황은 <표 5-1-5>
와 같음. 온라인 만화 제작 ․ 유통업 중에서 제작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총 262명임.24)
24) 제작 직무 종사자들이 곧 웹툰 작가인 것은 아니며,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연재 중인 작가의 수
를 총 2,358명으로 추산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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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만화산업 직무별 업종별 종사자 현황(2018년)
(단위: 명)

만화출판업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

만화책
임대업

만화
도소매업

사업기획

관리

제작

마케팅/홍보

연구개발

기타(유통)

합계

만화출판사(만화잡지,
일일만화, 코믹스 등)

85

136

302

40

85

135

783

일반 출판사(만화부문)

193

354

531

223

92

429

1,821

소계

278

490

832

263

177

563

2,604

인터넷/모바일 콘텐츠 제작 및
제공

18

55

134

15

6

71

299

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서비스

47

107

128

40

25

227

624

262

55

31

348

923

5

798

981

2,,019

2,785

2,818

3,766

400

792
2,676

소계

65

162

만화임대(만화방, 만화카페 등)

11

167

서적임대(대여) (만화부문)

25

676

17

49

소계

36

843

17

49

만화서적 및 잡지류 도매

32

195

139

26

5

만화서적 및 잡지류 소매

30

413

13

21

4

2,196

소계

62

608

152

47

4

2,595

3,468

전체

441

2,102

1,263

414

216

6,324

10,761

비중 (%)

4.1

19.5

11.7

3.8

2.0

58.8

100.0

출처: 2019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문화체육관광부)

(다) 디지털기술에 따른 변화

○ 새로운 행위자들의 등장
- 전통적인 출판만화에서는 작가, 출판사, 서점 또는 대리점의 3자 관계가 보편적이었다면, 웹
툰 산업에서는 작가, 웹툰 플랫폼, 에이전시라는 3각 구도가 등장함. 웹툰 플랫폼은 디지털
화될 작품원고를 유통하며, 에이전시는 웹툰 플랫폼과 작가 사이의 계약을 대행하는 업체임.

○ 작업방식의 변화
- 출판만화에서 작가는 종이에 칸 만화를 그리고 종이 원고를 출판사에 전달하였음. 이에 반해
웹툰 작가들은 디지털 툴을 이용해 창작하고 디지털화된 원고파일을 플랫폼에 제공함. 칸
만화가 아닌 세로 스크롤 편집, 풀칼라(full color) 채색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노동과정
이 변화함. 또한 출판사와 달리 플랫폼은 유통업체를 표방함으로써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이
웹툰 작가에게 맡겨짐.

○ 작가 데뷔 시스템의 변화
- 출판만화에서는 만화창작에 대한 오랜 시간 동안의 숙달이 요구되었음. 그래서 원로 작가의
도제로 시작해서 만화창작 기법을 배우면서 신진 작가로 등단하는 것이 주요 경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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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은 독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소비하기 때문에 출판만화만큼의 작품성을 요구하지
않음. 그래서 작가들은 기성 작가의 도제에서 시작하기보다, 스스로 창작 연습을 한 뒤에 비
교적 빠르게 등단하게 됨. 등단을 하는 작가 풀이 많아지다보니, 플랫폼은 작가 발굴과 개발
및 케어(care)에 투자하기보다는 신진작가들에게 연재를 맡겨보고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빠
르게 교체하는 쪽을 선호함.

○ 수익 창출 방식의 변화
- 웹툰 작가의 작품을 보기 위해 독자들이 몰려들면 발생하는 트래픽을 이용해 광고 수익을
얻거나 또는 웹툰 작가가 제공하는 작품의 매화마다 독자가 비용을 지불함. 이러한 수익구
조의 변화에 따라서 플랫폼은 작가에게 원고료를 지급하는 방식 또는 작품의 유료수익을 배
분하는 방식을 발달시킴.

○ 작가와 독자의 관계 변화
- 플랫폼은 기술적으로 작가 인기순위, 독자 댓글, 별점 등을 제시함. 그만큼 작가에 대한 독
자의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짐. 작가와 독자의 거리가 좁혀짐에 따라서 작가는 독자의
평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의 노동을 관리하게 됨.

(2)

계약방식 및 노동조건

(가) 계약방식

○ 연재계약 과정
① 작가와 플랫폼의 직접 계약
- 네이버의 베스트도전만화와 같이 아마추어 작가가 작품을 게재하기 위한 공간을 포털사이트
는 제공하고 있음. 여기서 아마추어 작가는 작품을 완전히 자유롭게, 무료로 게재함. 플랫폼
편집자들은 여기서 인기 있는 작품을 살펴보고 작가에게 연락하여 연재를 먼저 제안할 수
있음.
- 대형 플랫폼들에서 능력 있는 신인 작가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개최함. 공모전 수상
자에게는 상금과 연재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공모전을 통하여 플랫폼으로부터 연재 제
의를 받고 작가로서 입문하는 사람들도 있음.
- 작가가 직접 플랫폼 편집자에게 메일로 2~3회 분량의 작품을 선제시하고 연재 의향을 물어
볼 수 있음. 플랫폼마다 다른데 3회 분량의 작품뿐만 아니라 전체 시놉시스 또는 5화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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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콘티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기도 함.

② 에이전시를 통한 간접 계약
- 작가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플랫폼에 작품 연재를 제의할 수 있음. 작가가 에이전시에 가입하
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플랫폼에 연재를 타진하는 것인데, 카카오페이지라는 플랫폼은 에이
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 투고를 받지 않았음(현재는 개인투고가 가능함).
- 복잡하고 모호한 계약서를 에이전시가 검토해 주고, 작가를 대리하여 플랫폼 편집자와 협의
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에이전시 가입을 선호하기도 함. 그러나 에이전시가 전문성이 없어서
플랫폼과 작가가 잘못된 계약을 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면접자 511, 514
의 사례).
- 또한 작가는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에이전시가 다시 플랫폼과 계약하므로, 정확히 플랫폼과
에이전시가 어떠한 계약조건을 합의했는지 종종 작가가 모르기도 함(면접자 512, 514의 사
례).

③ 에이전시의 작품 의뢰
- 에이전시가 작품을 기획하면서 그림 작가나 글 작가를 섭외하기도 함. 이러한 경우에는 글
작가와 그림 작가는 웹툰의 작가 수입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됨(면접자 511와
513의 사례).

<표 5-1-6> 웹툰 작가의 연재계약 방식
연재 계약 방식

계약주체들

작가의 계약 대상

수익배분 방식

플랫폼으로부터 연락

플랫폼, 작가

플랫폼

플랫폼과 수익배분

공모전 입상

플랫폼, 작가

플랫폼

플랫폼과 수익배분

플랫폼에 직접 투고

플랫폼, 작가

플랫폼

플랫폼과 수익배분

에이전시 매개
간접투고

플랫폼, 에이전시, 작가

에이전시

플랫폼에서 수수료 제한 후 작가는 에이
전시와 수익배분

에이전시의
작품 제작 의뢰

플랫폼, 에이전시,
그림작가, 글작가

에이전시

플랫폼에서 수수료 제한 후 에이전시, 글
작가, 그림작가가 수익배분
/ 또는 에이전시에서 전체 계약금을 작가
에 선지불 후 작품 연재

○ 계약 형태
① 플랫폼과의 배타적 ․ 독점적 계약
- 플랫폼이 일정 기간 동안 한 작품에 대해서 배타적 ․ 독점적 전송권을 보장하는 계약임. 플
랫폼이 배타적 전송권을 소유하는 기간은 플랫폼에 따라서, 그리고 계약별로 가지각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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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작가가 연재 종료한 이후에 3년 이상 플랫폼이 해당 작품을 배타적으로 공급할
권리를 가짐.
- 연재 종류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한 플랫폼에 작품이 종속되기 때문에, 문제점
들이 나타남. 면접자 514의 경우, 플랫폼이 연재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그렇게 되
면 작가는 계획했던 대로 작품을 마치지 못하여 완결성이 떨어지는 작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음. 그런데 이 작품의 지속적 연재를 위해서는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배타적
전송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작가 입장에서는 ‘버리는 작품’이 됨.
- 플랫폼과의 계약 조항 중에서 배타적 계약의 기간이 끝날 시점에 작가가 요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음. 작가가 기간 종료 시점을 인지하지 못
할 때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작품이 다시 몇 년 동안 한 플랫폼에 묶이게 됨. 이에
대해서 작가가 불만을 가지기도 함(면접자 512).

② 플랫폼과의 비독점적 계약
- 한 플랫폼과 배타적으로 계약하기보다는 여러 다수의 플랫폼에 동시적으로 작품을 연재할
수 있음. 이때에는 플랫폼은 작품 프로모션을 거의 해주지 않거나 해서 비독점적 계약에 패
널티를 줄 수 있는데 이것이 작가들이 문제라고 생각함.

③ 매절 계약
- 에이전시가 작가에게 작품 제작을 의뢰하고, 제작과정의 한 부분(그림)을 작가가 담당할 때
에는, 작품의 판권을 작가가 에이전시에 이양하는, 이른바 ‘매절 계약’도 이루어짐. 이는 특
히 작품이 큰 수익이 발생할 때 작가의 추가 수입을 차단하므로 작가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으로 인지됨.

<표 5-1-7> 웹툰 작가의 계약형태
계약형태

내용

문제점

배타적 전송권 계약

플랫폼에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작품전송권을
부여하는 계약형태
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플랫폼과 계약을 할 수 있음

암묵적 기간 연장
일방적 연재 종료의 경우 재연재의
어려움

비독점적 계약

에이전시를 통하여 다수의 플랫폼과 계약하여 한 작
품을 다수 플랫폼에 동시에 연재하는 계약형태

플랫폼의 작품 프로모션에서 배제
가능성

매절 계약

작가가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 계약형태
주로 에이전시 측에서 작품을 기획하면서 작가에게
그림창작업무만을 맡길 때 취하는 계약형태

작가의 작품권리 비보호
추가수익 미배분

○ 계약 기간

- 92 -

① 화수에 따른 연재 기간의 결정
- 웹툰은 일주일에 한 화씩 업로드하는 것이 웹툰계의 관행으로 완전히 정착되어 있으며, 한
작품을 몇 화로 구성할 것인지에 따라서 계약 기간이 정해짐. 작가가 몇 화로 구성할 것인
지에 대해서 플랫폼에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플랫폼의 편집자가 작가에게 화 수(數)
를 지정해주는 경우도 존재함.

② 단기 연재
- 시즌제로 20~30화로 짧게 만화를 구성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단편 만화를 그리도록 플랫폼
이 요구하기도 함. 이는 작가를 트레이닝시킬 의도가 있거나 또는 인기도에 따라서 작품의
연재를 조절하기 위한 의도임. 시즌제 계약의 경우 시즌1에서 작품을 중단할 것을 플랫폼이
요구하면 배타적 전송권 계약 때문에 작가는 이 작품을 포기해야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불
만이 존재함.

○ 작가 수익에 대한 계약 조항
① 포털사이트
- 포털사이트는 월 원고료를 작가에게 지급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월 정액 형태의 고료를 작
가에게 얼마 지급하는지에 관한 것임. 작가의 인기도가 높거나 작가가 플랫폼에서 연재한
경력이 오래될수록 월 원고료를 플랫폼 측에서 높임.
- 작가의 작품을 독자들이 미리보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독자들은 비용을 지불함. 또한 작품
이 연재 종류된 후에는 유료로만 작품 전체를 감상하게 전환함. 이때도 독자들은 비용을 지
불함. 이 수익에 대해서 포털사이트와 작가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짐.

② 유료전문플랫폼의 MG제도
- 유료 전문플랫폼은 MG (Minimum Guarantee) 제도가 정착되어 있음. 화당 정액의 금액
(예: 60만원)을 MG라고 하는데, 고정된 금액을 작가에게 지급함으로써 작가의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MG라고 부르며, 레진코믹스에서 처음으로 만든 제도임.
- 월 정액의 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월 고료와 비슷해 보이나, 화당 작품 판매 수익이 MG를
넘어설 때 비로소 화당 판매수익분을 작가에게 분배한다는 독특한 특징을 지님. MG제도는
계속 진화 중이며 여러 가지 변형태들이 등장하고 있음.
- 작품의 화당 전체수익이 MG를 넘어설 때 작가에게 유료수익을 배분하기도 하고, 또는 작품
의 화당 전체수익 중 작가의 몫이 MG를 넘어설 때 작가에게 유료수익을 배분하기도 하는
데, 후자의 경우가 플랫폼에서 가장 많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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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료전문플랫폼의 누적 MG(또는 총 MG)제도
- 화당 유료수익이 MG를 넘어설 때 유료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작품의 전체 MG가
전체 유료수익을 넘어설 때 비로소 유료수익을 배분하는 제도임.

<표 5-1-8> 웹툰 작가의 수익배분의 방식
수익배분 방식

대표 플랫폼

내용

월 고료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MG제도

레진 코믹스

화당 정액의 고료(MG)를 작가에게 지급
화당 유료수익은 MG를 넘을 때 작가에게 배분

누적MG
(총MG제도)

카카오페이지 등
유료전문 플랫폼

화당 정액의 고료(MG)를 작가에게 지급
총 유료수익이 총 MG를 넘을 때 작가에게 배분

정액의 월 고료를 작가에게 지급
유료수익은 플랫폼과 작가 사이에 배분

○ 계약상의 문제점
① 수익배분 방식에 대한 모호함
- 면접자 511의 경우 모 플랫폼과 계약을 할 때 그것이 토털MG(또는 누적MG)라는 점을 인
지하지 못했음. 계약서에서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화당 판매수익이 화당
MG를 넘지 못하면 그 차액이 누적되고, 판매수익이 이 누적된 차액을 넘길 때 비로소 판매
수익을 작가가 분배받을 수 있음.

② 작가마다 다른 계약서
- 같은 플랫폼도 작가들에 따라 계약서가 천차만별임. 계약서가 다양한 만큼 작가의 수익에 대
한 계약조항도 다양한데, 어떤 작가는 화당 60만원이지만 또 다른 작가는 화당 30만원 등
각양각색이라고 함.

③ 연재중단의 조항
- 면접자 514의 경우 플랫폼 계약서에 플랫폼의 일방적 연재중단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
었음. 결국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작품의 연재 중단을 통보한 적이 있음.
배타적 작품 전송권을 플랫폼이 가지므로 그 작품은 제대로 완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른 플랫폼에 몇 년 동안 연재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음.

④ 표준화된 계약서의 미비
- 표준화된 계약서 미사용에 대해 플랫폼 측에 항의하면 이는 법적 강제가 아니므로 곤란하다
는 답을 듣는다고 면접자 512가 증언함. 작가가 플랫폼에 비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플랫폼
측에 표준화된 계약서 사용을 건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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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암암리의 구두 계약
- 종종 플랫폼 편집자와 구두계약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음. 편집자에게 3화 분량의 완성된
작품 일부와 시놉시스를 보여주고 편집자와 구두 계약을 하고, 편집자가 작품 수정을 요구
함. 편집자를 믿고 작가는 작품 수정을 하고 세이브 원고(연재를 위한 비축 원고)를 쌓지만,
실제 계약체결로 가지 않아서 작가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김.

⑥ 에이전시가 있을 경우 플랫폼 수수료의 불투명성
- 에이전시가 플랫폼에 작품을 투고해주는 경우, 에이전시가 플랫폼과 게약을 하기 때문에, 플
랫폼에서 작품의 총 수익 중 얼마를 가져가는지 작가들이 모르는 경우가 발생함. 면접에 응
한 작가들 중 에이전시를 활용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얼마나 작품 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는지 모르고 있음.

⑦ 적은 작가의 몫
- 플랫폼과 작가가 직계약을 하며 MG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작품 수익에 대해서 작가와 플
랫폼은 7:3, 또는 6:4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임.
- 에이전시가 작가를 대신하여 플랫폼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에이전시에서도 수수료를 가져 가
는데, 에이전시와 작가 간 수익 배분율이 2:8, 또는 3:7임. 그렇다면 작가는 플랫폼 수수료
와 에이전시 수수료를 모두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작가의 몫이 적어짐.

(3)

작업조건 및 노동과정

(가) 작업도구

○ 작업 도구
- 작업도구에는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 그림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툴이 있음. 이 작업 도구
들은 작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해야 하는 것들이므로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된다고 말
함.
- 작가가 1화를 1주일동안 그리는 것이 작업량이 너무 많으므로, 종종 배경 그림은 기성품을
구입하는 데 여기에도 비용이 들어감.
- 작가가 채색작업 등의 업무는 어시스턴트를 고용하여 외주화하기도 함. 어시스턴트는 작가
지망생이거나 또는 휴재 중인 웹툰 작가들 중에서 충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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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의 장소

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작업장의 부재
- 플랫폼에서 작가의 작업장을 제공하지 않음. 그러므로 작가는 개인 작업장을 스스로 갖추어
야 함.
- 대다수 작가드르이 경우, 작가 개인의 집이 곧 작업장이 됨.
- 몇몇 작가들은 친분이 있는 다른 작가들과 공동으로 비용을 마련하여 작업장을 만듦.
- 웹툰은 타블렛 피씨와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통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작가가 집을
벗어나 카페에서 종종 작업을 함.

② 일과 삶의 융합
- 작가 개인의 집이 곧 작업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일과 삶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일로부터 분리하여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고, 일에 대한 생각을 지
속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 큰 스트레스를 받음.

(다) 일의 시간

○ 요일별 연재
- 웹툰은 초기부터 요일별 연재 포맷으로 했고, 현재 모든 플랫폼에서 요일별 연재를 하고 있
음. 그래서 작가는 1주일에 한 화씩 연재를 해야 함. 플랫폼이 애초에 요일별 연재를 전제
하고 기술적 환경을 구현해 놓았기 때문에 작가가 요일별 연재를 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
음.
- 작가에 따라 다른데, 자신이 선호하는 요일을 선택할 기회가 없는 경우가 발생함. 플랫폼이
요일에 따른 웹툰 컨셉을 정하고, 작가에게 특정 요일에서의 연재를 결정함.

○ 휴재에 대한 암묵적 제재
- 작가는 명절, 국공휴일에도 휴재하지 않고 연재하는 것이 관례화되었음. 플랫폼에 따라서, 1
년 동안 휴재 없이 연재하는 경우 휴재권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그 사례가 소수인 만큼 작
가에게 휴재의 권리가 없다고 함. 작가가 휴재한다고 할 경우 플랫폼 편집자가 은근하게 휴
재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데, 해당 플랫폼과의 차후 연재를 염두에 둘 때 편집자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다고 함.

○ 정해진 연재 주기 내에서 시간 결정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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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간결정의 자율성
- 작가는 정해진 요일에 작품을 마감해야 하지만 일주일 동안 어떤 시간대에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누림. 작가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작업 패턴이 달라, 작업시간이 다양함.

② 요일별 연재에 따른 시간 결정 자율성의 침해
- 1주일 연재주기가 정해져 있고, 한 사람이 하기에 작업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프
리랜서로서 근무시간의 자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음. 즉 마감 시간에 맞추어 정해진 분
량의 작업을 끝마쳐야 하므로 실제 근무시간의 자율성이 없다는 것임.

(라) 시간 대비 소득

○ 소득의 구조
- 작가의 명성 및 업계에서의 입지, 그리고 인기 여부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아주 큼. 의사
이자 현재 웹툰 연재 중인 사람이 유투브에서 의사 소득보다 웹툰 연재소득이 많다고 밝힘.
- 고소득을 올리는 작가 수는 현저하게 적고 대부분의 작가들은 원고료 또는 화당 MG에 근거
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특히 MG 제도 하에서는 MG 이외의 추가적인 독자 결재료와
2차 창작 저작권료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MG만을 받음. 그래서 면접참여자들은
원고료 및 MG금액인 월 200~25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함. 대다수 웹툰 작가들도 마찬
가지일 것으로 추정 가능함.

(마) 노동과정

○ 작가의 전체 노동과정
- 스토리-콘티-밑그림-채색-배경-효과-세로 스크롤 편집-식자작업 순으로 진행됨.

○ 출판만화 대비 웹툰 노동과정의 특성
- 웹툰이 등장하면서 채색, 효과, 세로 스크롤 편집, 식자작업이 새롭게 부과되었음. 이는 웹툰
작가의 노동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① 채색
- 출판만화는 흑백인 데 반해 웹툰은 컬러만화가 주종을 이루며, 작가는 자신이 원하더라도 흑
백만화 연출을 하기가 힘든 상황임. 플랫폼에서 컬러 만화 창작을 암암리에 작가에게 요구
하는데, 이미 독자들이 컬러 만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임. 컬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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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색조합)에 대한 구상과 색을 넣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작업량이 발생함.

② 세로 스크롤 편집
- 출판만화는 칸 만화(칸으로 만화내용들을 분절)인 데 반해 웹툰은 형식상 세로 스크롤 편집
임. 독자들은 마우스 휠로 내려가면서 웹툰을 감상하기 때문에, 세로 스크롤 편집이 웹툰에
서는 주종을 이룸. 이 편집도 작가에게 추가적인 작업이 됨.

③ 식자 작업
- 식자작업, 즉 대화를 말 풍선에 삽입하는 것은 출판만화에서는 편집자의 역할이지만 웹툰에
서는 작가의 역할로 전환됨. 대화 삽입 및 편집의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됨.

(4)

직업선택과 일감 이력경력
,

(가) 직업선택의 계기

○ 학창시절부터 지망
- 창의노동(creative labor)의 성격상, 학창시절부터 만화작가를 지망하는 경우가 많음.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직업이라는 이유로 작품활동 초기(데뷔 시기)에 플랫폼이나 에이전시와
불공정 계약을 맺으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데뷔부터 하려는 경향이 있음.
- 현재 작가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예: 장시간 노동, 불규칙한 근무시간, 불공정 계약 등)에 있
지만 이를 감내하면서 작가로 남으려는 이유도, 만화작가가 어릴 때부터 꿈이었다는 이유가
있음.

○ 출판만화의 쇠락이라는 배경
- 출판만화를 지향해 왔지만 실제 시장이 축소되고 웹툰 시장이 팽창하는 시점에서 출판만화
의 꿈을 접고 웹툰 작가의 길에 뛰어듦.
- 출판만화의 입지가 줄어드는 한편, 웹툰 시장은 날로 팽창 중이며 해외 수출의 활로도 모색
되고 있는 현재, 웹툰 작가가 동일한 직무의 다른 직종을 찾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며 작가 활동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됨.

(나) 경력

○ 유명 플랫폼에서 독자의 호응이 좋은 작품을 연재한 작가는 지속적인 연재를 보장받고 많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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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배분받음. 그래서 자신의 수익의 일부로 어시스턴트를 고용하거나 글 작가 등을 고용할
수 있으며, 낮아진 업무 분량으로 여가 생활을 누리면서 작가 생활이 가능함. 이러한 작가들은
인기가 많고 작품 활동에 의한 수익이 많으므로 경력이 대체적으로 길다 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독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거나, 수익이 충분히 많지 않거나, 유명 플랫폼
이 아닌 경우에, 작가는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작가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음. 한 두 개
의 작품을 연재하다가 더 이상 작가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작품 연재를 지망하는 작가들이 많고, 이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우선 작품 연재를 시작
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플랫폼 입장에서 계약을 맺을 신인 작가가 많음. 그래서 작가들의
경력 개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음.

(다) 웹툰 창작 이외의 경제활동

○ 연재 중
- 요일별 연재로 인해 1주일 기간 동안 내내 장시간 근로를 하기 때문에 작품 창작 이외의 다
른 경제 활동을 하기가 불가능함.

○ 연재 후
- 연재종료 후에도 배타적 전송권 계약 시에는 작품이 해당 플랫폼에 일정 기간동안 묶여 있
음. 이때 독자가 결재해서 작품을 구독하면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만, 총MG 제도 하에서는
총MG를 넘어서서 작품수익이 발생해야 수익 배분이 일어나므로 대부분의 작가들은 연재
종료와 함께 수익을 거의 받지 못함.
- 이러한 상황에서는 작가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으며, 그래서 부가적 수입 활동을 하게 됨. 대
부분의 경우에는 동료 작가의 어시스턴트로서 일을 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받음.
- 연재 종료 후에는 생계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연재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의 휴식 없이 바로
다른 작품 연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에 작가의 정신력은 빠르게 소모됨.

(5)

교육훈련과 안전망

(가) 교육훈련

○ 플랫폼/에이전시의 교육훈련 부재
- 플랫폼 및 에이전시에서 작가의 작화, 스토리, 콘티 작성 등에 대해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
지 않는데, 작가가 데뷔 전에 습작을 통해서 만화 창작에 대한 노하우와 숙련을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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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기 때문임.
- 만화 창작에도 스타일상의 유행이 있고, 새로운 스토리를 구상하기 위한 학습이 데뷔 이후에
필요함. 이를 위해서 작가들은 스스로 교육훈련에 사비를 들이는 경향이 있음.

(나) 사회적 안전망

○ 4대 보험의 부재
- 플랫폼 및 에이전시에서 4대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며, 프리랜서이므로 기업 측에서 의무 가
입 대상자가 아님.

(6)

종속성 자율성
,

(가) 자율성과 종속성

○ 경제적 종속성
- 진성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는 고객(사용자)과 대등한 입장에서 노무공급에 대해 자유롭게
합의를 하지만, 경제적 종속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플랫폼)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고 불평
등한 노무제공 계약을 맺게 됨. 웹툰은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되는데 그 수가 제한적이므로
자연스럽게 플랫폼이 웹툰 시장에서 독점적이 되고, 그래서 작가는 플랫폼과 계약 시 협상
력이 낮아짐.

① 플랫폼과의 계약 협의 불가능
- 작가는 MG 또는 원고료를 올리거나, 수익배분비율을 작가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거나, 플랫폼
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함. 플랫폼이 선제시하는 계약 내용을 그대로 따
름.

②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서 조항의 존재
- MG제도, 누적 MG제도, 불리한 수익배분 비율, 지각비 조항, 플랫폼에 의한 강제적 연재종
료 조항 등, 작가에게는 불리한 조항들이 계약서 상에 존재하거나 과거에 존재했음.

○ 사용자 종속성
-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사용자에 의해 근로시간과 근로제공 장소가 지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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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을 일컬음. 웹툰 작가는 아래
와 같이 플랫폼에 의해 일정 부분 작품과 관련된 지시와 요구를 받지만,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서 업무 방식, 내용에 대해 자율성을 누리는 것으로 확인됨.

① 플랫폼의 작품 수정 요구
- 계약 전에 원고를 플랫폼이 수정하기를 작가에게 요구하는데, 플랫폼 편집자의 구미에 맞게
수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계약이 결국 불발할 경우, 작가들이 큰 좌절감을 종종 느
낌.
- 플랫폼 편집자의 성향에 따라서 연재 중에도 계속적으로 웹툰 작품 수정 요구를 함. 작화,
스토리 전개 등에 대해서 수정 요청이 있을 수 있음.

② 작품 컷수에 대한 요구
- 작품 한 화당 들어가는 컷 수에 대해서 플랫폼들은 대부분 통제하고 있음. 계약 시에 명시적
으로 60~70컷 수준으로, 한 화당 컷 수를 제한하고 있음. 이 컷수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작가는 편집자로부터 컷 수를 채울 것을 요구 받기도 함.

③ 휴재에 대한 통제
- 요일별 연재 하에서 작가는 일주일 단위로 반복적으로 한 화를 그려 나가는데, 건강상의 이
유나 개인적 사정으로 일주일 연재를 휴재할 경우, 플랫폼 편집자는 독자 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휴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함.

○ 기술적 종속성
- 웹툰이라는 형식과 플랫폼의 기술적 환경이 웹툰 작가의 창작 활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
을 가리킴. 아래와 같이 플랫폼의 기술적 환경에 의해서 웹툰 작가는 제한 및 통제를 받으
며 그래서 기술적 종속성을 경험함.

① 요일별 연재의 강제
- 연재 요일이 정해지고 일주일 단위로 한 화를 연재하는 시스템은 플랫폼에 기술적으로 구현
되어 있어서, 작가는 요일별 연재 이외의 다른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힘듦. 플랫
폼의 기술적 환경이 작가로 하여금 연재 주기를 선택하지 못하게 함.
② 컬러 연재의 강제
- 웹툰은 정의상 컬러 만화라는 공식이 성립되고 있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웹툰이 컬러만화
가 지배적이어서, 작가는 컬러 만화를 원천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됨. 다른 경쟁작들이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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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 메인 화면에 컬러로 연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가가 흑백 만화를 선택하기가 힘듦. 흑
백만화를 연재하는 경우 대다수가 컬러 만화인 웹툰 시장에서 독자에게 외면받을 것이라는
공포가 있음.
③ 독자의 별점과 피드백(댓글)에 의한 통제
- 플랫폼에 따라 독자 피드백의 시스템이 상이하지만, 대체로 독자 별점, 독자 댓글창이 존재
하여 독자의 직접적 반응을 작가가 확인할 수 있음. 작가에게 독자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주
어진다는 것이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함. 휴재를 하거나 작화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스
토리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독자의 별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가는 스스로를 관리(자
기 통제)하게 됨.
④ 플랫폼 내의 프로모션에 의한 통제
- 웹툰 플랫폼은 메인 화면 상단에 작품 홍보를 할 수 있음. 어떤 작품을 홍보할 것인가는 플
랫폼 경영진들의 판단과 기술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해짐. 그런데 이 메커니즘을 작가는
불투명하다고 느끼고 있음. 웹툰 플랫폼과 분쟁이 발생하면 작가 작품을 플랫폼 프로모션에
서 배제할 수 있고 그렇다면 작가의 수익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음.

<표 5-1-9> 웹툰 작가의 종속성
종속성 유형
경제적 종속성

사용자 종속성

기술적 종속성

(7)

정의
경제적 수입을 의존하여 불평등한 관계에
서 계약을 맺음.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사
용자에 의해 근로시간과 근로제공 장소가
지정되고,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자로부
터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것
웹툰이라는 형식과 플랫폼의 기술적 환경
이 웹툰 작가의 창작 활동을 제한하고 통
제하는 것

세부 항목
플랫폼의 독점적 특성에 따른 계약 협의 불가능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서 조항
플랫폼의 작품 수정 요구
작품 컷수에 대한 요구
휴재에 대한 통제
요일별 연재의 강제
컬러연재의 강제
독자의 별점과 피드백(댓글)에 의한 통랫폼 내의 프
로모션에 의한 통제

부당한 대우 및 차별

(가)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

○ 성별에 따른 원고료(MG)의 격차
-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작가에 대해서 플랫폼이 더 많은 원고료 또는
MG를 계약한다고 여성 작가들이 믿고 있음.
- 모 플랫폼에서 구독자 클릭 수 1위를 한 여성 작가보다 남성작가가 더 많은 원고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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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를 받는 것으로 정황상 밝혀짐에 따라서 여성 작가들의 불만이 있었던 사례가 있음.

(나) 인격적 무시와 공격

○ 플랫폼 편집자에 의한 괴롭힘
- 웹툰 작가들이 20대 초 중반의 여성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해서 30 ․ 40대 남성 플랫폼 편
집자들이 인격적 무시와 조롱을 할 수가 있음. 웹툰 작가의 그림체나 소재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지적을 하거나, 과도하게 작품 수정 요구를 해서 작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고 함.
- 웹툰 작가가 자신의 그림체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함에 따라서 플랫폼과의 계약에서 좀 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플랫폼 편집자의 의도가 있다고 면접자들이 이야기함.

(8)

이해대변 및 정책과제

(가) 이해대변

<표 5-1-10> 웹툰 작가의 이해대변 조직

설립연수

한국만화가협회
1968년

가입대상

출판만화 및 웹툰 작가

결성 배경 및
목적

출판만화 기절 만화가들의 권익을 위해서 결성되었
으나, 점점 출판만화 시장이 위축되고 반면 웹툰
시장이 확대되면서 웹툰 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음.

활동 방향

- 웹툰 업계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웹툰 업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지원
- 웹툰 공정계약 가이드북 발간
- 웹툰 작가와 플랫폼 간의 분쟁 사례 접수 및 상
담
- 웹툰 컨텐츠 제작 과정 설명과 교육
- 웹툰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과 열악한 노동조
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 발표

- 웹툰 업계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웹툰 업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지원
- 웹툰 업계의 불공정 계약관행과 열악한 노동환
경 개선
- 웹툰 업계의 성차별 구조 개선

- 플랫폼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여성 웹툰 작가들
이 항의할 때 지원이 부족했다는 평이 있음.

- 연재 시기에는 일주일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일
에 몰두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 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움.
- 노조 활동가들 중 노조 전임자가 없어서 활동가
도 연재 시기에는 노조 활동에 몰입하기 힘들다
는 단점이 있음.

면접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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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조 산하 디지털컨텐츠창작자지회
2018년
웹툰/웹소설/일러스트 작가를 포함한 여성
프리랜서 작가
2016년 작가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의 사상검증과
감시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작가들과, 2017년
레진코믹스의 불공정 계약에 항의하는 작가들이 결
합하여 2018년 여성노조에 가입하면서 결성됨. 웹
툰/웹소설/일러스트 작가들이 연합하여 전체 디지
털컨텐츠 업계의 불공정에 목소리를 내고자 함.

(나) 정책과제

○ 공유 작업장
- 작가들의 낮은 수익성 때문에 개인 작업장을 가지지 못하고 대부분 가정에서 일하는데, 일가정 갈등을 경험하고 심리적 고립감에 따라 공황장애를 겪음.
- 웹툰 작가를 비롯한 프리랜서를 위해서 정부 지원 하에 공유 작업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 심
리적 고립감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환경 하에서 작업을 할 수 있음.

○ 표준계약서와 웹툰 규제
- 만화가협회 및 디지털콘텐츠지회 등에서 표준계약서를 제작 및 배포하고 있으나 실제 플랫
폼에서 채택하는 비율이 극히 낮음.
- 웹툰 작가의 경제적 종속성에 따라서 플랫폼은 자의적으로 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작가에게
강요하는 사례가 많음. 불공정 계약조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표준계약서 채택을 정부 지원
하에 플랫폼에 강제할 필요가 있음.

○ 정신상담 지원
- 작가들은 가정에서 일주일 내내 혼자 일하기 때문에 심리적 고립감을 느끼고 공황장애와 우
울증을 겪는 사례가 많음.
- 가정에서 고립되어 일하는 프리랜서를 위한 심리상담, 정신과 상담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법률상담 지원
- 작가들의 연령대가 낮다는 특성 때문에 그들이 플랫폼 및 에이전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
거나 계약서에 부당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조사하고 주체적으
로 대응하기가 어려움.
- 작가들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아서 불공정 계약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개 지자체(서울, 경기, 부산, 전남, 충남)에서 발의한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법률 상담
에 대한 조항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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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함의
(가) 요약

○ 계약 방식과 형태
- 작품 연재를 플랫폼으로부터 제의를 직접 받거나 또는 작가가 플랫폼에 작품을 투고하거나
또는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함. 에이전시를 통하여 플랫폼과 계약을 하는 경우, 에이전시가
작가를 대신하여 플랫폼에 작품을 투고하고 계약을 대행함.
- 작가는 플랫폼에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전송권을 부여하기도 하고 또는 비독점 계약을 맺
어 한 작품을 동시에 다수 플랫폼에서 연재할 수 있지만, 전자의 방식이 가장 지배적임.
- 포털 사이트에서 계약을 맺으면 작가는 화당 원고료를 받으며 독자가 작품 미리보기를 결재
하면 그 수익을 포털사이트와 나누어 가짐. 유료전문 웹툰플랫폼과 계약을 맺으면 작가는
화당 MG를 받는데, 이 작품 수익이 MG를 넘으면 비로소 MG 이외의 추가 수익이 발생함.
대부분 작가들은 추가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MG만으로 월 250~3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받음.
- 플랫폼과 작가가 직접 계약하면 3:7, 4:6 등의 비율로 작품 수익을 분배하며, 에이전시가 중
개하면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작가가 알기 어렵고, 에이전시와 작가가 플랫폼의 수수
료를 제한 나머지 수익을 3:7의 비율로 나누어 가짐. 요컨대, 에이전시가 중개하면 플랫폼
수수료가 불투명해지는 문제가 있음.
- 수익 배분 방식이 계약서에서 모호하게 정의되거나, 연재 중단 조항이 삽입되거나, 작가마다
다른 계약서가 존재하거나, 구두계약을 맺는 등의 계약상 문제점이 존재함.

○ 일과 삶의 융합
- 작가 개인의 집이 곧 작업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일과 삶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일로부터 분리하여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여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공황장애 등의 심리적 문제가 발생함.
- 프리랜서로서 근무시간의 자율성이 있으며, 하루 시간 동안 일과 여가시간의 배분을 작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그러나 1주일 연재주기가 정해져 있고 화당 그려야 하는 컷수
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마감 시간에 맞추어 많은 분량의 작업을 끝마쳐야 하므로 실상은
작가들은 일주일 내내 휴일 없이 일함.

○ 플랫폼에의 종속성
- 경제적으로 플랫폼에 작가는 종속되는 것으로 보임. 작품을 유통하는 플랫폼의 수가 작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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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독점적 시장구조 속에서 작가가 플랫폼과 대응한 입장에서 계약하
기 어렵고 불공정한 계약을 작가가 받아들이게 됨.
- 플랫폼이 업무수행방식과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작가에게 명령과 지시를 하는 경우가 드물며
그래서 사용자로 보기는 힘듦. 다만, 플랫폼이 작품의 수정을 때때로 요구하거나 작품 화당
컷수를 제시하거나, 작가가 휴재를 원할 경우에 만류함으로써 작가를 통제 및 관리하기도
함.
- 플랫폼의 기술적 환경에 의해서 작가가 제약을 받음. 플랫폼에 이미 요일별 연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모든 작품들이 컬러로 연재되고 있기 때문에 작가들은 요일별 연재와 컬러
연재를 수용해야 함. 독자의 별점, 댓글 피드백에 의해서 작가가 관리되며 플랫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프로모션에서 배제될 위험에 있어, 작가는 플랫폼에 종속적으로 됨.

○ 4대 보험의 부재
- 프리랜서 신분이기 때문에 플랫폼 및 에이전시로부터 작가는 4대 보험을 보장받지 못함.

○ 이해대변의 어려움
- 협회 및 노동조합이 있으나, 실제 작가들이 이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이해관계를 보장받기가
어려움. 작가들은 연재 동안에는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노조 등
업무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움.

(나) 코로나19의 영향

○ 웹툰 소비의 증가
-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이 줄어들고 여가 생활을 혼자 보내야 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쉽
게 볼 수 있는 웹툰에 대한 소비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임. 웹툰에 대한 소비 증가는 플
랫폼 수의 증가 및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웹툰 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아직 이 추세
를 증명할 수 있는 통계치는 존재하지 않음.
- 대면 접촉이 거의 없고 재택 근무 위주의 웹툰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음. 코로나 전후에 웹툰 작가의 수가 증감했는지를 통계 자료를 통해서 검증해야 함.

(다) 일의 전망

○ 산업의 성장과 웹툰 작가 이원화
-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의 여가선용 패턴이 달라지게 됨. 자택에서 혼자 여가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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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함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웹툰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웹툰은 다른 매체와 교류 가능하기 때문에 웹툰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인기 있는 웹툰은 이미 드라마로 제작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웹소설을 웹툰화하여 웹소설의
인기를 그대로 웹툰에서 이어가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
스 및 웹드라마와 같이 비전통적인 매체에서 웹툰을 드라마화려는 시도가 늘어난다면 웹툰
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웹툰에 대한 이러한 수요는 특정 군소 작가의 소득 증가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 대중의 인기
를 얻어 작품이 드라마화되는 작가는 큰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반면에 다른 대다수
작가들은 화당 MG 또는 원고료 수준의 소득을 얻는 게 그칠 것으로 보임. 작가의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 때문에 스타 작가를 꿈꾸는 웹툰 작가 지망생의 풀(pool)이 늘어날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실망하고 웹툰 산업에서 이탈하는 작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웹툰 지망생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웹툰 플랫폼들은 작가를 육성하기보다 신입작가와
계약하여 작품을 제공한 이후에 작품수요가 높지 않을 때에는 다른 신입작가를 물색하여 계
약하는 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임.

[참조] 웹툰 공정한 표준계약서 권장과 불공정 사례

자료 : 한겨레 기사(2020.11.11., 원자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9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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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소설
1) 조사 개요
(1)

웹소설 산업의 개요

- 최근 웹소설 산업의 성장세가 뚜렷함. 25)26) 웹소설 산업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소설을 유
통·판매하고 거래되는 시장을 이용하여 소설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생산된 소설을 출판사
등을 통해 책으로 출간하고 전국의 오프라인 서점 등을 통해 유통하는 이른바 ‘종이책’ 산업
과는 구분됨.
-「2019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8년 출판 산업은 2015년 이후
의 추세를 보았을 때 사업체 수, 매출액, 부가가치액, 종사자 수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나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 제작업과 서비스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 적합한 소분량의 비완성형·비완결형 콘텐츠 제작이 증가하고 있음. 이
는 모바일기기의 보급과 ICT의 결합에 의한 확장, 프로세스 혁신으로 인한 변화로 여겨지는
데, 고용 관계도 이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조사들은 실제 출판사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프리랜서 신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가를 비롯한 웹소설 산업에 관련된 이들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음. 「콘텐츠
산업 고용구조 변화연구」의 프리랜서 조사에 따르면 출판업은 2019년 기준 19,129명이 직
접 거래하는 프리랜서로 나타남. 간접 거래하는 프리랜서의 수를 포함하면 이는 23,767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웹소설 작가 지망하는 인원도 20만 명에 달하며, 청강문화산업대학교는 웹소설창작전
공을 개설하기도 했음27)
- 웹소설을 전자책(e-book) 형태로 유통되는 소설과 구분하기도 하나, 여기서는 주 몇 회 연
재의 형식이든, 단행본 형식이든 유통 방법에 관계없이 플랫폼 등 여러 전자적 매체를 통해
소설이 생산, 유통, 판매되는 산업을 웹소설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웹소설 산업에서
생산 부문에 해당하는 작가의 노동환경을 조사하고자 함.

25) 머니투데이, 20년 7월 20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1314042360048
26) 월간조선, 2019년 10월호,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F&nNews
Numb=201910100047
27) 쿠키뉴스, 2020년 3월 27일자,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00327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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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소설 산업의 이슈

○ 노동 조건
- 웹소설 작가의 높은 노동 강도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의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웹툰·웹소설 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8시간, 월평균 플랫폼을 통해 183만원 수익을 얻는다고 하지만 이 수익
에는 제작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

<표 5-2-1> 출판산업 프리랜서의 소득의 충분성
(단위:%)
프리랜서 작업만으로
생계유지 가능

주수입원이나 안정치
못해 부업

다른 주수입원으로
생계유지. 프리랜서는
부수입

다른 주수입원으로
생계유지 불안정하여
프리랜서 겸업

26.3
33.3
20.8
27.8
29.4
50.0

40.4
29.2
43.1
52.9
50.0

18.4
33.3
20.8
18.1
11.8
-

14.9
33.3
29.2
11.1
5.9
-

출판
관리
기획(제작기획)
제작
마케팅/사업
기타

출처: 콘텐츠산업 고용구조 변화연구(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p.84, 85 일부 발췌 재구성

○ 플랫폼-출판사-작가의 관계
- 플랫폼의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이슈들이 있음. 웹소설이 유통되는 주요한 경
로는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문피아 등의 유료 플랫폼과 조아라 등 무료
플랫폼 등이 존재함.
- 플랫폼이 ‘미끼 상품’으로 내놓은 ‘기다리면 무료’와 같은 프로모션에서 무료로 제공된 콘텐
츠는 작가에게 정산되지 않음28). 이외에도 플랫폼은 저자와 작품에 대한 관리를 출판사(매
니지먼트)가 하고 있음에도 전체 발생 수익의 30%~50%를 가져가는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
로 보임.
- 이러한 웹소설 업계의 실태와 플랫폼-출판사-작가에 이르는 관계에서의 특징들을 살펴볼 때,
보다 질적으로 좋은 창작 서비스가 생산될 수 있고,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않
는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8) 머니투데이, 2020년 2월 1일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101357369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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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소설 작가 조사 방법

○ 면접자 모집
- 일부 웹소설 작가들은 회원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다른 작가들과 소통함. 비록 규모가
크지 않고, 이러한 커뮤니티 등에는 작가 지망생이나 유료 연재 및 판매를 경험하지 않은
작가들이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외 기성 웹소설 작가들이 다수인 그룹을 특정하고
찾기는 어려웠음. 연구자는 작가들과 접촉하기 위해 웹소설 관련 면접 조사 글을 커뮤니티
에 작성함. 그 결과 4명의 웹소설 작가를 섭외함.
- 여성노조 산하 디지털콘텐츠지회로 조직화된 웹소설 작가를 구하기 위해 노조 조직국장의
협조를 구하여 웹소설 작가를 모집, 1명의 웹소설 작가를 섭외함.
- 이들에 대해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따른 사례비 지급을 알림. 이에
동의한 작가들과 면접 일정을 논의하여 면접을 진행함.

○ 면접 방법
- 면접방법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면접자의 위치와 선호에 따라 대면 면접과 비대면 면
접으로 이뤄짐. 3명의 면접자는 선호하는 시간과 장소인, 주로 자택 근처나 직장 근처의 카
페에서 면접을 진행함. 비대면 면접을 진행한 2명의 면접자와는 시간을 정하여 zoom 프로
그램을 사용함.

○ 면접자 인적 특성
- 총 5명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웹소설을 부업이라고 대답한 이는 2명, 나머지 3명은 주업이
라고 응답함. 연령대는 30대가 3명, 40대가 2명이었으며, 여성이 3명, 남성이 2명이었음.

<표 5-2-2> 웹소설 면접자 인적 특성
ID

분야 장르

직무 경험

고용형태
전업/부업

노동이력
경력

플랫폼
활동 유형

521

판타지

블로그 운영
기자, 작가

부업

2018년~

-

522

로맨스

소설 작가

부업

2018년-

-

523

로맨스/
판타지/GL

소설 작가

주업

2018년-

-

30대
중반

여

524

현대판타지/
로맨스

소설 작가

주업

2016년-

-

40대
후반

남

연령대
40대
초반
30대
초반

성별

소득수준*

남

0원
(연재준비)*

가입
수수료

여

월 100만원

웹툰 스토리,
30대
0원
영화
주업
2017년여
중반
(집필중)
시나리오
* 현재 소득수준임. 웹소설 특성상 연재 중이거나, 단행본 발간 직후, 프로모션 진행 직후에 수입이 발생하여, 평균 소득수준을 계산하기
어려움
525

로맨스
판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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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조사 결과 분석
(1)

산업 및 시장 환경 변화

○ 웹소설 산업 현황
- 「2019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출판산업 총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부가가치액, 부가가치율, 수출액과 수입액은 <표 5-2-3>와 같음.

<표 5-2-3> 출판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총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개)
(명)
(백만 원)
2014년
25,705
191,033
20,586,789
2015년
25,505
190,277
20,509,764
2016년
25,452
185,001
20,765,878
2017년
25,829
184,794
20,755,334
2018년
24,995
184,554
20,953,772
전년대비증감률(%)
-3.2
-0.1
1
연평균증감률(%)
-0.7
-0.9
0.4
출처: 2019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문화체육관광부), p.85
구분

부가가치액
(백만 원)
8,790,456
8,806,324
8,814,564
8,809,000
8,879,278
0.8
0.3

부가가치율
(%)
42.7
42.9
42.4
42.4
42.4
-

수출액
(천 달러)
247,268
222,736
187,388
220,951
248,991
12.7
0.2

수입액
(천 달러)
319,219
277,329
256,006
264,110
268,114
1.5
-4.3

- 출판산업 전반적으로 사업체 수는 2014년부터 연평균 0.7% 감소했으며, 종사자 수 또한 매
년 평균 0.9%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매출액은 연평균 0.4%, 부가가치액은
0.3% 증가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산업의 규모가 정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5-2-4> 출판 산업 업종별 연도별 매출액 현황
(단위:백만 원)
중분류

소분류

2016년

2017년

일반서적 출판업
1,173,242
1,169,848
(종이매체 출판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2,824,427
2,828,654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제작업
292,488
340,357
신문 발행업
2,854,688
2,854,363
출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1,123,325
1,122,841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492,221
491,792
기타 인쇄물 출판업
201,314
201,033
소계
8,961,705
9,008,888
인쇄업
인쇄업
3,895,442
3,932,866
서적 및 잡지류 도매업
2,664,220
2,630,776
출판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4,975,420
4,888,813
도소매업
소계
7,639,640
7,519,589
온라인 출판
인터넷/모바일
215,236
238,846
유통업
전자출판서비스업
출판임대업
서적 임대업(만화 제외)
53,855
55,145
합계
20,765,878 20,755,334
출처: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서 보고서(p.88), 저자 강조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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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1,153,340

5.5

-1.4

-0.9

2,857,646
383,026
2,884,617
1,148,805
504,443
203,844
9,135,721
4,001,951
2,577,298
4,923,440
7,500,738

13.6
1.8
13.8
5.5
2.4
1
43.6
19.1
12.3
23.5
35.8

1
12.5
1.1
2.3
2.6
1.4
1.4
1.8
-2.0
0.7
-0.3

0.6
14.4
0.5
1.1
1.2
0.6
1
1.4
-1.6
-0.5
-0.9

259,677

1.2

8.7

9.8

55,685
20,953,772

0.3
100

1
1

1.7
0.5

- 「2019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서 출판산업 중 웹소설 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인터넷/모바
일 전자출판제작업, 온라인 출판 유통업에 해당함. 이에 따른 모집단의 사업체 수, 매출액,
그리고 종사자 수는 아래와 같음.
- 사업체 수는 2018년 기준,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제작업 176개,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서
비스업 56개로 전체 출판산업 합계 24,995개 가운데 약 0.9%에 해당함.
- 매출액은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제작업 3,830억 원,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서비스업
2,597억 원으로 전체 209,538억 원 중 3.1%에 해당하며, 종사자 수는 인터넷/모바일 전자
출판제작업이 2,292명,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서비스업이 482명으로 152,994명 가운데
약 1.8%에 해당함.
- 같은 자료에서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제작업
은 매출액 기준 연평균 14.4%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서비스업
또한 9.8%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장르문학을 중심으로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시리즈 등의 거대 포털 사이트의 플랫폼을
통해 웹소설을 소비하는 연령층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ICT 기술을 활용한 독서 문화의
확산으로 웹소설의 생산과 소비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가 예상됨.

○ 플랫폼 및 주요 장르
- 대표적인 유료 플랫폼으로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웹소설/시리즈, 리디북스, 문피아 등이 있으
며, 이 외에도 허니문, 톡소다, 블라이스, 스낵북 등 중소 플랫폼이 다수 존재함.
- 장르별로 문피아는 무협, 판타지, 리디북스는 19금(성인) 장르가 유명함. 카카오페이지와 네
이버 웹소설/시리즈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 장르가 없고, 동성애 관련 장르
도 포함하고 있지 않음.

<표 5-2-5> 웹소설 주요 플랫폼

로맨스
로맨스 판타지
판타지
현대 판타지
무협
BL(Boys’ Love)
GL(Girls’ Love)
19금*
기타**

카카오페이지
O
O
O
O
O

네이버 시리즈
O
O
O
O
O
O

O

O

리디북스
O
O
O
O
O
O
O
O
O

* 19금은 장르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플랫폼에서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어 장르로 구분함.
** 대체역사, 스포츠물, 전쟁, 미스터리, 라이트노벨, T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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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피아
O
O
O
O
O

O
O

○ 디지털 기술 발전의 영향
- 이른바 종이책 시장 일부가 웹 기반 시장에 작품을 공유하거나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줌. 소
설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서적, 신문, 교과서 등이 전자책으로 출간되고 있으며, 신춘문
예 등으로 등단한 기존의 작가들 가운데에도 웹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있음.
- 산업의 주요 행위자가 달라짐. 기존의 종이책 시장에서 소설의 생산과 유통에서 주요한 행위
자는 작가와 출판사, 그리고 서점이었음. 인터넷(P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접근 방식
무관) 상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설을 유통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디지털 플랫
폼을 운영하는 ‘플랫폼’이 주요한 행위자로 떠오르고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서점 역할을 대신
하게 됨.
- 행위자들의 역할이 달라짐. 종이책 시장에서는 출판사가 물리적 형태로 종이책을 인쇄하여
각 서점에 유통해야 작가가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출판
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음. 웹소설 시장에서 출판사는 이른바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작가와 플랫폼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함. 플랫폼은 기존의 서점과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한 시장을 제공함. 뿐만 아니라 소설을 플랫폼에
게시하기 적합한 형태로 편집, 변형하고, 홍보, 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함.
- 행위자들의 권력 관계가 달라짐. 기존의 종이책 시장에서는 종이책을 높은 비용으로 출간하
는 출판사가 출판사-작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웹소설 산업
에서는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웹소설이 주로 판매가 되고 있어, 프로
모션을 할 웹소설을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의 힘이 강력할 것으로 추정됨.

(2)

계약방식 및 노동조건

(가) 계약의 형태

○ 계약의 당사자 – 작가와 매니지먼트
- 계약은 매니지먼트사(社)와 계약을 맺고, 매니지먼트가 플랫폼과 계약을 맺는 형태와, 플랫폼
과 매니지먼트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플랫폼이 작가와 직접 계약을 하는 형태로 구분됨.

① 매니지먼트사(社)와 서면 계약서 작성
- 매니지먼트(출판사, 에이전시)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함.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발견할
수 없으며, 서면 계약 작성 후 매니지먼트와 작가가 1부씩 가짐.
- 계약 당사자는 매니지먼트와 작가이며, 작품 또는 매니지먼트 계약이라 지칭함. 작가는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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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니지먼트에 제공하고, 매니지먼트는 작품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홍보, 플랫폼
에 유통, 창작과 관련된 기획, 연출, 일정 관리 등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
눔.
- 매니지먼트와 플랫폼은 작가를 제외하고 계약하여 작품을 유통하고 홍보하는데, 연재 방식,
수익의 배분 등을 결정함. 매니지먼트와 플랫폼과의 계약은 매니지먼트와 작가와의 계약과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어 매니지먼트와 플랫폼 사이의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작가에게 의견
을 구하지만 직업 수익 배분 협상에 참여하지는 못함.
- 실질적으로 매니지먼트가 플랫폼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회사라 할
지라도 계약의 형식에 있어서는 그 둘을 구분하고 있음.

② 플랫폼 겸 매니지먼트와 서면 계약서 작성
- 매니지먼트이면서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서면 계약을 하기도 함. 이 경우에
도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발견할 수 없으며,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1부씩 가짐.
- 계약한 매니지먼트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의 수익배분이 이뤄지
지만, 다른 플랫폼에 유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다른 플랫폼과 매니지먼트의
수익 배분에 대한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더 작은 비율의 수
익만을 작가가 가져가게 됨.

[그림 5-2-1] 웹소설 작가의 노무제공 형태

○ 매니지먼트의 역할
- 플랫폼-매니지먼트-작가에 이르는 관계에서 매니지먼트는 플랫폼과 작가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 매니지먼트는 작가에 대해 작품의 방향성 등에 대한 조언부터, 일부 소위
‘잘 나가는’ 작가의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관리까지 하고 있으며, 플랫폼과의 관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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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유통, 홍보, 수익 배분에 이르는 전반적인 작품의 판매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
음.
- 매니지먼트가 기획하거나 직접 만들거나, 작가와 공동 작업이 아닌 한 작품 계약을 한 작가
의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개입하지 않음. 작품의 내용에 대한 조언이나 수정 요청은
종종 있으나, 그 수용 여부는 작가에 달려 있음.
- 플랫폼과의 관계에서는 작가를 대신하여 작품의 유통 형태(연재/단행본), 수익 배분과 관련
된 제반 사항을 플랫폼과 계약함. 그 과정에서 프로모션 참여 여부 등에 있어서는 작가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인터뷰에 따르면 플랫폼을 대신하여 매니지먼트가 프로모션에
참가하도록 작가를 설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 플랫폼의 역할
- 플랫폼은 매니지먼트와 작품에 대해 계약하고, 그 작품을 연재하거나 단행본으로 독자들에게
유통·판매하는 틀을 제공함. 그 과정에서 각종 프로모션 행사를 기획하여,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함.
- 발생한 수입은 비용을 제외하고 매니지먼트와 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데, 인터뷰에 따르
면, 이 비율은 프로모션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함.

[그림 5-2-2] 웹소설 산업에서 플랫폼의 비/독점계약 형태

○ 플랫폼의 독점계약
- 매니지먼트와 플랫폼이 독립적인 회사인 경우, 형식상 매니지먼트와 플랫폼이 작품에 대해
독점계약을 할지, 비독점 계약을 할지는 작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매니지먼트는 관행
상 플랫폼과의 독점계약의 여부에 작가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함.
- 독점계약이란 한 작품에 대해 특정 플랫폼에서만 연재하는 것을 계약하는 것임. 성공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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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점계약일 경우 플랫폼은 그 작품으로부터의 수익을 온전하게 획득할 수 있으므로 독점
계약을 선호함. 그러나 작가는 수익 배분이 플랫폼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
한 독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비독점 계약이 상대적으로 유리함.
- 최근 플랫폼에서는 독점 계약에 한해서만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프로모션
행사에 포함될 때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작가는 독점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음.

(나) 매니지먼트-작가 계약의 내용

- 매니지먼트가 인쇄 등의 방법을 제외한, 복제·배포 또는 복제·판매 권한을 가져가는 배타적
발행권, 계약 기간, 매니지먼트의 권한 및 의무와 작가의 권한 및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음.
- OSMU(One Source Multi Use)를 전제로 하기도 함. 다시 말해, 웹소설이 드라마나 영화,
만화로 제작될 가능성이 큰 경우 저작권 및 권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 계약 기간
- 작품 완성 후 연재 또는 단행본 출간의 경우, 완결 후 3년, 5년 등의 시간으로 계약 기간을
명시함. 계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일정 시간 이내에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는 조항이 있음.

○ 매니지먼트의 권한 및 의무
- 창작활동을 위한 계약 교섭 및 체결, 그리고 플랫폼 등에의 유통을 위한 교섭, 홍보 및 광
고, 작품에 대한 수익 배분 및 관리, 창작과 관련된 기획, 구성, 연출, 일정 관리, 작품에 대
한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3자가 작가의 창작활동을 방해할 때 출판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거나, 작품의 집필 외
다른 계약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으로써 작가가 작품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니
지먼트의 권한 및 의무를 규정함.

○ 작품의 귀속
- 작품이 공동으로 기획·개발·제작될 경우 작품의 이용 및 판매 등에 대한 권리를 출판사가 가
져감. 작품을 작가가 전적으로 만든 경우 모든 권리가 작가에게 귀속됨.
- 계약 기간 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50%~70%를 일정 기간 단위로 제공하되, 작가가
출판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는 우선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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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소득
① 수익 분배율
-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입을 매니지먼트와 플랫폼이 나눈 후, 모든 수입은 일단 매니지먼트에
게 돌아감. 매니지먼트는 수수료, 저작권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분배하되, 그 비율을 정
하고 있음.
- 장르별로 수익의 분배율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각종 판타지, 무협 등의 장르에서는 작가
와 매니지먼트가 7:3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지만, 로맨스 장르에서는 작가와 매니지먼트가
6:4에서 5:5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인터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판타지, 무협 장르에서는 남성 작가의 비율이 높고, 로맨스 장
르에서는 여성 작가의 비율이 높은데, 작가와 매니지먼트의 수익 분배 비율이 이러한 성별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매니지먼트가 플랫폼을 겸하고 있어 작가와 매니지먼트/플랫폼의 계약이 이뤄지면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작가와 매니지먼트가 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함.
- 결과적으로, 매니지먼트가 플랫폼을 겸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더라
도 다른 플랫폼에 유통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입은 플랫폼과 매니지먼트, 매니지먼
트와 작가에 이르는 두 단계에 걸쳐 분배됨.

[그림 5-2-3] 플랫폼과 매니지먼트의 수익분배율에 따른 플랫폼, 매니지먼트, 작가의 수입 비율

* 플랫폼과 매니지먼트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분이 계산에서 제외됨

- 매니지먼트와 작가의 수익 분배율을 3:7로 가정하고, 매니지먼트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비
용 부분을 계산에서 제외하여 단순화해서 계산해 보면, 플랫폼과 매니지먼트가 5:5 수익 분
배 계약을 하면, 작가는 발생하는 총 수익의 35%를 가져가게 됨. 플랫폼과 매니지먼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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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의 수익 분배 계약을 맺게 될 경우 작가는 49%의 수익을 얻게 됨.
- 매니지먼트와 작가의 수익 분배율을 5:5로 가정하면, 플랫폼과 매니지먼트의 수익 분배율이
7:3인 경우 작가는 전체 수익의 35%를 가져가며, 5:5인 경우 전체 수익의 25%를 가져가게
됨.
- 형식적으로는 플랫폼-매니지먼트-작가에 이르는 관계지만, 실제 플랫폼과 매니지먼트가 거의
동일한 회사로 여겨질 수 있는 관계인 경우가 있다고 함. 이 경우, 작가는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소유한 매니지먼트와 직접 계약을 맺을 때와, 실질적으로 같
은 회사이나 형식적으로 독립적인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할 때를 비교하면, 70%, 49%라는
수익의 차이를 경험하게 됨.
- 이러한 수익 분배율은 이른바 ‘대박 작가’의 경우 작가와 매니지먼트가 1:9로 맺게 되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계약을 맺는 작가는 극소수인 것으로 추정됨.
-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 계약서상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플랫폼과 매니지먼트가 3:7의 수익 분
배 계약을 맺었을지라도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일명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 이러한 수익 분
배율을 조정한다고 함. 카카오페이지의 기다무(기다리면 무료), 네이버 시리즈의 매열무(매일
10시 무료), 리디북스의 오리발(오늘, 리디의 발견), 리다무(리디북스의 기다리면 무료)등이
대표적인 프로모션인데, 이러한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 매니지먼트는 보다 불리한 수익 분배
율로 계약해야 한다고 함.
- 인터뷰에 따르면, 작가들의 수익이 주로 발생하는 시점은 플랫폼의 프로모션이 진행 중일 때
로 나타남. 다시 말해,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따라서 작가들은 수익
배분을 불리하게 조정하더라도 플랫폼의 프로모션에 참가하기 위해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
음.
- 수익의 정산 내용의 공개는 플랫폼별로 다르게 하고 있음. 작가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만들거나, 이메일 등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알려주는 것으로 나타남. 특정 플랫폼
의 경우 작가가 요청하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함. 특히, 플랫폼과 매
니지먼트가 다른 경우, 매니지먼트에서는 실제 수익이 플랫폼과 매니지먼트 사이에서 어떻
게 나눠졌는지는 작가에게 공개하지 않고, 공개를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함.

② 수익 분배율의 결정
- 수익 분배율은 장르별 차이를 제외하면 매니지먼트와 작가의 비율이 3:7 또는 4:6이 일반적
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다만, 인터뷰에 따르면 플랫폼의 수익 배분율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
이 가져간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더불어 플랫폼이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강력한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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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되기 때문에 매니지먼트나 작가가 분배율에 있어서 불리해지는 프로모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권력 관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른 한 편, 계약이나 산업 생태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거나 처음 소득을 얻게 되는
신입 작가의 경우, 과거 매니지먼트나 플랫폼에서 작가에게 불리한 5:5 수익분배율을 제시
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그런 관행은 드문 것으로 보임.

③ 수익의 형태
- 웹소설 작가 수익의 형태는 선인세/보장인세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주5회, 플
랫폼을 통해 연재를 하는 경우와 단행본을 전자책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
음.
- 연재는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웹소설/시리즈, 문피아 등 플랫폼에 회차별로 연재하는 것이며,
단행본은 회차별 연재가 아니라 권당 약 25회 분량의 단행본을 전자책의 형태로 판매하는
것임.
- 연재를 하는 경우 회별 수익이 발생하며, 단행본은 권당 수익이 발생함. 인터뷰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실시로 인해 단행본 판매의 경우 각종 할인 행사의 할인율이 제한되어 있는데
비해 연재의 경우 도서정가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교적 자유롭게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함.
- 계약상 완성된 작품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단행본 형식이 아닌 연재 형식으로 유통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익은 연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별 판매 수익으로 정산된다고 함.
- 선인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권당 100만 원 수준에서 계약하고, 이후 100만 원이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 분배율을 적용하거나, 새롭게 선인세 계약을 맺기도 함. 당장 수익이
없는 작가들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선인세를 선호하는 경우
도 많다고 함.

④ 소득 수준
- 「2019년 이야기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설, 만화, 게임, 영화 등 ‘콘텐츠 이야기 산업’
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창작자의 평균 소득은 약 2,900만 원 정도로 나타남. 그러나 이 조사
는 대부분 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업체에 정규직/비정규직 형태로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이들
을 대상으로 함.
- 계약 작품 건별 평균 고료(판매액)은 10만 원 미만이 15.8%, 10-100만 원 미만이 19.3%,
100-300만 원 미만이 21.1%, 300-1,000만 원 미만이 10.5%, 1,000-5,000만 원 미만이
17.3%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연간 이야기 판매 건수와 함께 비교했을
때, 없는 경우가 31.6%, 1건인 경우가 31.6%, 2건이 19.3%, 3건이 12.3%로, 수입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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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상황으로 예상할 수 있음. 이야기 유통/거래시 애로사항으로 웹소설은 낮은 고료
(수익)를 꼽은 이들이 40.4%임.
- 국가인권위의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웹툰·웹소설 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8시간, 월평균 플랫폼을 통해 183만 원의 수익을 얻는다고 하지만 제작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
- 인터뷰 결과 작가의 소득 수준은 작품이 단행본으로 완결되어 유통되기 시작하거나, 현재 플
랫폼에서 연재를 진행 중이거나,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경우 평균 월 500만 원 수준인 것
으로 보임. ‘초대박 작가’는 월 수천만 원까지, ‘대박 작가’는 월 1-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월 200-300만 원 정도에 머무는 작가들도 많은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설문조사 방법으로 이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5-2-6> 웹소설 작가 수입 추정*
‘대박 작가’**
‘중박 작가’
일반 작가

프로모션 등 행사 진행 중
월 1천-2천만 원
월 500만 원
월 200-300만 원

프로모션 없는 시기***
월 100만 원
월 10-50만 원

* 인터뷰 결과에 의한 추정치임
** 소위 ‘초대박 작가’는 극소수여서 제외함
*** 기존의 작품 수에 따라 증가함

- 그러나 작품이 발표되고 일정 기간 지났거나, 연재를 완결한 경우 소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경력이 오래되고 작품 수가 많은 경우 월 10-50만 원 정도의 수익은 가능하지만, 작
품 수가 얼마 되지 않고 경력이 짧은 작가의 경우 소득이 거의 없음.
- 작가마다 다르지만 1년에 약 1/3은 작품 구상 등으로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표 5-2-7> 출판산업 프리랜서 소득의 충분성
(단위: %)

출판
관리
기획(제작기획)
제작
마케팅/사업
기타

프리랜서 작업만으로
생계유지 가능

주수입원이나 안정치
못해 부업

다른 주수입원으로
생계유지. 프리랜서는
부수입

26.3
33.3
20.8
27.8
29.4
50.0

40.4
29.2
43.1
52.9
50.0

18.4
33.3
20.8
18.1
11.8
-

출처: 콘텐츠산업 고용구조 변화연구(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p.84, 85 일부 발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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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수입원으로
생계유지 불안정하여
프리랜서 겸업
14.9
33.3
29.2
11.1
5.9
-

(3)

작업조건 및 노동과정

(가) 일의 시간

- 주업인 경우와 부업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작가가 주업인 경우 하루 중 10시간 이상
을 창작과 관련된 활동, 예를 들면 자료 조사와 작품 구상, 실제 글쓰기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 잠깐 산책하는 시간을 합해 10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창
작 관련 활동을 하는 작가들도 많은 것으로 보임.
- 부업인 경우, 일반적인 직장 생활 이후 하루 평균 3-4시간 정도를 창작 활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일의 장소

- 작업장이 따로 없고,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도 드문 것으로 나타남. 노트북 등 글을 쓸 수 있
는 도구만 있으면 장소는 가리지 않는 편인데, 주로 자택에서 일을 하거나 근처의 카페, 도
서관 등을 활용하고 있어 개별적인 작업실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자택에서 주로 일하는 경우 일과 삶의 분리가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작업 도구

- 글쓰기 작업을 위해 노트북과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이러한 작업 도구들은 모두 작
가 개인의 소유임. 마이크로소프트의 MS-Word 의 경우 최근 월/연 구독 형태로 구매방식
이 달라짐에 따라 그에 따른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 최근 스크리브너(Scrivener)를 비롯한
효율적인 작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함.

(라) 노동과정

- 크게 기획, 자료 조사와 실제 글 쓰는 작업으로 구분됨. 인터뷰에 따르면, 기획, 자료 조사와
실제 글 쓰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 비율은 기획과 자료조사가 약
20-30%, 나머지가 글쓰기와 퇴고 작업으로 보임. 기획, 자료조사를 따로 하는 경우 3개월
-6개월까지 준비하기도 함.
- 1달에 1권 분량(25회) 집필. 판타지/무협의 경우 최소 8권 분량을 집필한다고 함. 5권 이하

- 121 -

의 경우 독자들이 연재나 집필을 중단하거나 조기 종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로
맨스의 경우 3-4권이 일반적임.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휴재를 할지라도 휴재한 일수만큼의 내용을 한꺼번에 업로드 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독자가 많은 것으로 보임.

[그림 5-2-4] 웹소설 연재 작가의 일주일 예시*

1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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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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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고&연재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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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퇴고&연재

자료조사&
집필

집필

퇴고&연재

자료조사&
집필

집필

퇴고&연재

자료조사&
집필

집필

퇴고&연재

자료조사&
집필

집필

3회
4회

목

5회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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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

7회

집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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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
…

25회

…

…

금

토

…

…

일

자료조사&집
필
…

반복

* 1권 25회 기준으로 한 예시임

(마) 휴일, 휴가

- 단행본 작가에게는 매니지먼트에서 따로 제공하는 휴가 등은 존재하지 않음.
- 연재 작가는 플랫폼이나 매니지먼트와의 계약에서 휴일, 휴가 등을 요구한 적이 있으나 실제
계약상 휴일, 휴가, 휴재 등에 대해 명시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휴재를 하면 독자들이 급감한다는 공포가 작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보임.

(4)

직업선택과 일감 이력경력
,

○ 직업의 선택
- 웹소설 창작의 특성상 값비싼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용이 적고, 창작 능력은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영역이니만큼 기술, 능력의 보유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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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다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업으로 웹소설을 시작하여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창작
활동을 하거나, 이후 이전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주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음.
- 출판업계의 부진과 소위 ‘문학계’의 좁은 등용문을 통과하지 못한 작가 지망생들도 종이책이
아닌 웹소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종이책 작가들 가운데서도 웹소설
로 ‘전향’하는 경우가 발견됨.
- 웹소설 ‘작가’가 되는 경로는 크게 3가지로 나타남. (여기서 작가는 유료 작품을 연재하거나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경험이 있는 작가에 한정함) 하나는 플랫폼 또는 출판사들이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입상한 작품의 작가에 대해 출판사들이 접촉하여
계약을 맺음. 하나는 조아라나 네이버의 챌린지 리그 등 무료 플랫폼을 통해 연재하는 과정
에서 출판사가 접촉하여 계약을 맺을 수 있음. 나머지 하나는 작가가 직접 출판사에 컨택하
여 작품 계약을 맺는 것임.

○ 일감
- 한 작품 이상 유료화 계약을 한 작가들은 보통 장르별 동일한 매니지먼트와 직접 계약을 진
행함. 다른 장르의 작품을 집필하거나, 기존의 매니지먼트와 다른 매니지먼트와 계약할 때에
는 공모전에 응모하거나 직접 매니지먼트에 접촉하여 계약함.

(5)

교육훈련과 안전망

○ 교육 훈련
- MBC 아카데미, 한겨레 교육센터, 경향 글쓰기, 문피아 등에서 글쓰기를 포함한 웹소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규모도 작음. 대부분의 민간 프로그램
이 웹소설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아닌 다양한 글쓰기 교육의 성격이 큼.
- 웹소설 작가들 또한 교육 훈련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실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사회적 안전망
- 작가들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살펴보면 비만, 당뇨, 고혈압, 디스크 등을 경험하고 있는 작
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일반적인 성인병이고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하는 것으
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매니지먼트 또는 플랫폼에서는 작가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도 하고 있지 않음. 건
강보험 등은 대부분 지역 가입이며, 전업 작가들 가운데 소득 수준이 높은 작가를 제외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드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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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눠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작가들은 작품 연재가 끝나거나
단행본 발간 후 일정 기간 이상 지나게 되면 수입이 없어지는데, 작품 연재 기간 중 다른
작품을 기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공백기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필
요하다고 생각함. 반면, 창작 활동의 기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 수익이 불규칙하다는 점
등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작가들
도 있음.

(6)

종속성 자율성
,

○ 경제 종속성
- 작가들이 작품별로 다양한 출판사 또는 플랫폼과 계약하길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뤄진다
는 점에서 특정 출판사에만 작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종속성은 다소 약한 것으로 여겨짐.
- 다만, 카카오페이지와 네이버의 웹소설/시리즈가 웹소설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
황에서 일부 특정 장르(성인물, BL 또는 GL)를 제외한 다른 장르 웹소설을 다른 플랫폼에
연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실질적으로 수많은 출판사가 존재하며, 형식
상 그러한 출판사와 작가가 계약을 맺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작가가 작품 계약에 있어서 선
택권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플랫폼의 선택에 있어서 종속성
이 없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움.
- 이러한 경제적 종속성은 실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플랫폼이 주도하고, 프로모
션에 따라 수익 배분율을 조정하는 관행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판사-작가의 형식적
계약관계에서 드러나는 것보다 강할 수 있음.

○ 사용 종속성
- 작품의 내용에 대한 매니지먼트 또는 플랫폼의 직접적인 지시 명령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창작 과정에서 주인공의 성격, 표현, 제목의 선정 등에 있어서 매니지먼트가 조언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작가가 작품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를 사용자의 지
시·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움.
- 작품의 창작 자체에 대한 자율성은 온전히 작가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작품의 유
통, 홍보 과정에서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매니지먼트 또는 플랫폼과 대등한 협상을 하
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플랫폼의 프로모션을 대가로 한 수익률 조정은 독과점 형태의 현재 시장에서 작가가 거부하
거나 수익률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임.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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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니지먼트에서도 작가의 수익을 보호하기보다
플랫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 기술 종속성
- 독자들의 악성 댓글과 신상털기가 존재함. 인터뷰에 따르면, 작가들은 ‘유난히’ 독자와의 거
리를 가깝게 느낌. 독자들은 작품의 내용에 대해 서슴없이 의견을 말하고, 심지어 소위 ‘악
플’을 다는 데 거리낌이 없음. 이러한 댓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함.
- 플랫폼은 이러한 독자들의 반응으로부터 작가를 보호하지 않으며, 매니지먼트 또한 ‘대박’ 작
가를 제외하면 작가에 대한 개입이나 보호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7)

부당대우 및 차별

○ 수익 배분 비율 차별
- 장르별 수익 배분 비율을 살펴보면, 판타지·무협 장르 웹소설 작가들은 매니지먼트와 작가가
3:7로 계약하는 것을 일반적이라고 여기는 반면, 로맨스 장르는 4:6 또는 종종 5:5 비율로
계약한다고 함.
- 이러한 장르별 수익 배분 비율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르별 평균 완결 회차, 회
당 길이, 연재 및 단행본의 발행과 판매 패턴 등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판타지·무협 장르
의 작가들이 남성 비율이 높고, 로맨스 장르 작가들이 여성 비율이 높다는 데에서 기인할
가능성도 있음.

○ 성희롱, 폭언
- 플랫폼 또는 매니지먼트와의 관계에서 성희롱 및 폭언을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으나, 독자와의 관계에서 성희롱, 폭언을 댓글을 통해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 인터뷰 결과, 장르별로 판타지·무협의 작가가 여성인 경우, 로맨스의 작가가 남성인 경우 특
히 성차별적 댓글이나 폭언을 포함한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함.

(8)

이해대변 및 정책과제

○ 이해대변 기구
- 디지털 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가 여성 프리랜서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 작가군을 가입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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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2018년 전국여성노조에 가입하며 결성됨. 그러나 아직 규모가 작고, 많은 작가들에
게 알려져 있지 않음.
-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등이 있으나, 작가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도서정가제 등 특정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등29) 조직
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정책 과제
① 플랫폼의 상대적 지위 조정 – 수익배분과 프로모션
- 웹소설은 현재 카카오페이지와 네이버 웹소설/시리즈의 거대 플랫폼의 과점 형태의 시장이
라고 볼 수 있음. 조사 결과, 이러한 시장 우월적 지위를 사용하여 매니지먼트와 작가에게
플랫폼이 정하는 수익배분비율을 받아들이도록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고 작가들은 생각하고
있었음.
- 플랫폼과 매니지먼트, 작가의 이해관계당사자들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플랫폼 수수료
30% 비율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에 포함되기 위해 이러한 수수료가 매니지먼트나 작가에게 보다 불리하게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프로모션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과도하게 매니지먼트와 작가에게 부
담시키는 것은 아닐지 의심해 볼 수 있음.
- 더불어 현재 과점 형태의 시장이 플랫폼, 매니지먼트, 작가를 비롯한 웹소설 산업의 전망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구글이 개발자들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결정30)이 알려졌으며, 게임
유통업에서는 개발사로부터 플랫폼이 받는 유통 수수료를 30%로 정한 거대 플랫폼 스팀과
경쟁하기 위해 에픽 게임즈가 12% 유통 수수료로 경쟁에 뛰어든 바 있음31). 이와 같이 다
른 플랫폼의 수수료 결정 및 산업 생태계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

② 객관적 데이터의 수집 필요성
- 작가들은 스스로 한 조직이나 기업과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라고 생각하기보다 예술
가, 프리랜서, 전문가 등으로 여김. 실제 웹소설이 유통되기까지 과정에서 창작 부문에서는
플랫폼이나 매니지먼트의 관여를 거의 받지 않음.
- 다만, 계약 과정에서 판매의 투명성과 수익 배분 비율에 있어서 상대적 협상력의 차이가 두
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상력의 균형을
29) 한겨레, 9월 15일자(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962214.html), 한경닷컴 게임톡,
10월 8일자(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6211)
30) 조선비즈, 2020년 9월 2일자(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2/20200902
00511.html)
31) 한국 경제 IT·과학, 2019년 2월 24일자(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224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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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출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이를 위해 객관적인 수수료와 수입 데이터 등의 수집이 우선되어야 함. 이를 통해 웹소설 산
업의 객관적인 거래실태가 드러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대변기구가
만들어질 때 주요 대규모 플랫폼에 대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거나 하는 등의 산업 전
반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 입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요약 및 함의
(가 요약

○ 계약의 당사자
- 웹소설은 작가가 생산하여 플랫폼을 통해 독자에게 유통되기까지 작가-매니지먼트-플랫폼의
행위자가 주요 역할을 하고 있음. 과거에는 플랫폼이 작품을 다수 보유하기 위해 플랫폼-작
가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20년 8월 현재 대부분 작가는 매니지먼트(에이전
시, 출판사)와 계약하고, 매니지먼트가 플랫폼과 계약하고 있음.
- 매니지먼트는 작품에 대해 배타적 발행권을 소유하여 창작 활동을 돕고, 플랫폼 등에 유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플랫폼은 매니지먼트와 계약하여 소설을 유통하고 프로모션 등의 활동
을 통해 소설을 판매함.

○ 수익의 배분
- 웹소설의 판매로 발생한 수입은 플랫폼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 플랫
폼-매니지먼트의 계약에서 정한 수익배분 비율에 따라 플랫폼과 매니지먼트가 수입을 우선
배분함. 매니지먼트는 이 때 발생한 수입에서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매니지
먼트-작가의 계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함.
- 플랫폼에서 프로모션 등을 진행할 때, 플랫폼-매니지먼트의 수익 배분 비율이 최종적으로 작
가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조정됨. 플랫폼에서 유통하는 작품 수가 많아,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으면 작품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작가는 이러한 수익 배분 비율 조정
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 소득 수준
- 프로모션 진행 중이거나 출간된 직후 수입이 100-3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연재 작
품의 완결 또는 완결 작품이 유통되기 시작한 직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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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하지 않는 이상 3-4개월 이내 수입이 급감하는데, 인터뷰에 따르면 1년에 1/3 정도는
차기 작품의 구상 등으로 실제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작업 시간과 장소
- 주업 작가인 경우 하루 중 10시간 이상을 창작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부업인 경우 주업으로 하는 직장 생활 이후 평균 3-4시간을 창작 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하는 장소는 따로 없고, 독립된 작업실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다만,
자택에서 일하는 경우 일과 삶의 분리가 어려워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과정
- 기획, 자료 조사와 실제 글쓰기, 퇴고 작업으로 구분되는데, 연재 작가의 경우 하루에 1-3편
의 작품에 대한 자료조사, 집필과 퇴고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
- 판타지·무협 장르가 최소 8권 이상, 로맨스 장르가 3권 정도에 완결되는 경향이 있음. 1년에
1편, 많아야 2편 정도 완결하는 것으로 보임.

○ 직업의 선택과 일감, 이력경력
- 값비싼 장비가 필요 없고, 대부분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낮아, 다양한 경
력을 가진 이들이 웹소설에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소위 종이책 시장의 부진
과 문학계의 좁은 등용문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통과했더라도 수입의 부족으로 웹소설로 전
향하는 작가들도 있음.
- 플랫폼과 매니지먼트가 주관하는 공모전을 통해 매니지먼트와 계약,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게
되거나, 직접 매니지먼트에 작품을 보내어 계약하는 경우, 무료 플랫폼에서 인기를 얻어 매
니지먼트가 접촉하는 경우, 크게 3가지 경로로 플랫폼을 통해 작품을 유통할 수 있게 됨.

○ 사회적 안전망 및 교육 훈련
- 작가들의 비만, 당뇨, 고혈압, 디스크 등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지원의 필요성은 이야기하지
만,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에 대해 알고 있거나, 산재보험의 필요성과 유효성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는 편임.
- 고용보험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생각함.
- 교육 훈련의 필요성은 거의 실감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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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성
- 작가들은 장르별, 작품별로 다양한 플랫폼에 유통되길 바라고, 플랫폼은 인기 작품에 대해
독점적인 연재를 바라는 경향이 있음. 대부분의 작품들은 비독점 형태로 다양한 매니지먼트
를 거쳐 다양한 플랫폼에 유통되어 특정 매니지먼트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은 낮은 편인 것
으로 보임.
- 다만, 플랫폼 시장의 네이버 웹소설/시리즈와 카카오페이지의 독과점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플랫폼이 제시하는 수익배분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경제적 종속성이 높
은 편이라 이야기할 수 있음.
- 사용 종속성 및 기술 종속성은 거의 확인하기 어려움.

(나) 코로나 19의 영향과 전망

○ 코로나19의 영향
- 대면 소통이 감소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의 활용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웹소설의 소
비도 증가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작가들 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실감
하지 못하는 편임. 뉴스 등을 통해 웹소설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면접자들
가운데 수익의 증가를 실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 작품 집필 과정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일의 전망
① 규모의 성장
- 웹소설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여겨짐. 종이책 출판시장의 정체와 웹소설 시장의 증가는
이야기되어 왔으나, 실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환이 가속된 것으로 여겨짐.
- 웹소설은 OSMU(One Source Multi Use)의 원천으로 주목받아 왔음. 인기 있었던 웹소설
이 국내외에서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 게임으로 만들어지는 사례들(구르미 그린 달빛, 김비
서가 왜 그럴까, 달빛 조각사, 전지적 독자시점 등)로 보았을 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여겨짐.
- 웹소설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웹소설이 주로 ‘장르 소설’ 중심의 작품이 많
다는 점에서 전체 소설 문학이 웹소설로 대체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움.

② 투명성의 확대
- 종이책 시장에 비해 웹소설 시장에서의 수익배분이 투명하다는 평가가 존재함. 과거, 소설
작가의 도장을 무단으로 찍거나 인지를 위조하는 등의 출판사의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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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제기되었음.32) 인터뷰 결과, 작가들은 플랫폼과 매니지먼트에서 보다 투명하게 수익에
대해 정산을 해 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음.
- 플랫폼과 매니지먼트가 별개의 회사인 경우, 플랫폼과 매니지먼트 사이의 수익 배분 비율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었고, 매달 정산 결과를 작가에게 알리지 않는 매니지먼
트도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익 배분 과정이 투명하다고
여겨짐.

32) 시사저널, 1991년 6월 6일자(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84
4) 참고. 대법원 판결에서 출판사가 인지를 위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유사한 문제
는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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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새로운 노무제공형태 실태와 특징
– 오프라인 노동 -

6장 새로운 노무제공형태 실태와 특징 – 전문서비스
1. 과외 강사(앱)
1) 조사 개요
(1)

과외 레슨 앱 산업의 개요
/

- 교육 통계에서는 초중고 교육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학원 및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함. 다만,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이며, 이 중 일반교과 및 예체능, 취미·교양 부문에서 개인과외와
그룹과외 사교육비 총액은 약 4조 6천 3백억 원 규모임. 과외 또는 레슨과 관련된 시장은
최근 ‘과외/레슨 앱’을 매개로 하여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이용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 앱
을 통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종류 또한 일반교과 과정 및 음악, 미술, 등 예체능, 논술
을 비롯하여 취업에 필요한 사무기술 등 각종 자격증, 그리고 취미, 교양과 관련된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이 조사에서는 기존의 교육기관이 특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교육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중개하는 방식에 따라 매칭형과 마켓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두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실
태조사를 진행함. 첫째, 매칭형은 학생들이 제안서 및 문제를 먼저 제시하면, 교육 서비스
제공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제안서를 확인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어떤 교육 서비스를
어느 방식으로 제공할지 제안서를 보내면 학생들이 제안서를 선택하는 방식이며, 플랫폼은
그 과정에서 제안서를 보내는 비용을 수수료로 수취함.
- 둘째, 마켓형은 교육 서비스 제공자들이 양식에 따라 프로필을 작성하여 공개하면, 플랫폼이
학생들이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필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학생들이 교육 서비스 제
공자를 선택하는 방식임. 이러한 마켓형에서 플랫폼은 첫 번째 수업료 전부 또는 일부를 수
수료로 수취함.

(2)

조사 방법

○ 면접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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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외/레슨앱은 서비스 제공자의 연락처가 알려질 경우, 회원간 직거래를 통해 플랫폼의 수수
료 취득이 줄어들 수 있어 직접 연락처를 확보하기가 어려움. 그러나 과외 서비스를 제공하
는 이들이 대학교 재학 중일 것으로 추정, 대학의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판
을 통해 면접자를 모집함. 결과 7명의 면접자를 섭외함.
- 이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따른 사례비 지급을 알림. 이에 동의
한 작가들과 면접 일정을 논의하여 면접을 진행함.

○ 면접 방법
- 면접방법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면접자의 위치와 선호에 따라 비대면 면접으로,
zoom 화상회의를 활용하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이뤄짐.

○ 면접자 인적 특성
- 총 7명 면접을 실시하였고 연령대는 20대 초중반이었으며, 여성 3명, 남성 4명이었음. 주업
으로 보는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부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4명은 초·중·고 교과 과
정에 대한 과외 수업을 진행하였고, 1명은 대학 입시와 관련한 지원대학 탐색, 자기 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의 컨설팅 수업, 2명은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취미, 승진 등을 위한 수
업을 진행하고 있음.

<표 6-1-1> 과외 면접자 인적 특성
ID

분야 장르

직무 경험

고용형태
전업/부업

노동이력
경력

플랫폼
활동
유형

연령대

성별

소득수준

가입
수수료

611

교과 과외

과외

부업

2년차

매칭형

20대
초반

여

월 30만

없음

612

대입 지원

과외

부업

3년차

마켓형

20대
초반

남

월 1천만*

없음

613

교과 과외

과외

부업

3년차

마켓형
매칭형

20대
초반

남

월 100만

없음

614

교과 과외

과외

부업

3년차

마켓형
매칭형

20대
초반

남

월 80만

없음

615

교과 과외

과외

부업

2년차

마켓형

20대
초반

여

월250만

없음

616

성인 레슨

과외
학원 강사

주업

3년차

매칭형

20대
중반

여

월 30만
(현재 0원)

없음

617

성인 레슨

과외
프리랜서

부업

3년차

마켓형

20대
중반

남

월 50만

없음

* 대입 지원의 경우 대입 시기 1개월에 집중되어 사실상 1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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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조사 결과 분석

산업 및 시장 환경 변화

(1)

-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 원이며,
이 중 일반교과 및 예체능, 취미·교양 부문에서 개인과외와 그룹과외 사교육비 총액은 약 4
조 6천 3백억 원 규모임.
- <표 6-1-3>의 주요 6개 플랫폼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살펴보
면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커넥츠 앱을 운영하는 ST Unitas나 크몽
의 경우에는 과외/레슨 앱을 통한 교육 서비스 중개 외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중개 및
제공하고 있어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해석에는 주의를 요함.

<표 6-1-2> 과외/레슨앱 주요 플랫폼 개요
플랫폼
운영자

업종

숨고
브레이브모바일(김로
빈 대표)

거래
방식

제공
범주
(레슨
관련)

프람피
아테나스랩
주식회사(임효원
대표)

탈잉
㈜탈잉(김윤환 대표)

마켓형
김과외
플레이스5(대표
김정현)

크몽
㈜크몽(박현호 대표)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교육컨텐츠 개발 및
교육관련 서비스 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2014년 12월 9일

2010년 3월 26일
(2019년 3월
커넥츠 베타 오픈)

2017년 12월 4일

2016년 11월 21일

2014년 7월 17일

2012년 3월 29일

약 29억
(2018년말기준)

약 2,917억
(2019년말기준)
‘매칭’
학업 고민 제출
>‘마스터’(교사) 제안
서 제출
>학생이 교사 선택

약 4억 5천
(2019년말기준)

약 44억 5천만
(2019년말기준)

약 75억 2천만
(2019년말기준)

요청서 제출
>전문가가 제안서 제
출/의뢰인 연락처
확인
>수락 후 의뢰인 리
뷰 받기

‘선생님’들이 프로필
/섬네일 공개
> ‘학생’들이 선생님
컨택

약 8억 1천만
(2019년말기준)
‘마켓’
‘선생님’들이 프로필
/섬네일 공개
> ‘학생’들이 선생님
컨택

외국어
스포츠/댄스
음악
실무교육
예술·요리
교과목

디자인
실무역량
뷰티
영상
외국어
음악
라이프스타일(사진/
핸드메이드/요리 등)
기타

설립일

매출액

매칭형
커넥츠 앱
에스티유니타스(윤성
혁, 이정진 대표)

견적서 제출
>‘고수’ 입찰
>고수 선택
>개별연락·상담

학업
연기/미술
스포츠/건강
댄스
외국어
악기, 국악
실무-컴퓨터/디자인
/마케팅
취업 준비
사진/영상
취미/생활
공예, 미술
음악
요리/조리
투자/부업
패션/뷰티

교과 – 유·초등/중
등·특목/대입·수능
대학생·취업
공무원·임용
어학·회화
직무·스타트업
전문직
자격증
라이프·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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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과목
고등 과목
자소서
면접
논술
외국어
자격증
드로잉
아이돌보기
프로그래밍
엑셀
보컬, 악기
연기
PT
영상편집

‘선생님’들이 프로필
/섬네일 공개
> ‘학생’들이 선생님
컨택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그래픽디자인
유튜브, 영상 사진
외국어
마케팅
프레젠테이션
취미, 라이프
기타

<표 6-1-3> 과외/레슨앱 주요 플랫폼별 매출액/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천원)
결산년도

숨고

*ST Unitas
(커넥츠)

아테나스랩
(프람피)

탈잉

플레이스5
(김과외)

크몽

매출액
291,694,933
450,290
4,451,798
812,117
7,519,306
당기순이익
-33,988,323
-71,482
-1,958,652
-20,523
-4,779,093
매출액
2,942,824
242,402,467
166,059
999,493
265,831
5,578,967
2018
당기순이익
-1,705,197
-86,287,767
-113,250
-103,716
-5,020
-3,988,859
매출액
916,233
261,060,523
0
132,302
359,091
1,123,662
2017
당기순이익
-936,850
-15,442,909
-8
-179,522
-166,626
-43,088
매출액
185,836
222,343,840
2,314
179,065
553,777
2016
당기순이익
-295,857
-1,969,710
-16,235
-5,178
-462,877
매출액
17,050
119,619,253
72,282
882,590
2015
당기순이익
-116,802
-10,710,450
-3,126
7,615
* 커넥츠 외 더 프린스턴 리뷰( The Princeton Review), 대구 한국 공무원 학원(2016년 3월), 인터넷 서점 리브로(2016년 4월), 뷰티르샤
(MBC아카데미 뷰티스쿨, 스누티브러쉬, 2015년 10월), 공단기 부산학원(2015년 7월), 스카이에듀(2014년 10월) 등 인수
2019

(2)

계약방식 및 노동조건

(가) 계약 형태

- 실제 서비스의 제공자와 서비스의 소비자는 선생-학생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자
와 그 매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플랫폼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따라서
여기서의 계약 형태는 선생-플랫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를 지칭하고 있음.
- 계약서는 없고,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회원이 됨으로써 플랫폼을 통한 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플랫폼을 사용하는 회원 또는 고객의
하나로 교육 서비스 제공자를 정의하고 있음.

[그림 6-1-1] 과외/레슨앱 이용약관 중 교육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부분
“...3. 회원: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회원은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고객과 고수 회원으로 나누어집니다...”
“...5. 고수 회원: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
받아 고객에게 견적을 보낼 수 있고 숨고 캐시를 구매하는 등 고객을 찾기 위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 숨고 이용약관 중 일부 발췌
“...나. 튜터: 수강생을 구하기 위해 당사의 약관에 동의하고 튜터 양식에 따라 등록한 자....”
“...라. 회원: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회원은 가입 형태에 따라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으
로, 서비스 이용목적에 따라 수강생과 튜터로 각 구분되며 상호 간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과 튜터 모
두에게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 탈잉 이용약관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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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 내용
- 일반적인 이용약관과 비슷함. 실명 가입을 요구하고, 회사나 다른 이들의 권리, 명예,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플랫폼이 회원 가입 등의 해지를 할 권한을 가짐.
- 중개 서비스임을 강조하며, 교육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인함.
- 서비스 제공의 장소, 방식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일부 플랫폼의 경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공인 자격증 및 학력, 경력 등에 대해 인증에 대
한 책임을 지고 이를 게시하기도 함.
[그림 6-1-2] 과외/레슨앱 이용약관 중 자격 인증 관련 항목
“... 가. 당사는 수강생과 튜터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수업을 신청, 협의,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한 정보와 방식으로 중개업무
를 하고 있습니다. 탈잉은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한 사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력 인증, 신분증 인증, 경력 인증에 대해 정확히
인증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서비스 내에 표시합니다. 이에 대한 허위 정보 보증은 탈잉에게 책임이 있으며 탈잉의 허위 신분증과 자격증을 보증한
경우 탈잉의 귀책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국가공인 자격증과 같이 명확한 시기와 보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인성, 업무 경험 등과 같은 정성적
인 부분에 대한 정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인 피해 및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나. 당사는 수강생과 튜터의 수업방식, 결제방식, 환불 규정들은 탈잉의 각 약관 규정들을 따르나, 상호간의 협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이 면
칙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과 다르게 수업을 진행한다는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책임
은 당사자들이 지며, 당사는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 탈잉 서비스 이용약관 중 일부 발췌

[그림 6-1-3] 과외/레슨앱 이용약관 중 중개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면책 조항
“...가.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의 상호간의 거래를 위한 온라인 거래장소(marketplace)를 제공할 뿐이므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고자 하
는 회원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어떠한 행위도 전문가 또는 의뢰인을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나. 회사는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간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품질의 품질, 완
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5) 전문가의 보유 기술, 자격, 그리고 인증 마크는 전문가가 작성 및 전달한 자료를 기반으로 부여되므로 100%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크몽 서비스 이용약관 중 일부 발췌
“...제19조(대리행위 및 보증의 부인)
① 회사는 회원과 판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유료서비스(이하 “중개형 유료서비스”라 한다)에서는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관리·제공할 뿐이며,
회원 및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과 판매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이에 따라 회원 또는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및 판매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원에게 직접 판매한 경우에는 회사가 판매책임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중개형 유료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회원과 판매자 간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 존부 및 진정성, 거래 대상의 품질, 완
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 또는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 및 그 정보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
하지 않습니다...”
- 커넥츠 서비스 이용약관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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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을 통해 예상한 금전적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거나,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림 6-1-4] 과외/레슨앱 이용약관 중 기대수익에 대한 보증 없음 명시 예시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을 통해 예상했던 금전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거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해 손해
를 보게 되더라도 이에 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숨고 서비스 이용약관 중 일부 발췌

(다) 노무제공 형태

○ 노무제공형태 비교
-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는 사교육비의 범위로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 사적 필요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공공누리, 2019), 참여 유형을 개인/그룹 과외, 학원 수강, 방문 학습지, 유료인터넷 및 통
신강좌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개인/그룹 과외의 일부가 본 연구에 포함됨. [그림
6-1-5]는 특정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기관과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형태를 비교하고 있
음.
- 과거 개인/그룹 과외는 교육 서비스 제공자들이 직접 과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 근처에 광고를 하거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변에
과외 서비스 수요를 찾아다님으로써 거래가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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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과외/레슨앱 노무제공 형태 비교

- 여전히 중개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과외/레슨 수업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에서는 중개 서비스를 통한 노무제공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매칭’ 형태와 ‘마켓’ 형태로 구분됨.

○ 매칭 형태
- 숨고, 커넥츠 앱, 프람피 등의 플랫폼에서는 이른바 매칭 형태의 거래를 중개하고 있음. 매
칭 형태란 학생이 먼저 원하는 수업에 대해 질문하거나 요청서 또는 고민을 작성하면, 플랫
폼은 관련된 선생에게 배포하고, 선생은 이를 검토하여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제안서 또는 견적서를 발송함. 학생은 견적서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여 매칭이
이뤄지는 방식임.

- 139 -

[그림 6-1-6] 과외/레슨앱 요청서 예시1

[그림 6-1-7] 과외/레슨앱 요청서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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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서가 선생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음. 다만,
특정 매칭형에서는 제한된 숫자의 제안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 사람의 요청서에
대해 제한된 숫자(예를 들어 10개)만 제안서를 보낼 수 있음. 따라서 요청서 알람에 즉시
제안서를 보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큼.

[그림 6-1-8] 과외/레슨앱 이용약관 중 노무제공형태 관련 항목
“...1. 고수회원은 고객이 작성한 요청서를 열람하고, 고객에게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견적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고
객이 작성한 요청서의 유효기간은 48시간이며, 해당 시간 내에 견적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2. 견적 발송은 유료이며, 고수 회원은 회사가 제시하는 견적 발송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고 견적 발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
다. 견적 발송에 대한 대금은 숨고 캐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견적 발송 서비스 대금은 고수 회원과 고객 간 원활하고 정확한 매칭을 위하여 서비스의 종류, 지역, 고객의 요청서 밀집도 등
제반조건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회사는 고수 회원이 각 견적을 발송하기 전에 지불하여야 하는 대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견적을 발송함으로써 고수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 숨고 이용약관 중 일부 발췌

- 서비스 제공자는 플랫폼이 제안하는 방식과 비용으로 제안서를 보내야 함. 제안서 발송 비용
은 플랫폼에서 결정하는데, 내용과 지역, 밀집도 등을 고려한다고 공지하고 있음. 그러나 정
확한 내용에 대한 판단 기준, 명확한 밀집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 이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교육 서비스 이용자와 교육서비스 제공자의 거래가격이 변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하는 플랫폼에 교육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비용이 증가
하는 것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제안서 발송 비용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기술 도입에 따른
플랫폼의 서비스 비용 증가를 가정하더라도 그 비용을 교육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은
독특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숨고에서는 지불을 위해 숨고 캐시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람피에서는 프람이라는 화
폐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마켓 형태
- 탈잉, 김과외, 크몽 등의 플랫폼은 이른바 마켓 형태라고 하는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알고
리즘(수업 내용/시간/장소와 관심사)에 따라 교육 서비스 제공자가 작성한 프로필이 노출됨.
- 선생은 자신의 교육 서비스가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프로필, 섬네일 등을 작성해야 하고, 수
업의 내용, 커리큘럼, 가격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이러한 정보들은 교육 서비스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
도록 하는 시장의 제도화에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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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의 등급, 평가에 따른 노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존재함. 김과외 앱의 경우 ‘인증’ 등의
등급을 받은 선생님들을 그렇지 않은 등급의 선생님들에 비해 잘 노출되도록 하거나, 현재
사이트나 앱에 접속한 이들을 상위등급으로 노출 시키기도 함. 그러나 특정 등급을 받는 것
이 크게 어렵지 않고, 구매자가 ‘랭킹’, ‘등급’, ‘지역’, ‘과목’ 등의 여러 조건으로 검색 가능하
도록 만들어져 있어,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특정 선생님을 노출 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그림 6-1-9] 과외/레슨앱 견적서/제안서 비용 차이 예시
“...[숨고 캐시] 필요한 숨고캐시 금액이 왜 다른가요?
견적을 발송하기 위해, 고객과 상담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숨고캐시(견적발송 비용, 고객상담 비용)는 원활하고 정확한 매칭을 위
하여 서비스의 종류, 지역, 요청자의 밀집도 등의 조건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서비스 요청서라도 요청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따라 필요한 숨고캐시 금액이 다릅니다.
독일한 지역에서 발생한 요청서라도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숨고캐시 금액이 다릅니다. ...”
- 숨고 홈페이지(https://help.soomgo.com/hc/ko/articles/360045385831)
“ ... 요청서마다 왜 가격이 다른가요?
프람피에서의 요청서별 가격 책정은 임의적인 설정이 아닌, 분야와 지역별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적정 프람 수가 자동으로 결정
됩니다. 서비스 내 상황에 따라 요청서별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며 적정한 가격수준을 자동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가격은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1. 적정한 경쟁률을 유지하여 과도한 경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부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요청서가 들어오자마자 빠른 속도로 제안이 이루어지면서 제안을 못보내거나 높은 경쟁을 경험해야 하
는 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수요/공급에 맞춰 가격이 조정되면서 전문가분들간의 과도한 경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경쟁
률이 유지될 수 있다면 전문가분들의 고용 확률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2. 수요에 따라 요청서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프람피의 제안서 발송 비용의 상당한 부분이 의뢰인의 요청서를 가져오기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
요? 요청서별 가격은 광고비 지출에도 반영됩니다. 전문가분들의 수요 상황을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서비스 분야별 마케팅 비
용이 조절합니다. 그럼 이전보다 적정한 비용으로 전문가분들이 의뢰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3. 합리적인 제안 비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제안상황에 따라 요청서별 필요 프람수가 변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부들에게 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제안당 필요한
프람수를 보여드립니다. ...”
- 프람피 홈페이지(https://www.notion.so/c2fb84d562bc473aa324588d071bfc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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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0] 과외/레슨앱 마켓형태 프로필/섬네일 예시

[그림 6-1-11] 과외/레슨앱 마켓형태 노출 형태

(다)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

- 수업 가격의 결정은 온전히 교육 서비스 제공자의 의사에 따름.
- 플랫폼에 따라 성사된 과외/레슨의 평균적 시간당 가격을 안내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가격에
맞출지의 결정은 전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하고 있음.
- 수입의 크기는 조사가 필요함. 다만, 플랫폼은 서비스 이용을 통해 예상했던 금전적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거나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기도 함.
(그림 6-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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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플랫폼 이용 수수료
-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에서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교육 서비스를 원하는 이
들을 연결시켜주는 대신, 교육 서비스 제공자는 플랫폼에 대해 수수료를 제공하는데, 그 수
수료를 제공하는 방식은 플랫폼에 따라 매칭형과 마켓형이 다름.
- 매칭형은 플랫폼이 정한 규칙(알고리즘)에 따라 학생과 그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시키는 방식을 지칭함. 예를 들어 학생이 고등학교 교과 과
목 과외를 원할 때, 방문 가능한 요일, 시간, 장소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교육 서비스 제공
자로 등록한 이들 가운데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이들에게 학생의 ‘요청서’를 발송하고
있음.

○ 매칭 형태
- 견적서 발송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화폐(e.g. 캐시, 프람 등)로 결제해야 함.
- 견적서 발송에 필요한 화폐의 크기는 지역,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 견적서 발송 비용은 견적서를 읽지 않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으나,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해
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견적서/제안서뿐만 아니라 고객 상담시 고객 상담 비용이 발생함(숨고). 견적서 발생 후 열
리는 채팅방을 통해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 서비스 제공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임. 이러한 고객 상담시 사용한 비용은 보상 처리가 되지 않음.
- 안전거래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숨고의 경우 총 서비스 금액의 2.5%로 고수가 아닌 고객
이 부담하는데, 이는 결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라고 함.

○ 마켓 형태
- 다회차의 경우 첫 1시간 수업료, 하루의 경우 전체 수업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불함.
- 일부 플랫폼에서는 가입비가 존재하지만, 가입비가 없는 수수료 방식 플랫폼의 성장으로 현
재 가입비가 있는 과외/레슨 중개 사업은 소수인 것으로 보임.

[그림 6-1-12] 과외/레슨앱 마켓 형태 이용 수수료 관련 이용약관 및 게시글
“... 연결 수수료가 있나요?
원데이수업인 경우 전체수업료의 20%가 연결수수료 입니다. 2회사 이상의 수업인 경우 첫 수업의 1시간 수렵료가 연결수수료 입
니다.”
- 탈잉 홈페이지 FAQ(https://taling.me/Support/FAQ)
“... 제11조(선생님회원의 중개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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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생님회원은 앱 등을 통하여 학생회원과 개인과외교습 계약을 체결한 후 학생회원으로부터 수령한 최초 교숩비(1개월의 교습기
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교습비를 의미합니다) 중 25%(부가세 포함)를 중개수수료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앱 등을 통하여 개인과외교습 계약을 채결하였다고 간주합니다.
1. 선생님회원이 앱 등을 통하여 검색한 학생회원과 개인과외교습을 진행하는 경우
2. 선생님회원이 앱 등을 통하여 학생회원으로부터 개인과외교습 문의를 받은 후, 개인과외교습을 진행하는 경우
③ 회사는 선생님회원으로부터 본 조의 중개수수료 및 제12조 제2항의 결제에 따른 결제수수료를 지급받는 이외에 어떤한 명목으로
도 금원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 김과외 이용약관 중 일부 발췌

<표 6-1-4> 과외/레슨앱 플랫폼 수수료 비교*
매칭형

플랫폼
수수료
수취
방식

마켓형

숨고

커넥츠 앱

프람피

탈잉

김과외

크몽

‘리드 제너레이션’
교육 서비스 제공
자가 견적서를 발
송하는 대가
플랫폼에 캐시 충
전 후 차감.
제안서를 읽지 않
은 경우 사용된
캐시가 반환

제안서 보낼 때마
다 충전된 코인이
소모됨
1코인은 약 1500
원
제안서를 많이 받
은 학생에게 제안
서 비용이 증가함

제안서 발송에 따
른 결제
‘프람’당 340원이
며 의뢰인에 따른
프람이 다름.
건당 27프람 정도
(9180원 가량)*

거래 성사 후 수
수료
하루 수업 20%
2회 이상 수업 수
수료는 첫 수업의
1시간에 해당***

거래 성사 후 수
수료
첫 달 과외비의
25%
과외 신청 메시지
는 무료이나, 등
급에 따른 건수가
제한됨

거래 성사 후 수
수료
50만원
이하
20%
200만원 이하
12%
200만원 이상
6% (확인중)

* 2020년 8월 기준
** 동아 비즈니스 리뷰, 301호, 2020년 5월(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2/article_no/9598/ac/m_best)
*** 블로그 자료, 2020년 4월 9일 작성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cr0405&logNo=221898943157&proxyReferer=https:%2F%2Fm.search.daum
.net%2Fsearch%3FDA%3DYZR%26DN%3DIPDA%26enc_all%3Dutf8%26f%3Diphoneapp%26nil_app%3Ddaumapp%26nil_
profile%3Dbtn%26q%3D%25EA%25B3%25BC%25EC%2599%25B8%2520%25ED%2594%258C%25EB%259E%25AB%25
ED%258F%25BC%26w%3Dtot

(3)

작업조건 및 노동과정

(가) 일의 시간과 장소

- 일의 시간과 장소는 전적으로 학생과 교육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협상에 의존하고 있음. 과
외/레슨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로, 원하는 교육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가능한 내용을 공개하
거나 알고리즘을 통해 매칭시켜 줌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
음.
- 대부분의 면접자가 부업으로 과외/레슨 앱을 이용하고 있어, 소위 ‘전문 과외 선생님’들의 일
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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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 도구

- 제공하는 과외/레슨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름. 교과 과외의 경우 필요한 참고서가 있을 때
그 비용을 학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면 수업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비 등은
따로 비용으로 정해두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 플랫폼이 교육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작업 도구는 전무함.

(4)

직업선택과 일감 이력 경력
,

○ 직업의 선택
- 과외/레슨 앱은 전문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과는 달리, 부업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 능력을 여유 시간에 제공하는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 교과 과목의 경우 대학생들이 주로 중·고등학교 교과 과목에 대해 과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음악과 같은 레슨은 주로 음악 전공을 한 대학생이나 졸업생들이 학원의 강사로 일하거나
과외/레슨 앱을 통해 일거리를 구하는 것으로 보임. 인터뷰에 따르면, 지역에 기반한 전공자
들의 숫자가 많지 않고, 소위 ‘업계’가 좁아 과거에는 이른바 ‘선배’들이 운영하는 학원을 중
심으로 과외/레슨 일자리를 많이 구했다고 함. 그러나 과외/레슨 플랫폼으로 인해 보다 다
양한 방식으로 과외/레슨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감
- 매칭형과 마켓형에 따라 일감을 구하는 방식이 다름.
- 매칭형의 경우 학생의 요청서가 도착할 경우, 자신이 보낼 수 있는 제안서와, 요청서를 보낸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제안서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빠른 시간 안
에 의사결정을 하여 제안서를 보내야 함.
- 마켓형의 경우 보다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 플랫폼이 제공하는 ‘뱃지’, 또는 ‘등급’을 받기 위
해 학생들의 질문에 응답을 하거나,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함.
- 인터뷰 결과, 두 방식 모두 일감을 찾고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체감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평균적으로 1-2개월 이내에 거래가 성사되는 편으로 보이나,
이는 체계적인 조사 결과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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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훈련과 안전망

○ 교육 훈련
- 교육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업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일반 교육과정을 통해 획득한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거나, 민간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 추가적인 교육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 않았음.

○ 사회적 안전망
- 전반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의 존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필
요성에 대해서도 크게 실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6)

종속성 자율성
,

(가) 경제 종속성

- 플랫폼에 대한 전속성이 없으며, 자유롭게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제3자의 고용도 자율적이며, 이에 관해 플랫폼이 관여하지 않음.
- 재정적 위험을 스스로 부담함. 교육 서비스 제공 장비 등을 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교과서,
기자재, 또는 교통비 등의 비용은 학생-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계약에서 협의로 정해지고 있
음.
- 플랫폼을 일감을 구할 때에만 1회성으로 이용하고, 앱을 삭제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
은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매칭형과 마켓형을 따지지 않고 둘 다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할 수 있다고 함.
- 플랫폼에서는 거래의 이행 및 AS, 환불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적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적절한 거래를 위한 조치로, 중개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인
것으로 여겨짐.

(나) 사용 종속성

-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없음. 다만, 일부 플랫폼의 경우 학생증이나 자격
증 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둠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질적 관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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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도 발견할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플랫폼은 학생증이나 자격증을 검증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업로드하거
나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음을 이
용 약관에 명시하고 있음.
- 그 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신원 정보, 판매 서비스, A/S 또는 환불 처리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용 약관에 명시하
고 있음. 이는 구체적인 작업 사항에 대한 지시라기보다 원활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규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그림 6-1-13] 과외/레슨앱 교육 서비스 제공자의 종속성 관련
가. 전문가는 관계법령과 해당 서비스 약관, 회사가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미리 공지하는 개별약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원정보의
제공, 판매 서비스의 등록, 거래 진행 과정의 관리, 의뢰인에 대한 거래 이행, 작업물 발송, A/S 또는 환불 등의 사후처리를 수행하여
야 합니다. 각호의 행위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문가에게 귀속됩니다.
나. 판매 등록을 위해 제공한 신원정보의 명의자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는 동일해야 합니다. 하도급 행위 등 본 조항에 따
른 권리·의무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회사는 내붑 규정에 따
라 조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문가에게 귀속됩니다.
다. 전문가는 작업 금액·방식·내용 등 작업조건에 대하여 서비스 페이지에 사실만을 기재하고, 예외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의뢰인 회원
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 전문가가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의 작업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 및 위임해야 하는 작업의 경우, 회삭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페이지에 명시하며 추가로 의뢰인과 사
전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서비스에 명시된 작업 일을 초과하는 경우, 작업소요일에 대한 사전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2차 발송일에 대해 사전 안내를 진행해
야 합니다.
- 크몽 이용약관 중
1. 고수 회원은 용역의 제공, 계약내용의 변경, 용역 대금 결제 및 환불 등 용역 제공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하며, 이를 신의성
실 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합니다.
2. 고수 회원이 작성한 견적, 프로필 등에 허위 또는 과장, 기재누락, 오기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
든 법적문제에 대하여는 고수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고수 회원은 해당 견적 및 제공 용역에 대한 진실성과 적법성에 대해
보증합니다.
3. 고수 회원은 작성한 견적, 용역의 내용, 용역 제공 시기 등 내용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갱신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
다.
4. 고수 회원은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다른 점에 대해 보증하며 불법적이거나 본 이용약관을 위반
하는 내용으로 견적 및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송부할 수 없습니다.
5. 고수 회원은 견적을 수령한 고객과의 숨고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메시지 기능이나 전화 등 별도의 연결수단을 통하여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견적 발송 이후 고수 회원과 고객 간에 발생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 숨고 이용약관 중
제11조(튜터의 의무)
가. 튜터는 이 약관과 회사가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미리 공지하는 개별약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원정보의 제공, 수업의 등록, 거
래진행 과정의 관리, 수강생에 대한 수업이행, 또는 환불 등의 사후처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회사 및 튜터는 수강생의 행위가 허위 또는 불법 결제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한 거래관계의 확정 또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겨웅,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튜터가 예상치 못한 수업불능 등으로 정상적 거래이행이
곤란하여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강생에 대한 통지, 환급(에 필요한 조치)등 관계법령이 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마. 튜터의 등록은 튜터 등록 서비스 화면상의 등록 양식에 따라야 하며, 수업등록양식에 어긋난 등록이나 허위등록의 경우에는 해당
수업을 삭제, 취소하거나 중개를 하지 않을 수 잉ㅅ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튜터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탈잉 이용약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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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종속성

- 과외/레슨 앱은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개사업에 있어서 서비
스 생산자의 교육 서비스의 내용과 수행 방식은 회사가 소유하고 관리해야 하는 핵심 사업
부문으로 보기 어려움.

(라) 기술 종속성

- 플랫폼이 제공하는 일정 형태의 양식에 따라 프로필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교육 서비스라
는 상품의 교환과정에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거래가 이
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교육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 과외/레슨의 종류, 그리고 가격
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원하는 시
간, 장소, 과목과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매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능을 함.
- 질적 관리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등급’을 플랫폼이 정하고 있음. 이러한 등급에는 서비스
의 수행 실적, 메시지에 대한 응답률, 작업일에 대한 준수율 등이 반영되고 있으나, 구체적
인 반영 기준이나 비율에 대해서는 공지하고 있지 않음. 다만, 일부 플랫폼(예:김과외)에서는
연계된 질문/답변 게시판의 응답을 포인트로 계산하여 미리 공지된 일정 포인트를 쌓는 경
우 그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그림 6-1-14] 과외/레슨앱 이용약관 중 평가제도 관련 항목
“...마. 구매 후기는 서비스 또는 상품을 구매한 의뢰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매 후기의 저작권은 구매 후
기를 작성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원이 작성한 구매 후기를 게시, 전달, 공유 목적으로 크몽 서비스와 관련된 목적 범
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구매 후기를 사용 목적에 따라 본질적인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구매 후기에 대해 삭제, 블라인드 등의 조치를 요
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 후기를 삭제한 후 해당 거래에 대한 구매 후기는 다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전문
가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매 후기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바. 구매 후기 작성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래 만족도 평가는 전적으로 평가 당사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회사는 내용의 사실
여부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작성한 구매 후기가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제3
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해당 구매 후기를 등록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
- 크몽 이용약관 중

(7)

부당대우 및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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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대우
- 교육 서비스 제공자들은 전반적으로 중개업체로서의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수수료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생각하는 응답들이 있었음. 마켓형의 경우 1개월로 끝나는 경
우 전체 수익의 20~25%가 수수료가 되며, 매칭형의 경우 제안서를 보낸다고 해서 채택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제안서를 보낼 때마다 비용이 소모되어 채택되지 않은 제안서에 대
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 때문에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음.

○ 성희롱, 폭언
- 인터뷰 결과, 교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공개되어 있는데 비
해,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함. 학생들 가운데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여성 교육 서비스 제공자를 특정 장소로
부르는 사례가 있었음.
- 학생들 중 부정적인 리뷰를 쓰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음. 이 사례에 대
해 플랫폼은 해당 학생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재가입이 쉬운 플랫폼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유효한 수단이 부족함.

(7)

이해대변 및 정책과제

○ 이해대변 기구
- 인터뷰 결과, 이해대변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는 편이나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 대부분 부업으로, 과외/레슨 앱을 통해 획득하는 수입의 양이 크지 않고, 학생이
나 학부모와의 관계가 지속적이지 않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더 크
게 느끼고 있음.

○ 정책과제
- 중개 서비스의 활성화와 보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 검색, 노출, 요청서 배분 알고리즘을 공개
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여러 플랫폼의 교육 서비스 제공
자 등급 산정 기준과 매칭 알고리즘이 명확하지 않음.
- 과외/레슨 시장의 특성상 직접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의 본인 확인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음. 교육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
록 하거나, 학생 회원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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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함의
(1)

요약

○ 노무 제공 형태
- 과외/레슨앱을 통한 교육 서비스의 제공은 플랫폼의 수수료 수취 방식에 따라 매칭형과 마
켓형으로 구분됨. 매칭형은 플랫폼이 만든 알고리즘을 통해 학생이 원하는 과외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서를 보내고, 이러한 요청서를 받은 교육 서비스 제공
자가 플랫폼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제안서를 보내면, 학생들이 제안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임.
- 마켓형은 G마켓, 옥션, 11번가와 같이 일반적인 물품 거래 중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교육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프로필을 작성하면, 이
를 학생들이 검색하여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는 방식임.
- 그 과정에서 플랫폼은 프로필에 작성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 – 시간당 요금, 서비스의 내
용, 환불 및 A/S 방식 등 –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서비스 성사율, 응답률 등을 고려하여 교
육 서비스 제공자의 등급을 설정, 공개하고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학생들이 교육 서비스 제공
자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춤.
- 이러한 형태에서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검색 알고리즘이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않다는 데에서 기인함. 매칭형의 경우 교육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에게 전달된 요청서가 어
떤 기준에 의해 전달된 것인지,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더 적은 수의 요청서가 전달된 것인
지 알 수 없음. 이와 더불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제안서를 보내는 비용이 증가하는데, 그
기준 또한 교육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되지 않음.
- 마켓형은 어떤 기준으로 사이트 또는 앱의 상단에 프로필이 노출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 교육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음. 최근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
혹33),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책정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플랫폼
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익을 플랫폼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음.

○ 포스트 코로나
- 온라인/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으나, 대면 수업
을 필요로 하는 과외/레슨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상당한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 특히 예체
능이나 취미 영역에서 그 여파는 큰 것으로 예상됨.

33) 한겨레, 2020년 10월 6일자(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645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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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의 전망
- 초중고 교과과정에 대한 수요도 존재하지만, 취업, 승진 등을 위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산업 등 새로운 일자리의 증가와 그 일자리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기술을
가르치고 학습할 수 있는 민간 교육산업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부나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사교육 시장의 일부로서, 특히 자
격조건의 검증이 어려운 과외/레슨 앱을 통한 교육 서비스 거래 시장은 불확실성과 위험으
로 인해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 이는 국가/정부 공인 자격증이 아닌 다양한 민
간 자격증의 존재로 인해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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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스널 트레이너
1) 조사 개요
(1)

퍼스널 트레이닝 산업 소개

○ 웰빙 열풍이 불고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와 건강에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 뷰티산업 규모가 날로
커져가고 있음. 뷰티 산업은 화장품, 성형, 운동 등이 포함되는데 운동 중에서 최근 소비자들이
집중되고 있는 곳은 요가, 필라테스, 퍼스널 트레이닝 등임. 그 이유는 이 운동들이 대표적으로
몸매를 가꾸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임.

○ 퍼스널 트레이닝이란, 헬스장, 피티샵(PT샵) 등에서 고객(회원)에게 1:1 맞춤심 운동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식단관리를 지도하는 것을 말함. 운동 기구의 올바른 사용법, 효과적인 운동법을
알려주고 균형 잡힌 식습관 관리를 통해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퍼스널 트레이닝 시장은 연 1조 5000억원 규모에 달하고 퍼스널 트레이너가 2019년 기준, 2
만 5000명에 육박함.34) 퍼스널 트레이너의 노동과정과 노동조건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프리
랜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의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밝히고자 함. 그럼
으로써 2만 5000명에 달하는 퍼스널 트레이너에 대한 고용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대책 마
련을 촉구함.

(2)

사례선택 이유

(가) 산업 확대에 비한 적은 연구

○ 사람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육체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비롯한 운동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퍼스널 트레이닝은 근력 강화, 식단 조절과 유산소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을 포함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육체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운동임.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닝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트레이너에 대한 본격
적인 연구는 부재함.

34) https://www.ajunews.com/view/2019 07 132339 1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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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쟁 격화에 따른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열악화

○ 퍼스널 트레이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퍼스널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헬스장(또는 헬스
클럽)과 PT샵이 늘어남. 이들 사이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현재 경쟁적으로 퍼스널 트레이
닝 가격을 내리고 있음. 이는 고스란히 인건비 압박으로 이어져 퍼스널 트레이너의 고용조건이
악화되기에 이름. 어떻게 퍼스널 트레이너의 고용조건이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할 필
요성이 생김.

(다) 위장된 프리랜서에 대한 진단

○ 퍼스널 트레이너는 헬스장 및 PT샵에서 프리랜서 신분으로 도급 또는 위탁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화됨. 그런데 최근 법원은 퍼스널 트레이너는 노동자로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퇴직금
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법원은 비록 퍼스널 트레이너가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
도 업무 지시를 받고 헬스장의 내부규정을 따르며, 가격이 정해진 퍼스널 트레이닝을 분배받는
다는 점에서 노동자성이 인정받는다고 판단했음.35) 그러므로 퍼스널 트레이너가 위장된 프리
랜서로서 노동자성을 가지는지 연구해야 함.

(3)

퍼스널 트레이너 조사 방법

(가) 면접자 모집 방법

○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5명의 퍼스널 트레이너를 섭외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
타, 페이스북 등), 블로그 등에 면접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고 총 5명의 트레이너가 연구자에
게 연락을 함. 그 중 1명은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자세히 듣고 면접을 포기하여, 총 4명의 트
레이너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함. 1명의 퍼스널 트레이너는 연구자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
음.

○ 연구의 취지와 목적(프리랜서의 근로조건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향 모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비 지급에 대해서도 알림. 연구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트레이너들과 추후 면접 장소 및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 논의함.

35)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30/102704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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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 방법

○ 면접자가 대면면접과 비대면 면접 중에서 선택하도록 함. 4명의 면접자는 비대면 면접을 선호
하여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메신저에 내장된 통화 기능을 사용하여 면접을 진행함. 1명의 면
접자는 대면 면접을 선호했기 때문에, 그가 선호하는 장소와 시간에 연구자와 만나 면접을 진
행함. 면접자의 직장 근처 카페에서 연구자와 면접을 진행함.

○ 연구자는 면접 질문지를 미리 면접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질문
에 대한 응답을 준비할 여유를 가지도록 함. 면접 질문지는 본 연구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질문지를 퍼스널 트레이너의 특수한 근로조건과 상황에 맞추어서 연구자가 수정함.
면접을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퍼스널 트레이너의 상황에 맞게 질문지를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음.

○ 면접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진행되었고, 면접의 내용은 면접자의 동의를 구하고 연
구자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녹음하였음.

(다) 면접자들의 인적 특성

○ 헬스장 및 피티샵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퍼스널 트레이너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헬스
장 및 피티샵과 근로계약을 맺고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면접자 특징은 <표 6-2-1>과 같음.

<표 6-2-1> 퍼스널 트레이너 면접자 인적 특성
ID

직무 경험

고용형태
전업/부업

노동이력
경력

근무지

연령대

성별

소득
수준

가입
수수료

621

비전공

프리랜서
전업

2년

헬스장

20대
후반

남

월 400

없음

622

비전공

프리랜서
전업

1년 반

헬스장

20대
중반

남

월 300

없음

623

비전공

프리랜서
전업

5년

피티샵

20대
후반

남

월
300~500

없음

- 155 -

ID

직무 경험

고용형태
전업/부업

노동이력
경력

근무지

연령대

성별

소득
수준

가입
수수료

624

비전공

프리랜서
전업

4년

피티샵

20대
후반

여

월 300

없음

625

비전공

프리랜서
전업

1년

피티샵

20대
후반

남

월 250

없음

2) 사례조사 결과 분석
(1)

산업 및 시장 환경 변화

(가) 퍼스널 트레이닝 산업 및 종사자의 규모

○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2019년 스포츠산업실태조사 보고서』는 전반적인 스포츠산업 실태에
대해서 보여줌. 퍼스널 트레이닝은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중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안에 포함
됨. <표6-2-2>는 세세분류별 사업체수 현황을 보여줌. 표에 따르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은
2018년에 9,521개 있으며 스포츠시설업 중에서 23%를 차지함. 이는 당구장 운영업 이후 2번
째로 높은 비중임. 2017년 대비에서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사업장 수는 증가함.

<표 6-2-2> 스포츠산업 세세분류별 사업체수 현황
(단위: 개)
구분
경기장 운영업

스포츠
시설업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수상스포츠
시설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포츠무도장 운영업
체육공원 운영업
기원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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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업체수
93
101
17
883
8,381
365
670
13,565
7,391
190
44
860
450
16
840
703

비중
0.2
0.2
0.0
2.3
21.8
0.9
1.7
35.3
19.2
0.5
0.1
2.2
1.2
0.0
2.2
1.8

2018
사업체수
99
95
15
890
9,521
394
761
14,154
7,635
189
43
832
433
16
892
574

비중
0.2
0.2
0.0
2.1
23.0
1.0
1.8
34.2
18.4
0.4
0.1
2.0
1.0
0.0
2.1
1.4

2017
사업체수
비중

구분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스포츠 건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스포츠시설 건설업
스포츠 토목시설업 건설업
전체

2018
사업체수
비중

2,969

7.7

3,619

8.7

677
148
38,363

1.8
0.3
100

688
573
41,423

1.7
1.4
100

출처: 2019년 스포츠산업실태조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 <표 6-2-3>는 스포츠 세세분류별 매출액 현황을 보여줌. 표에 따르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은
2018년에 매출액이 1조 9380억 원이었으며, 스포츠시설업 중에서 9.8%를 차지함. 골프장, 경
주장, 골프연습장에 이어서 높은 순위였음. 2017년 대비 매출액과 전체 매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6-2-3> 스포츠산업 세세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십억원)
2017

구분
경기장 운영업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스포츠
시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수상스포츠
시설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스포츠 건설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포츠무도장 운영업
체육공원 운영업
기원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스포츠시설 건설업
스포츠 토목시설업 건설업
전체

2018

매출액
200
206
3,482
984
1,428
239
158
730
1,618
10
149
30
5,169
861
46
66

비중
1.1
1.2
19.8
5.6
8.1
1.4
0.9
4.2
9.2
0.0
0.8
0.2
29.5
4.9
0.2
0.4

매출액
229
300
3,225
1,236
1,938
374
231
1,001
2,005
12
138
37
5,419
1,038
60
93

비중
1.1
1.5
16.2
6.2
9.8
1.9
1.2
5.0
10.1
0.0
0.7
0.2
27.3
5.2
0.3
0.4

306

1.7

478

2.4

1,248
613
17,543

7.1
3.5
100

1,287
747
19,848

6.5
3.8
100

출처: 2019년 스포츠산업실태조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 <표 6-2-4>는 스포츠 세세분류별 종사자 수 현황을 보여줌. 표에 따르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은 2018년, 종사자 수가 37,300명이었으며, 스포츠시설업 중에서 19.9%를 차지함. 이는 스포
츠시설업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임. 골프장, 경주장, 골프연습장에 이어서 높은 순위였음.
2017년 대비 종사자 수와 전체 종사자 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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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4> 스포츠산업 세세분류별 종사자 수
(단위: 백명)
구분
실내경기장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포츠무도장 운영업
체육공원 운영업
기원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경기장 운영업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스포츠
시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수상스포츠
시설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스포츠 건설업

2017
종사자수
13
23
45
164
311
48
40
185
235
4
14
11
284
84
12

비중
0.7
1.4
2.7
9.9
18.8
2.9
2.4
11.2
14.2
0.2
0.8
0.6
17.1
5.1
0.7

2018
종사자수
13
21
69
164
373
67
38
255
232
5
11
11
254
89
18

비중
0.7
1.1
3.7
8.7
19.9
3.6
2.0
13.6
12.4
0.2
0.5
0.5
13.5
4.7
0.9

기타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30

1.8

25

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70

4.2

94

5.0

스포츠시설 건설업

64

3.9

69

3.7

스포츠 토목시설업 건설업

19

1.1

70

3.7

1,656

100

1,878

100

전체
출처: 2019년 스포츠산업실태조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나) 퍼스널 트레이너의 다양한 고용형태

○ 진성(authentic) 프리랜서
- 고객에게 운동 지도와 식단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것 이외에 부가적인 업무가 없
음. 근로 스케쥴도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구성되어,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음. 헬스장 또는 PT샵으로부터 지휘와 감독을 거의 받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일함.

○ 직원(employee)
- 헬스장 또는 PT샵과 근로계약을 맺고 직원으로서 헬스장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헬스 트레이
너를 가리킴.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지시와 명령을 받으며, 노동자로서 4대보험을 제공
받고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보장받으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위장된 프리랜서
- 프리랜서로서 계약하며, 기본급과 더불어 회원등록비 중 일부 몫과 퍼스널 트레이닝 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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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 몫을 인센티브로 받음. 근로시간이 고정적이고, 업무를 수시로 지시 받고 퍼스널 트
레이닝 회원을 관리자로부터 할당 받음. 그러므로 근로시간과 스케쥴이 자유롭지 않음. 실제
노동자성을 가지지만 프리랜서 도급 또는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전부 또는
일부 보장받지 못함.

(2)

계약방식 및 노동조건

(가) 계약방식

○ 프리랜서 계약
- 트레이너는 헬스장 또는 피티샵과 프리랜서 계약(위탁계약)을 맺음. 형식상 트레이너는 개인
사업자로서 회원에 대한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을 위탁받아서 진행함.
- 면접자들은 1년～ 2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며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계약을 갱신하고 있음.
더 나은 근로환경이나 계약방식을 좇아서 다른 헬스장이나 피티샵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
고 또 이직이 용이하기 때문에 면접자들은 이러한 단기 계약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음.

○ 수익 배분에 대한 조항
① 위장된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로서 계약을 맺지만, 정규적 근로시간, 정규적인 업무내용이 정해져 있고 실질적
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경우에 위장된 프리랜서로 호칭될 수 있음. 헬스장과 계약할 때 이
러한 위장된 프리랜서 계약이 다수 발견됨. 헬스장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을 때 퍼스널 트레
이너는 고정액의 기본급(약 80~90만원 상당)을 받으며, 그에 부가적으로 헬스장에 등록하는
회원수에 따라 계산되는 커미션과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료의 일정 몫을 인센티브로 받음.
최근에는 기본급이 아니라 ‘영업지원급’이라고 명칭을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위장된
프리랜서’로서 신고를 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임. (623)
- [그림 6-2-1]는 헬스장의 구인광고 예시인데, 개인사업자로 채용하며 매출에 따른 커미션 및
수업료 일부 몫을 인센티브로 책정함. 주5일의 정규적 근무시간을 적시했으므로, 이 또한
위장된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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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퍼스널 트레이너 면접자의 구인광고 예시
OOO 헬스장 오후 헬스 트레이너 구입합니다.
위촉직/개인사업자
모집분야: 오후 헬스 트레이너
자격요건: 학력 무관, 경력 무관. (우대조건: 인근거주자, 유관업무 경력자, 장기근무 가능자)
근무조건: 매출에 따른 커미션 10~25%, 수업료 40%.
전형절차: 서류전형>1차면접>2차면접>임원면접>최종합격
많은 지원 바랍니다.

- <표 6-2-5>는 면접참여자들의 계약조항을 정리한 표임. 면접자 623을 제외하고 4명의 면접
자들은 위장된 프리랜서로 분류됨. 위장된 프리랜서는 주5일의 정규적 근무시간이 있고, 휴
일 근무를 교대로 하도록 요구됨. 헬스장의 경우 기본급이 80~100만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
고, 회원등록을 유치했을 때 소액의 커미션을 받음.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료는 면접자 621
을 제외하고 평균 40%의 몫을 트레이너가 인센티브로 가져감. PT샵의 경우, 기본급과 퍼스
널 트레이닝 수업료 몫을 인센티브로 받으며, 회원등록 커미션은 없는데, 이는 PT샵 회원은
모두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을 듣기 때문임.

<표 6-2-5> 퍼스널 트레이너 면접자의 계약조항
ID

성별

근로시간

소득
수준

4대보험
적용

분류

없음

위장된
프리랜서

없음

위장된
프리랜서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료의 40%

없음

진성
프리랜서

월 300

기본급(고정급) 70만원,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료의 40%(5만원
수업료 중 2만원)

없음

위장된
프리랜서

월 250

영업지원급 90만원,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료의 25~40%

적용

위장된
프리랜서

근무지

연령대

621 헬스장

20대
후반

남

14시~22시

월 400

622 헬스장

20대
중반

남

12시~21시

월 300

623 피티샵

20대
후반

남

자유로움.

월
300~
500

624 피티샵

20대
후반

여

15시~24시

625 피티샵

20대
후반

남

13시~22시

수입 조항
기본급 100만원,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료의 11~12%,
헬스장 회원등록 유치에 따른
소액의 커미션
기본급 없음, 헬스장 회원등록
커미션 10%,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료의 35~40%

- 수업료 중 트레이너가 가져가는 몫의 비율은, 트레이너가 담당하는 회원 수에 따라서 구간이
나누어짐. 대부분의 경우 퍼스널 트레이닝 담당 수강생이 많을 경우 트레이너가 수업료 중
더 많은 몫을 가져가도록 규정됨. 그러나 그 비율이 최대 50%는 넘지 않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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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성 프리랜서
- 피티샵과 진성 프리랜서 계약을 맺으면 퍼스널 트레이너는 기본급을 받지 않고 퍼스널 트레
이닝 수업료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음. 근무시간이 자율적임. (623)

○ 계약상의 문제점
① 명목상의 프리랜서 계약 (위장된 프리랜서)
- 헬스장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을 때 퍼스널 트레이너는 고정액의 기본급(약 80~90만원 상당)
을 받는데 이는 그들이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을 하지 않을 때 헬스장의 사장이나 팀장의 명
령과 지시에 따라서 일상적인 업무(청소, 빨래, 헬스장 홍보)를 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임. 즉
기본급은 이러한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대가임.
- 헬스장과 계약을 맺을 때 트레이너는 관리자의 지휘에 따라서 일을 하고 고정된 근로시간에
출퇴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에
서 문제가 있음.

② 헬스장 및 피티샵과의 수익 분배율
- 헬스장 및 피티샵에서 회원이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을 등록하는 경우 이 수업비를 헬스장
및 피티샵과 트레이너가 일정 비율로 서로 배분하게 되는데 이 배분비율이 트레이너에게 불
리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헬스장에서) 피티를 하게 되면 5만원 내건, 7만원 내건 담당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회사
랑 비율에 따라서 나눈다. 나누는 게 보통 그게 매출이 300만 원 한다고 치면 30프로
준다. 10만원 수업을 하면 한 시간 3만 원 가져간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빨리 빨리
소진하려고 하고 매출을 하려고 하고 영업직을 하게 된다. (623)

(나) 일의 장소
○ 헬스장 및 피티샵
- 퍼스널 트레이닝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가의 운동장비와 공간이 필요한데 이는 트레이너 개인이
소지하기 힘듦. 그러므로 퍼스널 트레이너는 대부분의 경우 헬스장 및 피티샵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헬스장 및 피티샵에 방문한 회원에게 퍼스널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함.

(3)

작업조건 및 노동과정

(가) 작업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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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및 피티샵에 의존
- 본래 대부분의 프리랜서의 경우 장비가 필요하지 않거나(강사 등), 또는 컴퓨터나 차량과 같
이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장비를 업무상 필요로 함(웹툰 작가, 프로그래머 등). 그래서 개
인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가짐.
- 퍼스널 트레이너는 고가의 운동 기구들과 장소가 있어야 실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음. 이 기
구들을 구매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곳이 헬스장 및 피티샵임.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너는
헬스장 및 피티샵과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음.

(나) 일의 시간

○ 근무시간
① 위장된 프리랜서
- 스포츠 센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약 9~10시간)에 근무를 함. 주중 오전반과 오후반 2교대
로 근무를 하는 것이 보편적임.
- 헬스장 및 PT샵은 대부분 주말에도 개방하기 때문에 트레이너는 교대로 주말 근무를 하는데
격주로 주말 하루 동안 당직 근무를 겸하게 됨.

② 진성 프리랜서
- 회원과 트레이닝 수업이 있을 때 피티샵에 출근하고 수업이 끝나면 퇴근함. 정해진 출퇴근
시간 또는 근무시간이 없음.
- 퍼스널 트레이너를 부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평일 저녁에 3~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며, 전업이
고 회원 수가 많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8~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임.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데 일찍 가고 늦게 간다. 자유롭긴 한데 레슨이 잡히면 가야 된
다. 제가 조절을 해서 늦게 출근할 수 있는데 돈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 (623)

○ 자기계발의 시간
- 퍼스널 트레이너는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고 가꿈으로써 회원들이 퍼스널 트레이닝 등록을
하게끔 유도해야 함. 헬스장에 따라서 퍼스널 트레이너에게 개인적으로 운동을 해서 외적으
로 보이는 몸을 가꾸도록 권장하기도 함.

① 근로시간에 미포함되는 경우
- 개인적인 필요 및 헬스장의 요구에 따라서 퍼스널 트레이너는 개인적인 운동을 함. 이 개인
적인 운동은 개인의 자발적인 자기계발로 규정되어 정규 근로시간 이외에 자유시간에 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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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트레이너가 운동을 하도록 함.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너는 근무시간 전에 2~3시간 일찍
출근하여 개인 운동을 함. (621, 623, 624)

수업 없을 때 운동을 하게 해주는 채용공고들이 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 보통은 안 좋
아한다. 3시 출근이면 트레이너가 12시에 운동하고 샤워하고 업무 시작한다. 위의 경우
들(근무시간에 포함)이 거의 없다. (621)

② 근로시간에 포함
- 헬스장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운동시간을 정규근로시간에 포함시키기도 함. 즉 정규 근로시간
에 다른 업무가 없을 경우에 트레이너가 자기 운동을 하도록 배려하는 헬스장도 있음.
(622, 625)

(다) 노동과정

○ 작업에 대한 자율권 및 통제권
① 위장된 프리랜서
-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작업에 대한 자율권 및 통제권이 없음.
- 회원에 대한 퍼스널 트레이닝 교습이 없을 때에는 트레이너들은 교대로 라커룸의 청소, 회원
운동복이 들어 있는 빨래 바구니 정리, 샤워실 정리, 운동기구 정리 등의 업무를 해야 함.
순번이 정해져서 트레이너가 교대로 이 업무들을 하기도 하고 또는 팀장이 이 업무를 하도
록 직접 지시를 하기도 함.
- 인터넷으로 헬스장 또는 PT샵 홍보하기 위해서 블로그 관리를 배정받기도 함. 퍼스널 트레
이닝 교습이 없을 때 트레이너는 블로그에 사진 및 글을 게시하여 헬스장 또는 PT샵을 사
람들이 검색했을 때 상단에 헬스장 또는 PT샵이 나오도록 함. 이러한 업무도 대표나 팀장
에 의해서 부여됨.
- 스포츠센터 홍보를 위해 외부에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업무도 맡음. 주기적으로 길을 걷는
시민에게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또는 주택, 아파트 등에 전단지를 배포함.
- 프리랜서임에도 사실상 근로 스케쥴에 대한 통제권이 없어서 정해진 근로시간에 교대제로
근무해야 하며, 자신의 의지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헬스장 또는 PT샵의 대표 및
팀장)의 통제를 받아서 퍼스널 트레이닝 교습 이외의 여러 업무(홍보, 청소, 주변 정리)를
함.
- 헬스장에 등록한 회원들 대부분은 퍼스널 트레이닝을 할 의도를 가지지 않음. 그래서 처음
회원등록한 회원에 대해서 기구사용법에 대해서 1회 알려주면서 트레이너는 퍼스널 트레이
닝을 수강하도록 유도해야 함. 헬스장에서는 이러한 영업을 트레이너의 필수 업무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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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이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는 트레이너도 다수 있음.
- 일주일에 1번, 많게는 2번씩 아래에서 더 자세히 기술할 것이지만, 실적 회의를 하면 트레이
너 전원이 참석해야 함. 여기서 헬스장 또는 PT샵에 등록한 회원 수, 퍼스널 트레이닝을 수
강한 회원 수, 앞으로 트레이닝 기간이 만료되는 회원 수, 앞으로 트레이닝을 받을 회원 수
등을 대표나 팀장에게 보고해야 함. 트레이너 개인마다 목표치가 있어서 여기에 미달될 경
우에는 트레이닝 수업 영업과 기존 회원 관리를 강요 받음.
-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프리랜서와 거리가 멀며, 프리랜서로 위장된 사실상의 임금근로자
로 보아야 함.

(헬스장에서) 청소하고 홍보하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업무 지시를 받으니까 제 생
각에 직원 같다. 청소도 정해 놓고 하고. 대표님, 팀장님이 시키는 거를 해야 된다. 만약
에 수업이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시킬 거를 찾아서 시킨다. ‘비품 있냐, 정리했냐 샤워실
정리했냐.’ 그런 거를 시킨다. (621)

② 진성 프리랜서
- 이들은 회원들에게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을 하는 것 이외에 부가적인 업무가 없음. 청소, 회
원 운동복 정리, 빨래감 정리, 샤워실 정리 등의 일들이 그들에게는 의무적인 일이 아닌데
종종 자발적으로 그들이 이 업무 수행에 도움을 제공하기도 함. (623)
- 진성 프리랜서들은 회원들의 운동 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하므로 실제 이들의 근무 시간은 유
동적임. 피티샵에서 이들에게 특정 근무시간을 정해주지 않음.
- 하지만 진성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업무 미팅에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두 번씩 참여해야 하
기도 함. 여기서 기존 회원 수, 트레이닝 수업을 그만 둘 회원 수 등에 대해서 보고하고 회
원 관리에 대한 지시를 받음. 회의 참여가 의무적 관행이고 회원 관리에 대한 지시가 있다
는 점에서 진성 프리랜서도 완전히 자율적이라 하기 힘듦.

○ 실적관리 미팅
- 헬스장 및 피티샵 대부분은 주단위로 트레이너 미팅을 가짐.36) 대표 및 팀장과 같은 관리자
들이 전체 트레이너와 매주 1시간 내외로 미팅을 가지는데 이때 헬스장 및 피티샵의 목표
와 실제 성과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퍼스널 트레이너 개인의 실적을 관리함.
- 개인 트레이너마다 목표 성과가 있어서 현재 퍼스널 트레이닝 등록자 수가 성과 기준에 미
달하는지 또는 초과하는지를 조사함. 곧 트레이닝 수업이 완료되는 회원이 누구이고, 이들이
재등록을 할 의향이 있는지, 일반 회원들 중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을 등록할 회원이 누

36) 헬스장 및 피티샵의 수익 대부분은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트레이너 개개인이
얼마나 퍼스널 트레이닝 등록수를 늘리는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음. 그렇지만 종종 헬스장 및
피티샵 대표의 특성에 따라서 트레이너와의 실적 미팅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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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지를 자세하게 조사함. 그리고 트레이닝의 적정 등록자수를 유지하거나 또는 노력해서
등록자수를 더 늘리도록 관리자들이 트레이너 개개인을 독려함.
- 이러한 매주 미팅의 목적은 트레이너가 현재 퍼스널 트레이닝 등록자들을 잘 관리하여 재등
록하게 하거나, 또는 신규 트레이닝 등록자를 유치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임. 트레이너는 자신
의 목표와 현재 퍼스널 트레이닝 등록자 현황을 비교하면서 이 간극을 직시하기 때문에 최
대한 트레이닝 등록자를 확보하도록 독려됨.
- 트레이너는 다른 동료 트레이너가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가를 미팅때 확인하게 되기 때문
에, 경쟁의식을 느끼고 퍼스널 트레이닝 등록자를 최대한 확보해야 겠다는 마음을 먹게 됨.
이렇게 경쟁을 촉발하는 것이 미팅의 목적임.

(피티샵에서) 다같이 모여서 미팅을 하는데 수업 개수를 이런 거를 다 같이 본다. 증감
추이 이런 거를 통계가 나오는데 그런 거 놓고 얘기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팀
장님이 “회원 그 사람 왜 안 나와?” 그런 거는 했었다. (622)

- 때로는 헬스장의 대표 및 팀장의 특성에 따라서, 트레이너가 실적을 내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화를 내거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기도 함.

(헬스장에서) 좀 겁을 주는 거죠. 너 뒤떨어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욕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 위축이 많이 되고 이겨내는 게 힘들다. 그때
(헬스장에 근무했을 때) 저도 처음에 엄청 힘들었었는데 어떻게든 치고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해서 교육 공부를 더 했고. 나중에는 그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자기들이 회원을 배
정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나 싶었다. (623)

○ 감정노동
- 트레이너 입장에서 헬스장 및 피티샵 회원의 퍼스널 트레이닝 (재)등록과 헬스장 (재)등록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여 회원에게 항상 친절할 필요가 있음.
- 헬스장 트레이너는 처음 헬스장에 등록한 회원에게 OT를 제공하는데 이때 운동기구 사용법
을 알려주면서 친절하고 유쾌한 감정을 전달하면서 퍼스널 트레이닝 교습을 권장함.
- 헬스장 트레이너는 헬스장에서 개인적 운동을 하는 회원이 운동기구 사용법을 물어볼 때 친
절하게 응대해야 하며, 회원에게 운동법을 알려주기도 함. 이 회원들이 차후에 퍼스널 트레
이닝 수업을 등록할 잠재 고객이 되기 때문임.
- 헬스장 및 PT샵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는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에 등록한 회원과 운동을 진
행하면서 라포(rapport)를 형성하여 그들이 트레이닝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업을 재등
록하도록 함. 회원이 물어보는 것에 항상 친절하게 대답하며, 회원에게 개인적인 일들도 이
야기하면서 라포를 형성함.
- 회원 중에서 퍼스널 트레이너의 교육 방식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환불 요청을 하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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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접 불만사항을 이야기함. 이때에 트레이너는 회원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들어주게 되
는데, 이 회원이 헬스장 및 PT샵을 그만두게 되면 자신의 수익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기 때
문임. 또한 회원이 다른 회원들에게 부정적 이야기를 하면 회원들이 다수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너는 회원의 부정적 코멘트를 듣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환불 요청에
순순히 응하게 됨.

처음 만난 사람은 어색하고 그거를 빨리 깨기 위해서 라포를 형성한다. 빨리 라포를 형
성하려고 회원의 관심사가 뭔지 파악한다. 회원이 목표가 있을 거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진햇을 할 거라고 얘기해 놓고. 질문도 많이 한다. ‘남자친구 있냐?’ 그런 것부터 ‘회사
생활은 어떠냐,’ ‘출퇴근은 힘들지 않냐,’ 일상부터 해서 관계를 만들려고 한다. (625)

- 여성 트레이너의 경우에는 남성 회원으로부터 데이트 요구나 사적 만남의 요구를 받게 되어
곤란할 때가 있음. 신체 접촉이 포함되는 관계라서 종종 그러한 사적 만남의 요구가 이루어
지는데, 그때 회원에게 단호하게 대처하기 힘듦. 그 회원에게 단호하게 대처하면 회원의 트
레이닝 수업이 단절되어 급료가 감소하기 때문임.

“주1회 나와 만나달라, 치맥하자, 한강 데이트하자.”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여
자 회원분들만 받는다. 그리고 피티가 스킨쉽이 있다. 그런 고충이 있었다. 스킨십을 당
해본 적이 없는데 결재를 한 사람이 나한테 시간을 내달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회원이 계속 결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면 이 분이 싫고 그런데 매출액이 부족
해서 그러면 시달리면서도 매출을 채우기 위해서 응하게 된다. (624)

(4)

직업선택과 일감 이력경력
,

(가) 직업선택의 계기와 경력

○ 낮은 진입장벽
-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조건으로 국가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이 있
음.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자격증 유무로 퍼스널 트레
이너의 자격을 따질 수 없으며, 실제 이 자격증이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는 데 중요한 요건
으로 여겨지지 않음. 자격증이 없어도 헬스장 및 피티샵에서 근무할 수 있음. 다수의 사람들
은 우선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을 하면서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함.37)
-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특정 학과(체대 또는 일반 대학의 체육학과)의 졸업장이 필

37) 생활스포츠지도사는 1년에 한 번 실시되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거나 충분히 준비할 기간이 없는 트레
이너는 우선 헬스장 등에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 시간을 들여서 이 자격증 준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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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아님. 본 연구의 면접에 응한 면접자들 중에서 체육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없었음.
- 운동을 취미로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사람이라면 실제로는 용이하게 퍼스널 트레이너로서
경력을 시작할 수 있다고 면접자들이 말함. 운동을 좋아하거나 꾸준히 해 왔던 청년들이 낮
은 진입장벽으로 퍼스널 트레이너 일을 시작하게 됨.
- 이러한 낮은 진입장벽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트레이너들이 많다는 점에 면접자들이 우
려를 표함.

재활이 굉장히 어렵다. 공부도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케이스도 많이 다뤄봐야 한다. 재
활을 섣불리 하다가 더 아프게 하는 분들도 많이 봤다. 운동하다가 너무 무리를 시켜서
다치게 하는 분도 봤고. 진입장벽이 낮고 비전문가들이 있다 보니 이런 경우 너무 비일
비재하다. (624)

○ 취미가 직업이 되는 경우
- 운동을 취미로 삼았던 사람들이 이 취미를 그대로 직업으로 삼고자 해서 업계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음. 그렇기 때문에 월 급료가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4대 보험 등의 사
회안전망이 부재한다 하더라도 이 직업에 계속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음.

○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 퍼스널 트레이너는 자신이 회원을 설득하여 퍼스널 트레이닝을 수강하게 하는 만큼, 그리고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회원 등록 수를 높이는 만큼 개인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음.
- 청년들이 다른 직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급여보다 상대적으로 퍼스널 트레이너의 급여가
더 높을 수 있음. 그래서 청년들이 퍼스널 트레이너로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 면접자 621은 대학 전공을 살려서 재활의학을 하려고 하였으나 급여가 너무 낮아서 퍼스널
트레이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함. 퍼스널 트레이닝을 통한 급여가 재활의학보다 더
높아서 전공대로 재활의학 직종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함.

○ 경력 계발
-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퍼스널 트레이닝의 노하우가 생겨서 회원을 유치하기가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급여 수준이 올라갈 수 있음.
- 트레이너 중 일부는 사업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익혀서 자신의 개인 사업장(센터)을 개소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621, 623. 625)
- 직업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퍼스널 트레이너로서 몇 년간 일을 하다가 완전히 다른 직종
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에는 프리랜서 신분이 아니라 안정적 고용관계
를 맺을 수 있는 직종을 선호함. (622,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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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훈련과 안전망

(가) 교육훈련

○ 스포츠 센터에서 교육훈련
-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의 질에 따라서 회원들이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에 (재)등록하기 때문에
운동의 전반적 노하우(운동교습법, 운동 자세, 기구 사용법) 등에 대해서 트레이너가 습득해
야 함. 헬스장 및 피티샵에서 때때로 대표나 팀장이 전체 트레이너를 집합시켜 운동하는
법, 운동 교수법, 기구사용법 등에서 강의하거나 또는 실적이 떨어지고 경력이 짧은 트레이
너를 대상으로 개인 교습을 하기도 함. 이러한 교육훈련은 트레이너의 정상 근무시간에 하
기보다 근무외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대부분 이루어짐.

헬스장에서 세세하게 알려주는 팀장은 매출이 안 나오는 세세한 이유 물어보고 부족한
것 있으면 트레이너 데리고 운동 알려주고 재활쪽 마사지를 해주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준
다. (624)

○ 트레이너의 자발적 학습
- 퍼스널 트레이너가 개인적으로 독서, 실습 등을 통해서 수업 내용과 교습법을 개발함. 노하
우에 따라서 개인의 인센티브가 달라지기 때문에 스포츠센터의 교육훈련 없이도 퍼스널 트
레이너의 개인적 노력으로 교육훈련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짐.
- 효과적인 운동법, 마사지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법 등에 대해서 트레이너 개인이 자체적으
로 공부를 계속하면서 지식을 쌓아야 회원들에 대한 수업의 질이 올라가고 회원의 만족도가
올라감.

회원 지도를 하다 보면, 운동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책도
보고 공부도 해야 한다. 회원들 운동 가르치는 시간, 본인 공부하는 시간, 본인 운동하는
시간 사이에서 배분을 잘해야 한다. (621)

(나) 사회적 안전망

○ 4대 보험
- 퍼스널 트레이너는 프리랜서로서 위탁계약을 하므로 직장에서 4대 보험 미가입 대상자임.
- 퍼스널 트레이너는 직업특성상 운동을 하다가 다칠 우려가 있음. 이때 4대 보험 미가입 때
문에 치료비를 스스로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면접자 624가 그러했음.
- 프리랜서 계약으로 4대 보험 미가입대상자이지만, 복지 차원에서 PT샵 등에서 4대 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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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입해 주기도 함. (625)

(6)

종속성 자율성
,

(가) 종속성

○ 중간 수준의 경제적 종속성
- 헬스장 및 피티샵이 현재 많고 사실상 시장에서 과잉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직이 쉬운 편
임. 그래서 경제적 종속성이 낮다고 볼 여지가 있음. 그러나 아래와 같이 몇몇 요소 때문에
헬스장 및 피티샵 대비 트레이너가 협상력이 약하다고 말할 수 있음.
- 회원들에 대해서 현재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을 하고 있고 또 회원 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직
을 하게 되면 이 회원들을 잃게 되므로 섣부르게 다른 헬스장 및 피티샵으로 이직하기가 쉽
다고 할 수 없음.
- 헬스장 및 피티샵 트레이너들은 여러 스포츠센터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기보다 한 군데와 계
약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종속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음. 자택에서 먼 곳보다는 지리적으
로 이동하기 편한 곳에서 일하는데, 그렇다면 실제 일할 수 있는 헬스장 및 피티샵의 수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위장된 프리랜서의 경우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일 뿐, 주5~6일의 정규직 근로시간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 외 시간에 다른 피티샵이나 헬스장에서 근무하기가 힘듦. 진성 프리랜
서의 경우에도 한 피티샵에서 많은 회원들과 트레이닝을 할 경우에 트레이닝은 통상 주2~3
회 하므로 업무 외 시간에 다른 피티샵에서 근무하기가 힘듦.

○ 사용자 종속성
① 위장된 프리랜서: 높은 수준의 사용자 종속성
- 프리랜서 위탁계약을 하지만, 실제 업무지시 및 지휘를 관리자들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정규적 근무시간이 정해져서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 없이 출근
해야 함. 그러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자율성이 없음.
-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일들이 정해지고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업무의 지시를 받음. 청소,
정리, 외부 홍보 등의 업무를 퍼스널 트레이너가 하도록 지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
통적 임금근로자와 같음.
- 퍼스널 트레이너로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외모를 가꾸는, 심미적 노동
(aesthetic labor)을 해야함. 즉 항상 식단관리와 운동을 스스로 하면서도 트레이너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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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해야 함. 이러한 심미적 노동을 만일 헬스장 대표 및 팀장으로부터 직간접적으
로 요구 받는다면, 역시 프리랜서 신분이면서도 사실상 명령/지휘를 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야 함.

보디빌더 분들처럼 몸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알아서 하는데 보통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
이 많아서 운동을 꾸준히 한다. 몸이 아예 망가진 분들은 잘 없고. 보통... 몸이 한번 만
들어 놓으면 잘 안 망가진다. 아주 안 좋은 분들은 잘 없는데... 잘 없다. 단체 프로필
사지을 찍는다. 어떤 데는. 다르 직원들이 하니까 강제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경우
가 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623)

- 회원에 대한 감정노동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직간접적 요구가 존재함.
- 트레이너별 성과목표를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질책을 당하거나 또는 다른 트레이너와
비교 당하기 때문에 트레이너는 퍼스널 트레이닝 회원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야 함.

② 진성 프리랜서: 낮은 수준의 사용자 종속성
- 이들은 정규적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회원들 수업시간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변동됨.
- 근로시간 내에 그들은 회원들에 대한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만을 진행하며, 그 이외의 다른
업무를 맡아서 하지 않음.
- 진성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트레이너별로 성과 목표를 정하고 이에 도달할 수 있는지, 회원들
이 트레이닝 재등록을 할지, 어떻게 재등록을 시킬지에 대한 피티샵 대표 및 관리자의 추적
과 관리가 존재함.
- 위의 이유 때문에 적정 수준의 회원수를 유지하거나 또는 증가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너는 회
원에 대해서 감정노동을 하게 됨.
- 그러므로 사용자 측에서의 관리가 없지 않지만, 근로시간의 유연성 및 업무내용 상 직접적인
지시 및 명령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종속성이 낮다고 보여짐.

(7)

부당한 대우 및 차별

(가) 인격적 모욕

- 헬스장 트레이너의 경우 개인별로 설정된 성과목표(트레이닝 회원 등록수)를 충족시키지 못
하거나 또는 이에 심각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헬스장의 대표 또는 관리자로부터 욕설, 폭
언 등을 듣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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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모에 대한 차별적 발언

- 여성 트레이너의 경우, 헬스장 관리자로부터 화장이나 머리 스타일에 대한 지적, 체중에 대
한 지적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이는 성차별의 이슈를 야기함.

여성들한테 외모 지적 심하다. 내 몸이 명함이다. 특히나 여자 트레이너라고 하면 다이어
트하고 깔끔하게 자기를 가꾸어야 한다. 자기관리를 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숙명인 거
같다. 트레이너가 반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624)

(다) 업무상 상해에 대한 개인적 비용 처리

- 트레이너는 업무상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직종임. 운동기구를 다루기 때문에 운동 중에 언제
든 다칠 우려가 있음. 트레이너는 대부분 프리랜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음. 그래서 업무 중 상해를 입을 경우에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를
하게 됨.

2016년에 처음 일하기 시작했을 때 초창기라서 열정이 과해서 (대표가) 저에게 많은 걸
요구해서 제가 허리가 다쳤다. 3개월동안 병원에 누었는데 그런데 4대 보험이 없다. 대
표님에게 보상을 요구하라는 주변에서 말했는데. 이 문제랑 대표님이랑 싸운 적이 있는
데 ‘허리가 아픈 건 너의 잘못이다.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때 제가 수긍
을 하고 내 돈으로 처리를 했다. (624)

(8)

이해대변 및 정책과제

(가) 이해대변

○ 이해대변 기구가 부재함. 퍼스널 트레이너를 위한 이해대변 기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집단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운동 등이 부재함. 면접자들은 대부분 트레이너의 이해대변을
위한 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아직 그렇다 단체가 없다고 지적함.

○ 협회(대한퍼스널트레이너협회 등)이 있지만, 퍼스널 트레이너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보다, 퍼스
널트레이닝 자격증을 개발하고 도입하고, 퍼스널트레이닝 교육체계를 개발하고 유료교육을 제
공하는 데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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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과제

○ 근로형태에 대한 재고
- 사용자 종속성이 강한(업무지시, 감독, 노동시간의 정규성 등) 퍼스널 트레이너의 경우에는
위장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이들을 정규 노동자로 고용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업장 괴롭힘에 대한 정책적 제안
- 센터 관리자에 의한 사업장 괴롭힘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상담 및 지원의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됨.

○ 근로실태조사
- 장시간 근로와 높은 노동강도, 상사에 의한 상시적 업무지시, 작업장 괴롭힘, 위장된 프리랜
서 계약 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수립하
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적 권고를 해야 함.

3) 요약 및 함의
(가) 요약

○ 위장된 프리랜서의 문제
- 헬스장 및 PT샵과 프리랜서로서 계약을 맺지만 정규적 근로시간, 업무 지시 및 감독과 관리
를 받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받는 등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있음..
- 이들은 하루에 9~10시간의 노동시간을 배정받고, 트레이닝 수업 이외에 업장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지시 받고, 고객 관리와 관련된 미팅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고객 관리를 지시 받으
며, 퍼스널 트레이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영업을 하도록 지시 받음. 이러한 고정적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기본급을 월 80~100만원 받음.
-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보장 받지 못하는 트레이너가 존재하고 업
무상 다치는 경우에 개인이 치료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존재함.
- 이들은 사용자 종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을 정규 근로
자로서 고용하도록 근로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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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 프리랜서
- PT샵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트레이너 중에서 진성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음. 이
들은 출퇴근이 자유롭고 업무상 트레이닝 수업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 개념에 가
까움. 단, 이들도 사업장 매출을 위해서 고객에 대한 보고 및 고객 관리를 지시 받기 때문
에 사용자 종속성이 아주 없다 할 수는 없음.

○ 소득 구조
- 진성프리랜서는 기본급이 없으며, 위장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기본급(또는 영업지원금)을 대
다수 받음. 스포츠 센터에 따라 다르지만, 회원 헬스장 등록에 따른 커미션과 트레이닝 수업
료의 평균 40%를 인센비트로 받는 것으로 나타남. 트레이닝 수업 수강생의 규모에 따라 다
르지만, 평균 300~4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보임.

○ 감정노동의 문제
- 트레이너의 소득 구조에서 수업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스포츠 센터로부터 회원 관리를
지시 받기 때문에, 회원의 감정을 케어하고 회원과 라포를 쌓을 필요가 있음. 따라서 회원이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다 하더라도 참고 친절한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
노동을 수행하게 됨.

○ 사업장 괴롭힘의 문제
- 트레이너의 회원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서 때때로 스포츠 센터 관리자들이 폭언, 욕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을 중단하는 회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트레이너의
수업이 극히 적어서 스포츠 센터의 수입에 타격이 있을 경우에 관리자는 트레이너를 압박하
기 위해서 욕설, 폭언을 하게 됨.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 코로나19의 영향

○ 퍼스널 트레이닝은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접 참여자들 모두 코로나19에 의
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서 헬스장 및 PT샵이 운영중단을
하게 되면서 면접자들 모두 일정 기간 일을 쉬어야 했음. 퍼스널 트레이너는 수업료의 일부 몫
으로 수입을 충당하므로 수입이 감소하였음.
○ 비대면적 사회적 상호작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 집에서 유투브 등에 탑재된 퍼스널 트레
이닝 동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이렇게 되면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을 수강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며, 이로 인해 앞으로 퍼스널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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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다) 일의 전망

○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장은 퍼스널 트레이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트레이너의 수입이 위협
받을 것으로 보임. 면접에 응한 트레이너들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지를 경험했고 수입
감소를 경험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은 동영상으로 운동 지도를 받을 것이기 때
문에 현장에서의 트레이닝 수업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가 극복된다면 그 후에 퍼스널 트레이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퍼
스널 트레이닝은 근력 강화, 식단관리, 유산소를 통한 다이어트 등으로 현대인들이 선망하는
아름다운 몸을 만드는 데 최적화된 운동 교습법임. 그러므로 퍼스널 트레이닝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다른 한편, 수요에 대응해서 스포츠 센터가 많이
설립되고 있어 잠재적으로 공급과잉과 경쟁 격화도 예상됨. 현재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료가 시
설들 간 경쟁으로 인해 낮아지고 있으므로, 여기서 인센티브성 대가를 받는 트레이너는 더 많
은 회원수 확보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보임. 장기적으로 퍼스널 트레이너의 고용조건이 악화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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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상담사
1) 조사 개요
(1)

심리상담사 개요

○ 심리상담은 “심리사회적 문제 해소 및 성장을 위하여 전 연령의 개인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에
게 전문적 상담관계에 기초하여 심리교육 및 예방, 심리치료 등을 수행하는 일”로 정의됨(국가
직무능력표준, NCS)
- 심리상담 직무는 △개인심리치료상담 및 관계자상담38),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위기상
담39) 뿐만 아니라 △상담안내 및 접수상담, △심리상담 자료관리 등의 행정 업무, 그리고
△심리상담 교육 및 자문, △심리검사 활용, △상담자 훈련 등 교육개발 업무까지도 포괄함.

○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으로는 주되게 민간 자격증인 ‘상담심리사’ 자격이 있고, 산업인력공단에
서 발급하는 ‘임상심리사’ 자격증이 있음. 이 연구의 주된 조사대상은 ‘상담심리사’ 자격을 가지
고 있는 사람임.
- 심리상담사 자격의 경우,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대표적임. 그 밖에 심리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이 많으나, 그 중 전문성이
인정되며 자격 취득 및 유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채용 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증은 주로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임.
-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학회 회원 가입 △학력(관련,
비관련 학부 졸업, 석사재학, 석사졸업 등), △상담경력임. 상담경력의 경우 학회 1급 감독자
(슈퍼바이저)의 감독(슈퍼바이징) 하의 상담경력이 주로 인정됨.

○ 사회 전반에서 정신건강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신건강 분야
인력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40) 정신건강 분야 인적자원 확보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시점 심리상담사 노동환경과 관
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내부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첫째, 전문가 양성 관련 규정과 자격증 부여 주체가 민간 중심이고, 민간 자격증이 약 2,500
38) 내담자의 관계적 문제와 통합적인 성장을 위해 내담자와 관련된 커플, 가족원, 조력자를 함께 상담
하는 능력(국가직무능력표준, 2015)
39) 자살을 비롯한 내담자의 심리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상황을 평가하고 위기상담을 계획한 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받는 능력(국가직무능력표준, 2015)
40) 의학신문, 「구멍 난 정신건강 관리…인력 턱없이 부족」(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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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이상이며, 법적․제도적 규정이 모호한 상황임.41) 둘째, 심리상담사는 프리랜서 및 시간제
등 불안정한 일자리 비중이 전체 일자리의 1/3 정도로,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짐(이형국,
2017). 셋째, 평균 연소득이 낮은 편임(이형국, 2017; 한국상담진흥협회, 2017; 상담 ISC,
2019).

○ 위처럼 직종의 공공성 및 중요성이 부상하고 내부적으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사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노동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이 원고에서는 프리랜서 심리 상담사와, 프리랜서로 일 하며 플랫폼 노동을
경험한 심리상담사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2)

조사방법

(가) 면접참여자 모집방법과 조사방식

○ 면접참여자는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모집함. 먼저, 연구자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면접참여
자와 접촉했음. 그리고 면접참여자가 주변 사람을 소개해주는 눈덩이 표집 방식(chain
sampling)을 활용함.
- 마지막으로,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심리상담’ ‘플랫폼’ ‘프리랜서’를 검색해서 나오는 블로그
에 접속해,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거나 플랫폼 통해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상담사에게
메일을 보냄.
- 최종적으로 5명의 면접참여자를 섭외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면접질문지를 활용하되, 심리상
담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질문지를 일부 수정함. 면접참여자에게는 미리 면접질문지를 보
내 조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 면접 과정에서 일부 질문을 가감함.

(나) 면접참여자 특성

○ 면접참여자 5명 중 4명이 여성이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30대와 40대임. 이는 30~40대 여성
이 다수인 상담심리사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함.42) 주된 활동지역은 모두 수도권이었음.
- 심리상담사는 전공 분야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과 일자리 특성이 조금씩 달라짐. 예를 들어
청소년 분야는 지자체 민간위탁 기관이나 학교 상담소 등 1차, 2차 영역의 일자리가 상대적

41) MedicalTimes, 「심리상담 민간자격증 남발...복지부 실태조사 나선다」, 2019.10.21.
42) 상담ISC(2019)에 의하면, 상담 분야 종사자 중 약 80%가 여성이며 약 2/3 이상이 30대, 40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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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많은 편임. 정신건강 및 임상심리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 1차 영역 일자리가 비
교적 많음.
- 633은 프리랜서가 되기 전 1차 영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했으며, 634 역시 1차 영역에서
기간제로 일한 경험이 있음. 635는 학교 상담소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으나, 동시에 사설
센터에서 상담 업무와 행정 업무를 하고 있음.
- 632, 633, 634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심리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있음. 하지만 모두 다
른 민간 센터 등에서 상담을 제공하고 있거나, 병원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심리검사나 집단
치료, 혹은 강의를 하고 있으며 본인을 ‘프리랜서’로 규정하고 있었음.
- 면접참여자 모두 일감이 들어오는 경로는 여러 곳이나, 모두 심리상담 업무가 주업임. 단,
632와 634는 기관 대상 강의를 겸업으로 하고 있으며, 633은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겸업으
로 하고 있음.

<표 6-3-1> 심리 상담사 사례 면접참여자 특성
ID

성별

연령대

주된 상담
(전공) 분야

고용형태
전업/부업

상담
경력
(만)

플랫폼
경험
여부

중개
수수료
비중(%)

소득
수준

개인
사업자
등록 여부

631

여

30대

아동

프리랜서
전업

5년

X

40~50%

월
200~
300

X

632

여

40대

X

50%

여

30대

프리랜서
전업
자영업자
전업

9년

633

청소년,
성인
정신건강,
성인

7년

O

634

남

30대

사이코
드라마

자영업자
전업

6년

O

635

여

20대

청소년

기간제, 프리랜서
부업

1년

X

약 10%
(플랫폼)
약 10%,
50%
(플랫폼)

O
O
월
100~
400

O
X

2) 사례조사 결과 분석
(1)

산업 및 시장 환경 변화

(가) 규모

○ 심리상담사 통계상 분류는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대분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 [중분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24)- [소분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247) -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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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문가(2475)에 해당함. 세분류까지 제공하는 통계가 없어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
움.
- 단,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통해 소분류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의
규모는 파악 가능함.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는 약 8만 3,506명임. 부족률은 2.1%로, 전
직종 평균 및 유사직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6-3-2> 심리 상담사 및 관련 직종 규모 (2019년 하반기)
현원
직종별

구인인원
(명)

채용인원
(명)

부족인원
(명)

부족률
* (%)

인원 (명)

비중
(%)

12,018,829

100.0

672,671

598,269

241,402

2.0

795,155

6.6

58,470

51,376

21,853

2.7

061 의사

72,472

0.6

2,574

1,992

1,786

2.4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227,490

1.9

19,893

16,018

10,290

4.3

065 치료사

50,809

0.4

3,057

2,407

1,269

2.4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31,510

0.3

1,622

1,521

249

0.8

394,363

3.3

20,052

18,910

7,749

1.9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83,506

0.7

5,269

4,822

1,804

2.1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286,607

2.4

14,573

13,905

5,777

2.0

073 성직자 및 종교관련 종사자

24,250

0.2

210

182

168

0.7

00 전직종
06 보건,의료 관련직

07 사회복지및 종교관련직

* 부족률: 부족인원/현원
자료: 고용노동부(2019),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 심리상담사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는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 산하 주요
학회 회원수임. 2015년 기준 △한국상담학회(23,676명) △한국상담심리학회(24,028명) △한
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7,355명) 총회원수는 모두 합해서 약 5만5천명이며, 활동 회원수는
약 3만2천명임.

(나) 노동시장 특성

○ 기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심리상담사 노동시장 현황의 두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음. 첫
째, 사업장 특성을 살펴보면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규모가 더 크며,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
장 비중이 높음. 둘째, 종사자 고용형태 특성은 시간제 및 프리랜서 비중이 높다는 것임.
- 상담분야 인력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상담인력 소속 기관 상시종사자 수는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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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인-9인(16.2%) > 10인-29인(15.1%) 등 순임. 즉,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음(상담ISC, 2019).
- 소속 및 근무기관 형태는 중앙부처(16.2%) 및 지방자치단체(19.5%) 등 공공부문이 1/3 수
준임(35.6%). 민간부문은 비영리법인(31.0%) 및 개인사업체(15.4%), 그리고 영리법인
(11.2%) 등 순임(상담ISC, 2019).43)

○ 심리상담사의 고용형태는 시간제와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한국상담진흥
협회 설문조사 결과(2017)에 따르면, 고용형태는 시간제(프리랜서)(29%) > 정규직(22.2%) > 무
기계약직(21.9%) > 유기계약직(기간제) (21.3%) 등 순으로 나타났음.
- 한국상담진흥협회(2017) 실태조사에서는 시간제와 프리랜서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는 심리
상담사 업무 특성상 한 회기당 1시간 동안 상담을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됨.
- 상담ISC의 실태조사 보고서(2019)에 따르면, 심리상담 분야 종사자 고용형태는 프리랜서
(23.7%) > 정규직(21.1%)> 무기계약직(18.4%) 단시간근로자(14.7%)와 계약직(14.7%) 등 순
임.

[그림 6-3-1] 심리상담사 고용형태 현황 – 기존 실태조사 결과 (2017, 2019)

* 자료: 한국상담진흥협회(2017), 상담ISC(2019)

- 기존 실태조사 결과와 문헌을 참고해 심리상담사 노동시장 현황의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 [그
림 6-3-2]와 같음. 이 연구에서는 3차 부문(민간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프리랜서 노동자와,
새로운 영역(플랫폼)에서 업무를 제공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는 사례를 다루었음.

43) 단, 이 수치는 직업상담서비스, 청소년지도, 심리상담 분야 등 상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
치이므로, 실제 심리상담 분야 현실과 차이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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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 심리상담사 노동시장 현황
1차

일터
주된
고용
형태

(대)학교 상담소 (교과부)
공공기관 (관계부처)*
병원 (의료기관)
기업 (영리법인)
정규직
기간제

2차

지역 상담(복지)센터 (여가부)
지역 Wee센터 (교과부)
지역 정신건강센터 (복지부)
(민간위탁)
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3차

사설 기관 및 센터 (사단법인)
종교 시설 (재단법인-종교)
기간제, 시간제
프리랜서

새로운 영역

심리상담 플랫폼 중
계 (네이버 익스퍼트,
트로스트, 마인드카
페)
?

자료: 김종진(2017), 「사회서비스 전문직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공공 정책적 실천의 시사점」, 한국상담심리학회 심포지엄(2017.3.)
재구성

(다) 플랫폼 특성과 변화

○ 고객 주문형 및 인력 중개 플랫폼에서도 ‘심리상담’을 지원하지만, 심리상담사 자격증 인증 절
차를 거쳐 상담 제공하는 플랫폼은 주되게 △트로스트, △마인드카페, △네이버 익스퍼트 등이
있음.
- 트로스트와 마인드카페는 모두 심리상담 전문 플랫폼으로, 운영사에서는 각 플랫폼만 운영하
고 있거나 심리상담 기반 사업을 특화해서 운영함. 하지만 네이버 익스퍼트는 각 분야 전문
가들이 법률․노무․건강․금융/재테크․교육/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간 문의 및 상담 서비
스를 제공함.

<표 6-3-3> 심리상담 주요 플랫폼 개요
운영
업종
설립일
매출액
거래방식
제공 서비스

트로스트
㈜휴마트컴퍼니

마인드카페
㈜아토머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네이버 익스퍼트
㈜네이버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서비스업
1999.06.02.
2016.01.07.
2015.09.30.
(익스퍼트 2019.11 출시)
0 (2016년 기준)
36,345 (2020.06 기준)
상담 분야 및 상담사 선택 → 상담 방식 선택 → 결제 → 상담사-내담자 일정 조율 → 상담
채팅 상담, 전화 상담, (상담사
채팅 상담, 전화 상담,
채팅 상담 (실시간)
제공시) 대면 상담
(직영센터) 대면 상담

○ 심리상담 플랫폼의 주요 특징으로는 고객(내담자)가 요청서를 제출하고, 서비스 제공자(상담사)
가 견적서 및 요청서를 내는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임.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과 경력에 따
라 단가 범위가 정해지고, 상담사가 제공 서비스 및 상담 분야를 등록함. 이용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상담 방식과 분야에 등록된 상담사를 선택하게 됨.
- 즉, 플랫폼은 △상담사-내담자를 연결하고, △방담 방식 및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신 상담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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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상담 플랫폼은 사회적 편견과 이용자의 심리적 장벽, 비싼 가격, 시간과 공간의 제약 등
으로 인해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심리상담사들에게도 내담자를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존 노동시장
에서 더 나아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코로나19 확산은 상담사들로 하여금
비대면 상담의 가능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계기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목해야 할 것은 기존 심리상담사 직업/노동시장이 담지하고 있던 취약점으로, 저소득․
개인 부담 자격 유지 및 교육훈련 비용․4대보험 및 안전망 취약 등임. 정책적 개입을 통해
기존 노동시장의 맹점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계약방식 및 노동조건

(가) 계약방식과 형태

① 사설 기관 및 센터 - ‘프리랜서 위촉’ 계약과 구두 계약 관행
○ 심리 상담사는 통상 석사 학위 취득-상담 자격을 위한 실습(인턴) 과정 거쳐 상담 업무를 시작
하는데, 이를 흔히 유료상담이라고 부름. 자격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하는 상담은 무료 상담
이기 때문임.

[그림 6-3-3] 심리상담사 노무제공 형태 – 민간 센터 및 기업

○ 민간 센터 및 기업은 상담사와 계약을 맺고, 상담사에게 내담자를 연결함. 631, 632, 635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대부분 구두계약을 맺으며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거의 없음
(631 서면 계약 체결). 이는 별다른 계약 없이 상담(실습)을 시작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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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면계약체결 – 연구자 추가)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어요. 서면으로 한 곳은
한 곳 밖에 없던 것 같아요.
Q: 계약을 하실 때 구두로라도 상담비에서 수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으셨나요?
A: 없었어요. 계약한 곳도 근무한 곳들 중에서도 유일했는데 그곳도 협상은 아니었어요.
(632)

○ 한 면접 참여자가 현재 체결한 계약서는 ‘위촉계약서’로, 계약서상 면접 참여자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이며 근로자가 아닌 것이 명시되어 있었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하 바우처 사업)44) 수행으로 인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
우에도,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기존 ‘프리랜서’
계약 관행이 실질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6-3-4> 심리상담사 민간 센터 프리랜서 계약서 – 고용형태
위촉계약서
○○센터 대표자(이하 갑)과 인적용역제공자(이하 을) 간에 다음과 같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기로 한다.
4. 보수
나. 을은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바우처에 의해
불가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4대 보험 가입문제를 처리하기로 한다. (단,
바우처에 따른 4대 보험의 가입 절차에 따른 것일 뿐 4대 보험 가입으로 인하여 을을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라. 을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위촉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갑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② 플랫폼 – 전문 상담사 등록
○ 플랫폼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일반 회원과 구분되는 ‘상담사 회원’으로 등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하는 상담사 회원 자격이 되려면 관련 자격증이나 학력 등의 정보를 플랫
폼에 증빙해야 함.
- 네이버 익스퍼트의 경우 다른 플랫폼과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데, 전문가가 플랫폼에 ‘입점’하
여 상품을 등록하고 제공하는 자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음. 네이버 익스퍼트의 경우 전문
가로 등록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요구되는 관련 자격을 증빙함.

44) 지역별・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하
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사업.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사업으로는
①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②아동정서발달서비스 ③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④인터넷 과몰입 아동청
소년 치유서비스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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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5.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트로스트 계정을 등록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포함한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목적에 따라
상담사 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담사 회원과 일반 회원 모두에게 이 약관이
적용된다.
7. 상담사 회원: 상담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회사의 트로스트
서비스에 등록한 회원을 말한다.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상담사의 등급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나눌 수 있다.

- 트로스트 이용 약관(2020.09.14.)
제2조 (정의)
①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상품”이라 함은 eXpert 서비스에서 전문가가 통신판매하고, 회사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상담, 온라인
클래스 등(이상을 총칭하여 이하 “상담”이라 함) 용역 상품을 의미합니다. eXpert 서비스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전문가가 상품의 판매조건에 따른 최종 작업물을 구매회원에게 제공하는 건당 과금 상품과
전문가가 상품의 판매조건에 따라 유료 상담 채팅 서비스, 온라인 클래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당 과금
상품 등으로 구분됩니다.
2.“전문가”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eXpert 서비스에 입점한 자로서 상품을
등록하여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네이버 eXpert 서비스 전문가 이용 약관(2020.08.19.)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플랫폼의 노무제공 형태는 기존 민간 센터나 기업의 역할을 플랫폼이 대
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프리랜서 위촉 계약이 전문가 등록이 되는 것이고, 센터나 기업이
하는 역할을 플랫폼이 제공하는 것임.

[그림 6-3-4] 심리상담사 노무제공 형태 – 플랫폼

(나) 계약 내용

① 소득
○ 프리랜서 – 상담 1건당 인건비 책정
- 정신건강진흥협회(2017)에 의하면 상담전문가 연간 수입은 1,400만원 이하(54.2%)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상담ISC(2019)에 의하면 상담전문가 10명 중 4명(42.9%)가
2,000만원 이하를 받으며, 10명 중 3명(31.9%)가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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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음.
- 한편, 면접참여자들은 월 평균 소득 밝히기를 꺼렸으나, 631의 경우 200~300만원이며 634
는 적은 달에는 100만원, 많은 달에는 400만원~500만원에 이른다고 응답함. 경력이 쌓일
경우 교육이나 강의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음.
- 인건비는 내담자 상담 1건 기준으로 책정됨. 센터-상담사 인건비 배분은 상담비의
30%(635)~50%(631, 632)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기관마다 인건비 배분 기준이 상이한 것으
로 나타났음. 또한, 이 수수료 기준은 심리상담 플랫폼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됨.

센터마다 달라요. 저는 제일 처음에 만사천원 이고 올라가는 기준도 원장님의 기분 따라.
어느 때는 천원 올려주고 어느 때는 더 올려주고. 센터마다 달라요. 어떤 센터는 위촉계
약서를 써서 올해는 얼마를 준다 쓰면 내년에 다시 계약 할 때 조금 올려주고
(631)
그냥 센터에서 암묵적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근무하다가 상담자의 능력의 상승과 비례
해서 임금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중략) 상담 경력이 오래되고 박사를 따고 필요한
자격증을 따도 상담료가 올라가는 것에 반영이 안 되니까. 제가 개인상담실 운영하는 이
유 중 하나도 센터에서 그것을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632)

- 인건비(상담비)는 상담 분야에 따라 그리고 사업장에 따라 인상 기준과 수수료가 달라 결국
명확한 인건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사설센터와 계약을 맺고 주당 약 25
명~30명의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이 250~300만원 선임.
- 기존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면접참여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는 면접 참여자 대부분이 경력 5년 이상이며 기존 실태조사가 ‘총수입’이 아닌 ‘한 기관에서
의 수입’에 한정해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플랫폼 – 등급과 상담 방법에 따른 단가 형성과 비대면 상담
- 플랫폼의 경우 자체적으로 부여한 상담사의 등급과 상담 방법에 따라서 단가가 형성되는데,
대략적인 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트로스트), 이용권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마인
드카페), 그리고 전문가 재량이나, 전문가 집단이 최저 단가를 자체적으로 협의한 경우(네이
버 익스퍼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심리상담 플랫폼이 지니는 장점은 투명성임. 등록된 상담사마다 가능한 상담 방식과 단가 및
단가 범위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임. 단, 최저 가격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상담사가 상담비
를 지나치게 낮추는 경우가 있음.
- 수익 배분율은 플랫폼 내부 규정을 따르는데, 일부 플랫폼의 경우 상담사에 따라 개별계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약관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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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5> 심리상담 플랫폼 주요 단가 (2020.09.15. 기준)
상담사
숙련도
상
중
하*

트로스트
(수수료 약 50%)
채팅, 전화
대면
최저 5.0
6.0~12
최저 3.0
(최저 이상)
최저 1.5

마인드카페
(수수료 미파악)
채팅
전화
대면
5.0
6.5
직영 센터
4.0
5.5
방문
-

네이버 익스퍼트
(수수료 약 10%)
채팅
전화
상담사 재량

상담사 재량

-

-

* 관련 학력이 있으나, 주요 학회 자격증을 받지 못한 경우
** 50분 기준

채팅이든 대면이든 상담사는 그들에게 한 시간을 써야 해요. 얼굴 보면서 할 때는 비 언
어적인 것도 보이니까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죠. 상담의 질은 낮아지는데 시간은 같고.
채팅의 장점이 대면보다는 가격이 적다는 것을 마케팅으로 했으니까. 하지만 상담사는
더 심리상담이라는 것을 하면서 받는 페이는 적어지게 되죠.
(634)

- 플랫폼에서 주로 제공하는 채팅상담과 전화상담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도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인 상담사에게는 “같은 시간을 쓰는데 가격은 적은” 노동임.
숙련도가 높지 않은 경우, 약 1시간 상담을 한 후 수수료를 제하면 기존 프리랜서 시장 대
면상담에 비해 낮은 인건비를 받게 됨.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플랫폼에는 개인 자격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특정 법인이나 회사 단위로 제휴 맺고 서비스
제공 가능함. 이 경우, 개별 상담사는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와 법인/회사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됨(634).
- 하지만 한 면접참여자는 법인/회사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수익은 적으나
법적 분쟁이나 기타 고충을 해결해줄 수 있으며 보호막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밝힘.

② 고용형태와 노동시간 – 시간제와 프리랜서의 혼선
- A센터는 파트타임 상담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노동시간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음. 급여의 경우 면접 후 경력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됨. 토요일 포함 2일 이상 근
무할 경우, 15시간 이상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 B센터는 가정방문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채용형태는 ‘비상근직 프리랜서’임.
급여수준은 상담1회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음. 계약기간(사업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주당 노동시간 및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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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센터 채용공고

B센터 채용공고

- 민간/사설 센터 계약에서 시간제(파트타임)와 프리랜서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상 센터에서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담 업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
약에는 어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③ 내담자 변경 귀속 금지
- 심리상담 플랫폼에서는 해당 플랫폼 외 타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
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단,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은 후 오프라인
상담이나 기타 기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단 네이버 익스퍼트의 경우 해당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오프라인 상담을
염두에 두고, 비대면 상담을 이용한 후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음(633).
- ○○센터 프리랜서 위촉계약에서도 내담자 변경 귀속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상담사는
퇴사 이후 센터 근방에서 근무하거나 기관을 오픈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겸업 시 센터의
내담자를 타 기관에 변경귀속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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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상담사 회원의 권리와 의무)
15. 상담사 회원은 사전 동의 없이 오프라인 상담이나, 다른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일반 회원에게 심리상담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6. 상담사 회원은 일반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오프라인 상담이나 기타
기관을 추천해줄 수 있다.

- 트로스트 이용 약관(2020.09.14.)
나. 을은 퇴사 이후 근접 지역 5km 내에 관련 타 기관에 근무하거나 비슷한 성격의 기관을 오픈하지
않는다.
다. 만일 본 사업장과 협정 하에 타 기관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본 기관의 내담자를 타 기관에 변경귀속하지
않는다.

- ○○센터 프리랜서 위촉계약서(2020)

④ 내담자 보호 및 상담사 보호 규정
- 심리상담 플랫폼 약관에는 이용자(내담자)와의 상담 내용 비밀유지의무를 포함해 상담사 윤
리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음. 상담사 윤리강령에서는 내담자(이용자)의 복지, 상담 계획
변경 사전 고지 및 정보 요청 권리, 상담 외 목적 위한 내담자 정보 사용 시 내담자 동의
및 신상 정보 삭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심리상담 플랫폼에서는 상담사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있음. 심리상담 서비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상담요청하는 회원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나 경
찰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제11조 (일반 회원의 권한 및 의무)
3. 일반 회원은 심리상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학술적 의문의 해소, 광고,
스토킹, 장난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상담사 회원의 권리와 의무)
3. 상담사 회원은 광고, 브로커제안, 스토킹, 장난 등 트로스트 서비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일반 회원에 대하여 회사 또는 경찰 등 유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8. 의도적으로 상담과 무관한 내용으로 상담을 방해하거나 기타 행위로 상담사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경우
상담사 회원은 '본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 상담을 강제종료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으며, 알림 후 동일한
행위가 재반복되면 상담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상품권은 환불되지 않는다.

(3)

작업조건 및 노동과정

(가) 노동시간과 노동과정 – 숨겨진 노동과정과 과소평가되는 노동시간

○ 정신건강협회(2017)에 따르면 심리 상담사 정규 근로시간은 40-52시간 이하(49.2%)가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비중(31.4%) 역시 높은 편임. 즉, 장시간 노동
과 초단시간 노동으로 양분화 되어있는 양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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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실태조사 결과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임. 첫째, 1곳 이상의 기관에서 겸직
하고 있는 ‘프리랜서’ 상담사의 실태를 확인하기 힘듦. 둘째, 상담사의 노동시간에 노동과정
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임.

[그림 6-3-5] 심리상담사 노동과정 (예)

* 점선: 기관 원칙에 따라 상담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상담 과정은 내담자 배정-상담 준비-상담-상담 보고서 작성으로 이루어짐. 내담자 배정과 일정
조율을 센터에서 담당해, 상담사와 이용자(내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는 곳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상담사에게 일임하기도 함. 또한, 기관에 따라서 회의나 컨퍼런스가 있는 경우도
있음.
- 즉, 심리상담 자체는 50분~60분 소요되나, 실질적인 전후 과정까지 합하면 더 많은 노동시
간이 소요됨.

<표 6-3-6> 심리상담 면접참여자 주요 노동 현황 – 주된 수행업무, 주당 근무일
631
소속

A센터, B센터

주된 수행 업무
내담자
플랫폼 상담
주당 근무일

상담
30명
x
6일

632
C센터,
D센터(센터장)
상담, 교육
25명
x
6일~6.5일

633
E센터(센터장),
기관(시간제)
상담, 심리검사
20명
o
6일~6.5일

634
F센터(센터장),
기관(강의)
강의, 집단치료

635
G센터(시간제)
기관(시간제)
상담

o

x
3일~4일

- 두 개의 기관 통해서 내담자를 만나는 631과 632는 코로나19 이전 기준 주5일~6일 정도
일하고 있으며, 쉬는 날에는 간혹 상담 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한다고 응답했음. 633은 “사실
상 쉬는 날이 없고” 실질적인 상담 시간은 짧으나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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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휴일은?
A: 없어요. 몸을 갈아서 해야 해요. (중략) 야간 상담하고 싶은데 못하고 아이 야간까지
봐주는데 7시 전까지는 픽업하고 그때는 주부의 일을 하고 플랫폼이(연구자 대체) 좋은
게 제가 저녁 9시부터 하거든요. 미리 신청 받아서 온라인 상담을 9시 이후에 하기도 해
요
(633)

- 즉, 이동 및 대기시간을 포함해 심리상담사의 노동시간은 사실상 휴일이 적은 초장시간노동
일 가능성이 높음. 플랫폼 통한 온라인 상담을 할 경우, 자발적으로 일과시간이 모두 끝난
후 밤시간에 온라인 비대면 상담을 하게 됨.

(나) 장소와 작업도구

○ 센터는 내담자 연결과 상담 장소, 그리고 치료 도구(놀이치료) 및 비품을 제공함. 센터장이 상
담 전문가인 경우 내담자가 상담사의 개인 번호를 알지 못하게 하고, 일정 조율 등을 중개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함.
- 상담 장소(상담실) 외에 개인 보고서 작성을 하거나 대기할 수 있는 개별 공간이 제공되는
경우는 발견하지 못함. 이는 ‘상담 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산정하는 경향과 이어지는 것으
로 보임.

(4)

직업선택과 일감 이력경력
,

(가) 직업선택 계기와 경로

○ 통상 유로상담은 주요 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2급)을 취득한 후에 가능함. 자격 시험 위한
공통 요건으로는 △학회 가입 △학회 인증 감독자 감독 하에서의 상담 및 심리검사 실습 경험
△수퍼비전(상담자의 상담수행을 감독 또는 지도하는 활동) △학회 활동 참여 등이 있음.
- 비상담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보편적인 경로는 상담관련 학
사학위 및 석사학위 취득 후 상담 관련 자격을 취득하는 것임. 면접참여자 대부분이 상담
관련 학부를 졸업했고, 모두가 상담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했음.
- 한국상담진흥현회(2017)에 의하면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2급 자격 취득 소요기간은 2.8
년이고, 평균 자격증 취득 소요비용은 약 628만원임. 즉, 상당한 수련 기간과 비용이 요구
되기 때문에 학창시절부터 지망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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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력경력

○ 632를 제외하고 모든 면접 참여자는 상담 관련 석사학위를 수료하거나 졸업한 후 관련 자격증
을 취득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함. 632의 경우 비상담관련 학부를 졸업했으나 상담 관련 일을
하며 석사과정에 진학함.

<표 6-3-7> 심리상담 면접참여자 주요 이력, 경력
자격 취득 전

자격 취득 과정

631

상담 관련 석사

수련 및 실습

632

비상담 학부 졸업 후
상담 경험 → 상담 관 수련 및 실습
련 대학원

633

상담 관련 석사

수련 및 실습

634

상담 관련 석사

수련 및 실습

635

상담 관련 석사

수련 및 실습
아르바이트 병행

자격 취득 이후 –
두 번째 직장
현재
첫 직장
민간 상담 센터 (프리 민간 상담 센터 (프리 민간 상담 센터 (프리
랜서)
랜서)
랜서)
민간 상담 센터 (프리 민간 상담 센터 (프리 민간 상담 센터, 센터
랜서)
랜서)
개설(프리랜서)
관련 분야 공공기관
민간 상담 센터, 센터
(무기계약직)
개설(프리랜서)
관련 분야 별정직 공
민간위탁 기관 상담사 센터 개설 (프리랜서)
무원
학교 상담사(기간제),
민간 상담 센터 (비상
근 프리랜서)

① ‘왜’ 프리랜서인가 –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자체가 열악해서
○ 631과 632는 첫 직장이 민간 상담 센터였고, 이후 계약을 맺은 센터는 변경되었으나 계속 상
담사로 일해옴. 통상 2~3곳에 센터와 계약하고, 주당 20~30명의 내담자를 상담함. 경력과 기
반이 생긴 632는 “센터에 내는 수수료로 따로 공간을 마련하는” 취지로 본인 명의의 1인 센터
를 개소함.
- 633과 634는 석사 졸업 및 자격증 취득 후 공공부문에 취업함. 633은 기관 내에서 전문성
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됐고, 634는 원래 목표가 자신의 센터를 개
설하는 것이었으나 상담사 일자리의 노동환경(저소득)에 많은 회의감을 겪었음.

정규직은 근무여건이 열악해요. 학부 4년, 석사 2년 하고 논문 힘들게 쓰고 병원들어가
서 수련마치고 자격증 하나 땄는데 어쨌든 남들은 4년 졸업하고 일하기 시작하고 돈을
모을 때 저희는 마이너스고 불안정하고 시험은 계속 보는데 정규직 일자리는 적고 있는
것마저도 대우가 낮으니 결국 선택하는 것은 프리랜서거든요. (중략) 그러니까 저희의 전
문성을 인정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그게 안 맞으니까 정규직 자리가 나도 그만큼의 자
격인정이 없다시피 하면 들어가지 않게 되죠.
(633)
월급을 받았는데 공과금 다 빼고 적금 빼고 그러니까 한 달 사는데 쓸 수 있는 돈이 7만
원 남더라구요. 석사채용인데 적게 준거죠. 저처럼 일하는 센터에 사람들은 다 그 정도
받는 상황이죠. 센터는 보통 학사는 채용 안하거든요. 자격요건이 안되니까. 한국상담심
리학회나 상담학회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걸 가지려면 석사여야 해요. 100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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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석사를 하면서 들이는 돈과, 노력과 상담을 하는데 들어가
는 돈도 많잖아요? 그렇게 수련을 하고 했는데 7만원 남으니까. 되게 자괴감과 허무함이
오죠.
(634)

- 즉, 면접참여자들이 프리랜서 일자리를 선택하는 유인은 △직고용된 일자리 근무조건이 열악
하고 △정규직 일자리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② 자격 취득 이전의 경제적 애로사항
○ 635는 석사 졸업 후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 요건을 이수했으며, 면접 참여 시점 때는 자격증
취득을 앞둔 상태였음. 635는 필요 교육에 드는 비용은 충당해야 하고, 아직 상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 자격 취득 요건을 채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었거든요. 자격증마다 비용이 다르고 들어야 하는 교육도
다르거든요. 시간도 다 다른데 일단 제일 큰 것이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하는 상담심리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부모님한테 반을 받고 반은 죽어라 알바를 했어요. 상담
일을 못하니까. 작년에 그래서 알바를 몇 개씩 뛰고 그랬거든요. 인턴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설상담센터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고 거기서 제공되는 사례 같은 것으로 교육을
받아서 1년을 채웠어요. 몸이 많이 망가졌었어요.
(635)

- 입문자는 유료상담을 하지 못하는 관행을 고려했을 때,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상담할
수 있는 플랫폼은 입문자에게 상담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됨.
-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입문자의 인건비 범위는 매우 낮으며,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인건비를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자격 취득 요건 중 하나인 ‘학회 인증 감
독자 관리 하의 상담 경험’에 해당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으로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큼.

(5)

교육훈련과 안전망

(가) 교육훈련 – 자격 유지 위한 과다한 비용 지출

○ 심리상담사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특정 요건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함.
예를 들어, 2급 상담사는 학회에서 인증한 감독자로부터 상담 내용을 관리․감독 받아야 하는데
(슈퍼비전) 1회당 적게는 7만원, 많게는 1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됨.

자격증 하나 따려면 삼천만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수입이 솔직히 적지는 않은
데 교육에 들어가는 돈 따지면 상당히 모자라요.
(631)

- 191 -

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들어야 자격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1급을 하려면
이런 것들의 최소를 하면 몇 천만원이 들어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도 다 다른 이야기에요.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려면 연 회비를 내고
의 교육을 받아야 하죠.
(632)

교육은 항상 들어야
조건들이 있거든요?
면접을 보는데 이것
거기서 하는 최소한

심리상담사는 적게 받아도 중간중간 훈련을 해야돼서 많이 들어요. 그게 다 빚이에요. 빚
으로 가서(슈퍼비전을 할 수 있는 경력과 자격을 쌓아서 – 연구자 추가) 높은 곳으로 올
라간다? 그런 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634)

- 면접참여자(631, 632, 634, 635)는 상담사로 일하며 겪는 주된 고충 중 하나로 지나치게
많은 교육비 부담을 꼽았음. 상담사로서 일하기 위해서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자격을 유
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교육비용을 개인이 전부 부담하는 구조임.

(나) 4대보험 가입 현황과 필요도

○ 심리상담사들은 4대보험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투잡으로 하는 시간제 일자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음(633, 635). 또한, 634를 제외하고 지역가입이나 가족 피부양자로 건강보
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632와 633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중임.

<표 6-3-8> 심리상담 면접참여자 4대보험 가입현황, 필요성 인식
가입 현황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기타

631

x

지역가입

x

x

632

임의가입

지역가입

x

x

x
노란우산
공제

633

임의가입

가족가입

634

유예

유예

635

x

가족가입

직장가입
(전년도
시간제)
x
직장가입
(전년도
시간제)

국민
연금
o

필요성 인식
건강
고용
보험
보험
o
o

산재
보험
△

o

o

o

△

x

노란우산
공제

o

o

x

x

x

x

-

o

△

o

x

x

x

o

x

x

* ○: 필요함 △: 잘 모르겠음, X: 필요없음, -: 파악 못함

-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센터를 운영 중인 632와 633은 노란우산 공제에 별도로 가입 중임.45)
폐업에 대비하고자 하는 차원인데, 고용보험에 대한 수요와 비슷한 것으로 보임.

45)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상
황이 발생하는 경우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
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임(자비스 세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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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상담을 시작한 후 계속 ‘프리랜서’로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631과 632는 고용보험의 필
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음. 상담사는 출산휴가가 없으므로 센터와 계약을 해지하면 경력단절
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을 그만두면 그대로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임.

출산휴가 같은 지원받을 제도를 하나도 못 받는 것. 그리고 결혼준비를 하거나 집을 사
려고 대출을 받고 싶어도 프리랜서는 대출요건이 까다로운데 4대 보험이 들어있으면 어
느 정도 완화가 된단 말이지. 선생님들도 출산을 하면 일을 그만 둘 수 밖에 없는거야.
출산휴가가 없으니까. 센터에서도 1년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새 사람을 고용해야하고.
그리고 지원이 된다면 당연히 가입을 하고 싶죠. (631)
고용보험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랜서 하니까 휴가를 가면 내
수입이 없는 거예요. 이 계약이 내가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약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보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632)

○ 산재보험에 가입한 면접참여자는 없으나, 상담 과정 중 부상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
으며 디스크 등 직업병,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기
도 하는 것으로 파악됨.

내담자가 자살하거나 이러면 되게 오래가요.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면 내담
자의 잦은 자해. 그런 것들이 되게 스트레스 인 것 같아요. (연구자: 어떤 방식으로 극복
하세요?) 다른 선생님께 상담을 받죠. 필요하면 약도 먹고. 저는 그때 그 친구가고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632)
이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디스크가 선생님들이 많
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이나 운동이나 도수치료를 받거나. 저 같은 경우에 상담이 끝
나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632)

(6)

종속성 자율성
,

(가) 종속성

① 경제종속성
○ 면접참여자들은 적게는 2곳, 많게는 4곳의 센터/플랫폼/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일감을 받고 있었
으며,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후에는 개인 명의의 센터를 개업해 독자적으로 내담자를 받음.
이 사실만으로 봤을 때, 심리상담가 경제종속성은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독자적으로 내담자를 찾을 수 있는 경력과 여건을 마련한다고 해도 민간센터나 기관
에서 내담자를 받기도 하며, 이 경우 해당 센터나 기관으로 출퇴근 하기도 함.
- 특히 상담 경력이 짧을 경우 센터나 기관 1곳~2곳에서 내담자를 받는데, 이 경우 다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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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내담자를 찾기 어려우며 상담 장소를 독자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적 종속
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상담사들은 민간 센터와 서면 계약을 맺는 경우가 적어 계약 조건을 협상할 여지가 적음.
경력에 따른 인건비 인상 또한 사용자의 임의대로 결정됨. 개인사업자 등록한 633은 계약 시
협의 가능 여부가 중요한 일감 선택 기준이라고 하지만, 다른 면접참여자들은 사용자가 제시하
는 기준을 거의 그대로 따른다고 밝혔음.

② 사용종속성
○ 상담은 통상 상담 준비-상담-보고서 작성-관리감독(슈퍼비전) 절차로 이루어짐. 관리자가 상담
전문가인 센터일 경우 센터 세미나 및 상담사 회의, 그리고 컨퍼런스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함.
- 이는 상담 업무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절차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는 특정 기관이나 센터에 상담 업무를 제공하는 한 일정 정도의 종속성이 형성될 수밖에 없
다는 것을 방증함.
- 한 민간센터의 경우, 상담사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3일)을 제시하고 휴가 시 보강 원
칙을 명시함. 이는 상담사의 휴일을 최소한도로 보장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으로 일
정 정도의 업무 관련 지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가. 휴가는 연1회 3일 이하로 실시한다. 서비스 제공 중 일 경우에는 30일 전에 내담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기간 내 보강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개인사정으로 인산 휴강 시 최소 2주일 전에 센터와 협의하고 보강을 실시한다
다. 최소 2주일 전에 공고되는 case conference 및 회의,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 행사에는 참여한다
라. 퇴사 시 최소 1개월 전에 기관에 통보하며 인수인계를 명확히 한다

- ○○센터 프리랜서 위촉계약서

A: 그런 것이(상담사 간 회의 – 연구자 추가) 있는 센터도 있는데 저는 없어요. 그런 것
이 있는 센터는 원장이 심리전문가면 회의를 많이 해요. 원장선생님이 다른 치료전문가
면 그런 회의를 잘 안 해요.
Q: 일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것을 선호하나요?
A: 편한 건 없는 쪽. 회의가 있으면 나와 같이 보는 친구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도움
이 되겠죠. 번거롭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유가 너무 안 되니까. 엄마들은 팀처럼
돌아가는 줄 알고 믿고 오는데 사실 상 치료사들끼리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죠.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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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종속성
○ 심리상담 플랫폼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격을 기준으로 상담사 등급이 나뉘나, 별점과 리뷰가 노
출됨. 별점과 리뷰가 상담사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용자(내담자)
의 ‘선택’과 ‘일감’의 양에 영향을 미침.
- 상담사 활동 시간대와 현재 활동 여부가 노출되기도 하고(네이버 익스퍼트), 상담사가 등록
한 일정과 이용자의 일정을 조율하는 경우도 있는데(트로스트) 평균 응답 시간이 노출되거
나 약관 상 “24시간 내 응답” 내용이 있음. 따라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담사는 끊임없이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13. 상담사 회원은 일반 회원의 상담 신청 시점으로부터 최대 24시간 내에 상담방 내의 메시지 등으로
응해야 하며, 지정된 시간 내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별도의 내규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 트로스트 이용약관(2020.09.14.)

(나) 자율성

○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상담사-내담자 간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 온라인
상담이 진행됨.
- 내담자-상담사 간 상담 방식은 상담사가 자체적으로 내담자와 협의하는 것이 원칙임. 또한,
상담 종료 시기 역시 내담자의 상황을 보아 상담사 재량으로 결정함.

상담자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지만 저는 10회기 기준으로 검사를 해요.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는데 10회기 정도면 얼마 하지 않아서 우울지표가 아직은 높게 나와요. 그러면 좀
더 해야 할 것 같다 이러거나 점점 회기가 지나면서 지표 보면서 내담자와 협의를 하죠.
협의 하에 종결 시점을 정하고 있어요.
(633)

(7)

부당대우 및 차별

○ 심리상담사들은 내담자로부터의 폭언, 폭행을 겪기도 함. 상담 과정에서 겪는 갈등으로 수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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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고, 이에 대한 대비나 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다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견
되기도 함. 하지만 직업 윤리로 인해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가시화되는 것으로 파악됨.
- 면접참여자들이 직접 밝히진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여성 상담사가 겪을 수 있는 안전 문제도
제기됨.

클레임 받을 때? 우리도 사람인지라 어떤 사람이랑은 라포 형성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안맞는데 때로는 이 과정을 견디고 지나야 하는데 부모님들은 그걸 견디
지 못하고 클레임을 걸거는 상황이 있는데 내가 견디기 가장 힘들었던 컴플레인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대기실에서 내가 좋은 선생님 넣어달라고 했는데 저 선생님은 아닌 것 같
다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 다 듣는 곳에서. (631)
여성 상담사가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갔는데 남성이 자신의 성문제를 호소한다면서 상담
해달라고 하면 혹시 모를 위험이 있잖아요? 그걸 지킬 것은 없고 프리랜서라 고용보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안정성만큼 안전도 담보로 놓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이코드라마는
더 역동적이라 선배들 중에서는 내담자에게 목도 졸리고 멱살도 잡힌 적이 있어요.
(634)

○ 서면계약 미체결로 인한 ‘자연스러운’ 해고 문제가 있음. 또한,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
에 단가가 사용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상황 또한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는 결국
표준계약 내지는 가이드라인의 미비에서 온 것으로 파악됨.

계약서가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해고가 되는? 그냥 다른 사람 구한다고 채용공고 뜨
고. 기분이 나빠지죠
(633)

(8)

이해대변 특징 및 정책과제

(가) 이해대변

○ 자격증을 발급하는 주요 학회들이 있으나, 상담사의 의견 개진이나 고충 해소 등 이해대변단체
로서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근로조건 개선 위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창구
가 아직까지는 미비한 것으로 파악됨.
- 면접참여자들은 이해대변 단체와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개별화
된 노동조건과 엄격한 전문성으로 인해 목소리가 모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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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과제

○ 근로감독
- 면접참여자를 통해 상담센터-상담사 간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하 바우처 사업)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사회보험 가입을 보
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나. 을은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바우처에 의해
불가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4대 보험 가입문제를 처리하기로 한다.
(단, 바우처에 따른 4대 보험의 가입 절차에 따른 것일 뿐 4대 보험 가입으로 인하여 을을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 ○○센터 프리랜서 위촉계약서

- 즉,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바우처 사업 기관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이 필요함. 바우
처 사업 운영 기관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가입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하
지만 한 면접 참여자의 경험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관행을 따라 이를 피하고 있음.
- 이는 결국 민간 영역 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의 노동시간 실태조사의 필요성과도 연계됨. 상
담사의 노동시간은 ‘상담 시간’에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는데, 준비 및 보고서 작성 시간을
포함한 노동시간 측정, 업무의 상시성 판단 통해 상담사의 노동자성 인정이 필요함.

○ 표준계약(단가) 마련과 서면계약체결 정착
- 면접참여자들은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노동조건이 센터나 기관에 따라
다르며 상담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했음.
- 암묵적으로 형성된 수수료(30%~50%)는 파악이 되나, 상담사들은 타 상담사나 기관의 노동
조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실정임.
- 즉, 아동 상담, 청소년 상담, 성인 상담 등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단가) 지침 마
련과 서면계약체결이 정착될 필요 있음. 현재 심리상담사들에게 강하게 적용되는 규정은 관
련 학회의 윤리규정인데, 상담사를 위한 표준계약에는 상담사 권익보호와 안전 보장 문제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교육비 지원
- 심리상담사들은 자격 유지 위한 교육비를 온전히 개인이 부담하고 있음. 면접참여자들은 모
두 교육비 개인부담으로 인한 실질적 소득 감소를 호소했음.
- 이는 자격증이 민간(학회)에서 발급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해당사자 단체(학회)와
의 협의를 통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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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함의
(가) 요약

○ 심리상담사 노동시장 및 경력 특성
-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규모가 더 크며,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음. 또한, 고
용형태 특성은 시간제 및 프리랜서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심리상담사는 통상 석사학위 취득-상담 자격을 위한 무료 실습(인턴)과정 및 자격 취득 과정
을 거침. 구두계약 관행은 이 경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임.

○ 소득과 노동시간
- 심리상담사의 인건비는 상담 1건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통상 30~50%의 수수료를 떼는 것으
로 파악됐음. 센터 및 기관마다 인건비 배분 기준이 상이하며, 경력이나 자격에 따른 인건비
인상 여부 역시 불투명함. 한편 심리상담 플랫폼의 경우 자격/경력/고객 별점 등을 기준으
로 인건비 범위를 다르게 두고 있음.
- 심리상담사 채용공고와 면접조사 결과, 그리고 기존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심리상담사의
노동시간은 ‘상담 1건’을 중심으로 인정이 되어 실질적인 노동시간이 과소측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됨. 면접참여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6일 일을 하고 있었음.

○ 교육훈련과 4대 보험
- 심리사담사는 자격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비용을 모두 개인이 부담하고 있었으며, 4대 보험
역시 마찬가지임. 투잡으로 하는 시간제 일자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를 제외하면, 면
접참여자 대부분이 건강보험만 가입하고 있거나 국민보험 임의가입 상태였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노란우산공제에 든 것으로 파악됐음.

○ 종속성과 자율성
- 상담사가 독자적으로 내담자를 찾을 수 있는 경력과 여건을 마련하기까지, 실질적으로 2
곳~4곳의 센터/플랫폼/클라이언트를 통해 일감을 받고 있었음. 또한, 상담사들은 계약 과정
에서 계약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경제적 종속성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 상담 기법, 상담 종료 시기, 내담자와의 일정 조율 등은 상담사 자율임. 단, 센터에 따라서
센터 주최 회의나 세미나,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의 질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평가됨. 특정 기관이나 센터에 상담 업무를 제공하는 한 일정 정도의 종속성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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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방증함.

○ 이해대변과 정체과제
- 현 시점에서는 상담사들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만한 의견개진 통로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
됨. 현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이해대변단체에 대한 요구도 역시 함께 파악됨.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관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단가) 마련과
서면계약체결 정착, 그리고 자격증 유지 위한 교육비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 코로나19의 영향

○ 코로나19의 여파와 비대면 상담에 대한 재고
- 심리상담은 주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바, 면접 참여자 중 대부분이 코로나19 여파를 크게
경험함. 대부분 수입이 10%~50%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강의 또한 줄어들었다고 함.
- 단,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 통한 비대면 상담을 하게 되거나(633), 향후 비대면 상담
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면접 참여자들이 있었음.

○ 하지만, 비대면 상담의 방식과 단가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와 재고가 필요함. 앞서
언급했듯, 비대면 상담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싸고 진입장벽을 낮춰주지만” 상담사 입장에서는
“비언어적 표현을 읽을 수 없고 고위험군 환자가 많으며, 투여되는 시간은 똑같은데 단가는 낮
은” 방식이기 때문임.

(다) 일의 전망

○ 심리상담사 전망
- 면접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산업의 전망은 밝으나 일자리 전망은 밝지 않다”고 보고 있음.
상담의 진입장벽은 낮아지고,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이지만 민간 자격증에 머무르고, 이해대
변단체가 없는 한 기존 노동시장 관행이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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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새로운 노무제공형태 실태와 특징 - 창작
1. 뉴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1) 조사 개요
(1)

뉴미디어 산업 관련 현황

○ 뉴미디어 산업 종사자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분류
- 온라인/웹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업무 종사자(이하 뉴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은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세분류 28391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가까움. 이
는 분류체계상 세분류 2839 ‘기타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원’에 속함.
- 세세분류 28391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란 1인 또는 소규모 집단이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MCN, 다중채널네트워크)에 업로드하
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를 말함. 영상 콘텐츠를 기획ㆍ구성하고 촬영ㆍ편집 등 제작하며,
직접 출연하는 경우도 많음.

○ 뉴미디어 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
-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시 추가된 반면, 아직 뉴미디어 산업의
경우 이러한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할만한 산업코드가 분류되지 않음.
- 뉴미디어 산업과 가장 관련 있는 산업으로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분류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에 가깝고, 세세분류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과도
관련이 있음.
-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은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애니메이션 영화,
광고 영화, 방송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
업’은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위성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으로, 위성 방송, 인터넷 방송, IPTV 방송, 보도중심
전광판 방송 등이 포함됨.

○ 관련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수는 <표 7-1-1>과 같이 지난 7년간 꾸준히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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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뉴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관련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수
(단위: 천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업분류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283)

67

71

76

76

81

89

88

산업분류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 50

47

53

60

56

73

71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상반기)

(2)

사례선택 이유

○ 미디어 산업의 구조변화와 뉴미디어 산업의 태동
-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참여·개방·공유 기반으로의 웹(web)의 진화에 따라, 실시간 개인
방송 및 동영상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콘텐츠 소비방식 또한 개인 맞춤형 중심의 동영상 콘
텐츠, 온라인 플랫폼 및 모바일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음(이승렬 외 2018).
-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유튜브, 아프리카TV, 네이버, 인스타그램 등의 동영상 플
랫폼에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함. 이에 따라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
에이터 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창작자를 연결하는 중개자로서 MCN 사업자
들이 등장하였음. 이러한 온라인/웹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디어 시장이 확대되자, 정
통 미디어라 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도 모바일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시작함.

○ 뉴미디어 일자리의 직무 및 구직방식, 고용형태
- 직무: 뉴미디어 산업의 콘텐츠 제작 일자리에는 촬영 및 편집, 자막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인력들이 존재함.
- 미디어잡 등 방송 관련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현재 유튜브/동영상 촬영 및 편집, 콘텐츠 기획
/운영, CG, 자막/문자발생, 동영상 콘텐츠제작 등의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구인 공
고가 올라와 있으며, 고용형태는 프리랜서, 계약직 등 다양함.
- 뉴미디어 산업 일자리에서의 일감 구하는 방식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감을 의뢰받기도 하
고, 개인 크리에이터가 플랫폼 내 자신의 채널을 통해 구인공고를 내거나, 미디어잡 등 구인
구직 플랫폼 및 크몽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일감 구하는 방식에 따라 고용계약 또는 위탁계약 등 계약의 형태 및 노동조건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됨.

○ 이러한 편집, 촬영, 자막, PD등의 직무는 전통적 미디어에서도 유사한 직종이 존재하나 그 고
용형태 등 노동실태는 더 불안정한 것으로 짐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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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새로운 미디어 시장에 종사하는 인력의 정확한 규모나 노동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
사 및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단계임. 관련하여 이승렬 외(2018)의 연구에서 1인 미디
어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음.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만 조사에 포함되고 있으나, 새로운 미디어 산업에는 보다 다양한 불안정 노동자
들이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무함.
-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MCN 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은 많은 1인 미디어 크리에어터들은
자신의 채널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편집자 등을 모집하는 경우도 상당하여, 다양한 계약방
식 및 고용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미비할 것으로 짐작됨.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승렬 외
(2018)에서도 국민연금 가입률은 67.5%였으나 과반수는 본인의 별도 주업에서 가입이 되어
있었으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률은 각각 42%, 46%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가입
되지 않았음. 따라서 건강보험(80.9%)을 제외하면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보
기 어려움.
- 이러한 측면을 종합할 때, 온라인/웹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디어 노동실태 및 사회
적 보호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더욱 필요함.

(3)

조사방법

○ 연구대상: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웹 플랫폼 기반의 영상 미디어 콘텐츠 제작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
- 고용/근무형태의 경우, 프리랜서,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관련 용역/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자 또한 포함함.
- 직무: 영상편집, 자막/CG, 촬영/촬영보조, 영상기획/연출, 작가 등

○ 면접방법
- 인터뷰는 1대1 심층면접의 방식으로 진행됨. 면접자의 업무공간 또는 거주지 근처 카페 등
면접자가 선호하는 장소와 시간에 연구자와 만나 면접을 진행하였음. 면접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접의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고 녹음하였음.
- 본 연구는 반구조화된 면담방식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질문지를 기초로 자료를 수집하였음. 또한 연구자는 간단한 사전 전화 면접을 통해 면접자
의 노동이력 및 고용형태, 직무 내용 등 노동경험에 대한 기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뉴미디어 산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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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통 질문지를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진행함. 이후 면접 질문
지는 면접을 진행하며 뉴미디어 일자리의 상황에 맞게 계속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
료가 포화될 때까지 면접을 진행하였음.

○ 면접자들의 인적 특성은 아래와 같음.

<표 7-1-2> 뉴미디어 산업 면접자 인적 특성
분야 장르

직무 경험

고용형태
전업/부업

노동이력
경력

플랫폼
활용유형

연령대

성별

소득
수준*

가입
수수료

711

웹드라마

영상 제작 전반
지원(제작실장,
기획, 연출,
촬영, 편집)

프리랜서
부업

2017년~

유튜브,
네이버

30대
중반

남

월
100-150

없음

712

예능,회사
홍보물,
행사스케치
영상

영상 촬영, 편집

프리랜서
전업

2018년~

유튜브

30대
초반

남

월 200

없음

유튜브

20대
후반

여

월 250

없음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30대
초반

남

월
100-150

없음

ID

713

정부/공공
기관
콘텐츠

영상 편집,
자막/CG,
그래픽 아티스트

용역업체
근로계약
전업

2017년
여름~
(현재
회사
근속기간
약 9개월)

714

예능,
정부/공공
기관
콘탠츠,
디지털용
광고 영상

영상 기획,
연출, 작가

자영업(현)
프리랜서
부업

2015년
6월~

*주) 소득수준은 월평균으로 면접자들이 환산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부업인 경우 해당 외주/프리랜서 일감에 대한 소득으로 기재함.
(단위: 만원)

2) 사례조사 결과 분석
(1)

산업 및 시장 환경 변화

○ 모바일 미디어의 개인화와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변화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참여·개
방·공유 기반으로의 웹(web)의 진화에 따라 미디어 산업 및 콘텐츠 소비방식 또한 변화하고
있음(이승렬 외 2018; 이성근 외 2016).

○ 실시간 개인방송 및 동영상 플랫폼이 활성화 및 다양화되고, 콘텐츠 소비방식 또한 개인 맞춤
형 중심의 동영상 콘텐츠, 온라인 플랫폼 및 모바일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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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렬 외 2018; 이성근 외 2016). 모바일 동영상을 송출하는 플랫폼은 다양화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한국 모바일 동영상 앱 사용시간 점유율 1위는 ‘유튜브’인 것으로 파악됨.
- 작년 5월 한달 간 전국 33,000명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조사를 실시한 와이즈
앱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영상 플레이어/편집기’로 등록된 모든 앱들의 총 사용시간 중
88%를 유튜브가 점유하였으며, 2위는 틱톡(2.4%), 3위는 아프리카TV(1.9%), 4위는 옥수수
(1.9%)였음(와이즈앱 2019.06.18.).

○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아프리카TV, 네이버,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함. 이에 따라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창작자를 연결하는 중개자로서 MCN 사업자
들이 등장하기도 하였음. 뿐만 아니라, 전통 미디어라 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도 디지털
스튜디오/브랜드를 런칭하고 모바일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하는 등, 뉴미디어 산업의 규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

(2)

계약방식 및 노동조건 소득
(

)

○ 고용형태
- 뉴미디어 산업 종사자의 고용형태는 직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먼저, 총괄PD,
감독 등 연출계열의 핵심 인력은 제작사에 직접 고용된 인력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음. 그러
나, 연출 관련 직무 중에서도 조연출과 같이 헤드급 외 인력은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됨.
- 촬영, 조명, 녹음, 미술, 분장, 의상 등을 담당하는 제작인력 또한 프리랜서/자영업의 형태로
일함.
- 그밖에 근로계약을 맺기도 하는 직무 중 하나로 편집 업무가 있음. 편집 업무의 경우 외주/
프리랜서로 많이 활용되지만, 용역/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로도 고용되고 있음.
- [그림 7-1-1] 및 [그림 7-1-2]는 미디어잡에 올라온 관련 구인공고로, 편집 및 촬영, PD 등
의 업무에 대한 구인공고가 올라오고 있으며, 고용형태는 프리랜서 및 계약직 중심이나, 일
부 정규직 공고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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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1] 뉴미디어 산업 – 구인공고 예시 (프리랜서)

*출처: 미디어잡(2020.09.19.)

[그림 7-1-2] 뉴미디어 산업 – 구인공고 예시 (계약직)

*출처: 미디어잡(2020.09.19.)

○ 계약방식
- 프리랜서/자영업의 경우 개인단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
기도 함. 또는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팀을 구성하여 팀의 대표 한 명만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계약체결 없이 일하는 경우도 많음.
- 프리랜서/자영업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주된 거래처는 제작사(프로덕션), 정부/공공기관, 민
간기업 등이 있음. 각각에 따라 다양한 영상 콘텐츠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예를 들어 예능
및 웹드라마의 분야에서부터, 정부부처/공공기관의 정책/기관 홍보 등의 목적, 민간기업의
디지털용 광고영상, 행사스케치 영상 등을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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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기업: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인스타그램 등
- 계약을 미체결 하는 경우는 ①자주 일하는 지인을 통해 일감을 얻은 경우나, ②기획, 촬영,
편집 등을 팀으로 작업하며 기획자/대표자 1명만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팀
원들은 계약 체결 없이 일하는 경우가 파악됨.
- 이런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면접자들은 ①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에, ②신뢰관계가 있기 때문
에, ③관습적인 것 등으로 답변하였음. 그러나 네트워크를 통해 프리랜서 일감을 구하는 다
른 산업에 비해서도 계약 미체결 현황이 빈번한 것을 고려할 때, 표준계약 관행의 정착이
필요함.

○ 단가 및 계약기간, 소득수준
① 보수지급 및 단가
- 보수는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현장 제작 인력의 경우 기본 보수는 일당을 기준으로
회차계약을 하는 방식임. 일당의 경우 경력에 따라 편차가 심하고 나이트촬영의 포함 여부
와 관계없이 일당 10~15만원선에서 계약하는 경우에서부터, 평균 20만원 수준의 일자리가
있음 (예: 회차당 20만원, 총 4회차 계약 = 80만원).
- 편집, 작가, 연출 직무 프리랜서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됨.
대체로 위탁계약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가 편집자를 구하는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나 월급(고정급)을 지불하는 형태로 계약하고 추가로 인센티브
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크몽을 통한 편집 일감의 경우, 1분~3분 내의 짧은 영상 기준 작업일 3일 이내의 단기 작
업 일감이 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일감의 내용에 따라 단가 수준은 다양하나,
“미친 가격” “저렴한 편집” 등 낮은 단가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음.
- 크몽에 올라오는 영상 편집 업무의 주요 내용은 원본 동영상 흐름에 맞게 편집 및 배경음악
삽입, 자막 및 로고삽입, 색보정 등, 기초 편집 일감이 주로 확인됨. 이에 대한 단가는 1분
이내의 영상 편집 업무에 대해 단가 3~5만원의 일감이 형성되어 있으며, 3분 내외의 홍보
영상 기준 10만원 등 다양함(수정횟수 2회). 자막만 삽입하는 경우, 영상 1분 기준 단가 만
원(6분부터 분당 5천원)등 영상 분량을 기준으로 단가가 책정되어 있음.
- 크몽의 수수료는 주문 1건의 ‘최종 구매 확정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됨(아래 <표7-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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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3> 뉴미디어 산업 – 플랫폼사 크몽의 주문당 수수료율
수수료율
20%
12%
6%

적용구간
1원 ~ 500,000원
500,0001원 ~ 2,000,000원
2,000,001원 이상

②계약기간
- 웹드라마/웹예능의 경우 소규모 예산으로 제작되어 프로덕션 기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1
주일 정도 요구되는 일자리도 많으며, 평균 1-2달, 최장 6개월 정도 하나의 프로젝트와 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 크몽 플랫폼을 통한 편집 일감의 경우, 1~3분 내의 짧은 영상 기준 작업일 3일 이내의 단
기 작업 일감이 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됨.

③소득수준
- 면접자들은 전업 프리랜서의 경우 월 200만원, 부업(겸업)으로 하는 경우 월 평균 100-150
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 월 250만원(연봉
3000만원, 편집자)으로 응답함.

○ 시장구조의 변화와 노동조건
- 뉴미디어 산업의 시장규모와 관련하여, 민간기업 및 정부부처/공공기관에서도 계속하여 유튜
브 콘텐츠의 수요가 증대된 부분이 있음. 또한 최근 드라마 시장에서도 뉴미디어 부문의 예
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웹드라마), 1인 미디어 시장 또한 확대됨을 고려할 때 시장 규모
가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제작예산 규모의 확대는 일부 노동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나, 아직 뉴미
디어 부문의 현장 제작인력의 경우 산업 내 경력 사다리가 모호한 상황에서 불규칙성이 높
은 업무를 수행하며 불안정하게 일하고 있음.
- 또한 수요의 증대와 함께 공급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단가를 표준화하기 어려운 특성 및 산
업 내 전반적으로 표준계약 정착이 미비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수요의 증가가 외
주/프리랜서 인력의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특히 크몽과 같이
플랫폼을 경유하는 경우 더욱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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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조건 및 노동과정

○ 작업도구
- 촬영장비 및 기타 도구들 지원이 열악함. 프로덕션에서 구비한 기본 장비/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고가의 장비는 추가로 렌트하거나, 저가의 도구는 개인적으로 마련하기도 함.
- 특히 프리랜서, 촬영 직무의 경우 변화하는 기술의 흐름에 따라 계속하여 새로운 장비에 대
한 교육훈련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임. 그러나 새로 나온 고가의 장
비들의 경우 개인이 알아서 사용해보고 배워야하나, 전속적으로 같이 일하는 팀에서도 이러
한 것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노동장소
- 촬영, 제작지원의 경우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촬영 스케줄에 따라 촬영 현장에서 근무함. 프
리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 단계에도 참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제작사 사무실 또는
업무를 수주한 도급업체 사무실 등에서 작업을 진행하기도 함.
- 편집 업무의 노동장소는 프로덕션 편집실(상주형)이거나 재택근무/자유형인 것으로 나타남.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편집실에 상주하여 근무하며, 프리랜서의 경우
에는 재택근무 등 자유형이거나 제작사 편집실을 오가며 편집하기도 함.

○ 노동시간
- 프리랜서들은 전반적으로 주말 구분 없이 매일 일한다고 응답함.
- 촬영, 제작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시간이 촬영스케줄에 따라 불규칙하며
야간촬영 및 편집 등 심야노동도 수행함.
- 편집 프리랜서는 출퇴근 시간의 구속은 없으나, 사실상 심야노동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
로 나타남.
- 근로계약을 체결한 면접자의 경우 현재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고 있으나 이전 회사에서는
주말 출근, 새벽 퇴근 등 장시간 노동을 하였다고 응답함(편집).

한참 걔네 진짜 막 굴릴 때는 또한 새벽 6시 콜인데 다음날 4시에 끝나고. 그리고 그 다
음날 10시 콜. 그러면 중간에 그냥 뭐 어디 잠깐 자고 눈만 붙이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돌린다라고 했을 때 연출제작팀은 그거보다 더 먼저 나와야 되고, 더 늦게
끝나거든요 .. 저 한번은 진짜 제가 막 나 도저히 더는 못한다. 딴 사람 불러달라. 이거
는 이렇게 도저히 못한다 그랬더니 돈을 더 줬죠. 그 PD는 아는 사람이니까. (711)

○ 노동과정
- 콘텐츠 장르 및 직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노동과정을 가지나, 콘텐츠 제작의 과정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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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촬영-편집-납품의 과정을 거치는데, 전 과정에서 발주처와의 컨펌 및 피드백을 받음.
- 특히 새로 태동하는 산업임에 따라 노동 과정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 업무에 대한 이해가 낮
은 발주처나 고용주와 일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작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존재함. 기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종류, 편집을 위해 사전 결정이 필요한 요소, 편집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업무를 의뢰 및 요구하거나, 무리한 수정을 요청받는 일이 많아
업무 스트레스로 이어짐.
- 또한 업무관계의 측면에서 종사자들은 영상을 발주한 기업/프로덕션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컨펌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상의 출연자가 있는 경우 출연자 또는 그 기획사에도 영
상을 보내서 확인을 받아야 함.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업무관계 내에서 의견을 조율하여
작업을 수정해야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오는 수정 피드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함.

발주한 기업이 있을 거고, 회사가 있을 거고, 이 회사에서 이런 기획 같은 거, 예능 찍을
때 봐라. 그럼 출연자를 또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 그럼 개그맨 기획사가 있을 거 아니
에요 .. 1차 편집본을 여기도 저기도 보내야죠. 여기도 얘네 입장, 저기도 입장이 있으니
까 수정해주세요. 수정해주고, 그럼 보내면 얘네는 얘네가 수정해 달라는 거 모르잖아요.
이거 왜 수정. 계속 반복돼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래서 제가 편
집 안 하는 거예요. 촬영만 하고, 1차까지만 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거는.
(712)

(4)

직업선택과 일감 이력경력
,

○ 직업선택의 계기 및 배경
- 뉴미디어 산업의 종사 배경은 크게 3가지로 나뉨. 첫째, SNS, 동영상 플랫폼의 성장에 따라
취미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던 것이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득을 창출하
는 일자리가 된 경우가 많았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가 가장 많았으며, 영상 기
획, 촬영, 편집 등 영상 콘텐츠 제작이 “재미있어서” 취미로 또는 부업으로 조금씩 시작하였
던 것이 일로 발전하였다고 진술함. 이 경우 업무 범위의 측면에서 영상 제작 직무의 전반
을 경계 없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예: 촬영 및 1차 편집, 기획 및 제작 전반, 기획 및
편집 등)
- 둘째, 영상미디어 관련 전공 이수 후 업계에 취직한 경우임. 이러한 경우에는 직업 탐색 시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이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여, 프리랜서 보다는 계약직이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를 선호함.
- 마지막으로, 전통적 영상 산업의 불규칙한 업무 스케줄 및 소득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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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뉴미디어 산업 일자리에 종사하기도 함. 이는 영화 산업 등 인접 영상 산업 종사
자의 경우 촬영 및 제작이 진행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소득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부업이 필
요하였으며, 뉴미디어 산업에서는 일감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부문에서 부업을 하게 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진술함.

○ 일감 구하는 방식
- 프리랜서 일자리는 대부분 개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업무를 받게 됨. 여기서의 네트워크는
제작사의 아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 이 전에 업무 관계를 맺은 발주처가 다시 업무를 맡기
는 경우도 있음. 일을 하던 사람들하고 팀으로 같이 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일감을 구하
는 과정 없이 팀이 수주한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기도 함.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
사가 수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
- 프리랜서의 경우 직접 정부/공공기관, 민간기관 입찰에 참여하여 일감을 얻는 경우도 있음.
반면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이트에 올라가있는 동영상 작업물을 보고 직접 일감 의
뢰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함.
- 가끔 영상 제작 관련 업종 내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카톡방)에 외주 일감 및 근로계약 관련
구인공고가 올라오기도 하나, 경력이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해당 경로로는 일감을 잘 수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신입 등 경력이 낮은 경우 이러한 경로로 일감을 얻기도 하나,
이 경로로 얻은 일이 가장 노동조건이 열악하다고 진술함(저임금).
-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경우 자신의 채널을 통해 직접 편집자를 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맺으나 월급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또한 크몽 등 플랫폼 기업을 통해 편집 일감을 의뢰하
는 경우도 있으나(예: Vlog 1개 편집 등), 연구참여자들은 이 경우 계약조건이 천차만별이
며 노동조건이 낮은 편이라 보통 대학생 등이 아르바이트 식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응답함.

○ 이력경력
- 새롭게 생기고 성장 중인 산업임에 따라 업종 내 공식적인 업무레벨/등급/자격의 구분은 없
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다만 조사결과, 연출 등 제작 내 핵심 직무의 경우(PD, 기획 등), 제
작사 내에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중이 타 직무 대비 높으며, 이 경우 이 전 작품 및
참여경력이 비공식적으로 연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함. 이처럼 뉴미디어 일자리가 웹의 진화
및 기술 발전에 따라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력형성에 있어 여전히 전통적 미디어 산업
처럼 지역적, 개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 업무수행에서의 면대면 관계가 매
우 중요하게 부각됨(강익희 이용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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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밖의 제작인력에 대해서는 아직 업종 내 경력 사다리 등 경력 발전의 경로가 뚜
렷하지 않음. 그 과정에서 20대 초반의 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소모되다가 산
업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내부에서도 경력 및 숙련의 증가가 노동조건에 반영되는 시스템
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측면이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으로 작동하기
도 함.

(5)

교육훈련과 안전망

○ 교육훈련
- 플랫폼/에이전시 측으로부터 교육훈련이 제공되는 것은 없으며, 협회 등 당사자 대변 조직도
존재하지 않아 이로부터 제공되는 교육훈련 제도가 부재함.
- 그러나 변화하는 촬영장비/기법, 영상(편집) 트렌드 등에 대한 자기계발이 요구되어 이러한
부분을 서적, 유튜브 독학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촬영의 경우
새로운 촬영장비나 촬영기법의 습득이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
비 사용 경험을 할 수 있을 때 페이를 적게 받고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음.

○ 사회보험
- 앞서 지적하였듯이 뉴미디어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거
의 진행되지 않은 단계임. 관련하여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승
렬 외(2018)의 연구46)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률은 67.5%였으나 과반수는 본인의 별도 주
업에서 가입이 되어있었으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률은 각각 42%, 46%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가입되지 않았음. 따라서 건강보험(80.9%)을 제외하면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본 연구의 면접자들 또한 프리랜서는 대체로 건강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으며, 고용보험은
모두 미가입함. 근로계약을 맺은 참여자 1명(편집자)만 4대보험 가입이 되었으며, 이 경우
실제로 사회보험 및 내일채움통장 지원 등의 안전망 여부가 현재 일자리 형태를 선택한 유
인이라고 응답함.
- 이러한 사회안전망 미비는 특히 미디어 콘텐츠 제작 산업의 경우 현장 제작인력이 있는 부
문인 만큼 산재보험이 더욱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움.

46) 이승렬 외(2018)의 연구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뉴미
디어 산업에는 보다 다양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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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이들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감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소득 불안정성은 매
우 높으나 적용 가능한 소득보장제도가 부재함.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년도에 일감
감소로 인해 이전 대비 90%까지도 소득이 감소한 참여자도 있으나, 실업급여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아둔 돈으로 버티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이러한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뉴미디
어 산업 프리랜서 인력에 대한 고용보험 등 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함.

(6)

종속성 자율성
,

○ 경제종속성
- 촬영, 제작지원, 편집 등의 경우 촬영 스케줄 등 업무 특성상 한번에 1개 이상의 업무를 병
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체로 한 번에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파악됨. 따라서 경제종속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음.
-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 가능성은 개별 노동자의 경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경력이 있거나
부업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경제 종속성이 낮음. 이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감을 구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감을 구하는 방식에서부터 계약조건의 협의가능성이 보다 높
은 형태임.
- 그러나 경력이 낮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스스로 일감을 찾아야하고, 이런 일자리들의 경우 보
수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저임을 수용
하고 계약조건의 조율이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종속성이 높은 수준임.
- 근로계약의 형태로도 자주 활용되는 편집업무의 경우에는 전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임.

○ 사용종속성
- 프리랜서 인력의 경우 복장, 태도 및 친절 등에 관해서는 적용받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자
율성이 존재함.
- 그러나 촬영현장에서는 연출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현장에 발주처 담당
자가 나와서 당일 직접 작업 내용을 수정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의 노동
통제가 이뤄지는 등 사용종속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편집 단계에서도 최종 납품 전 가 편집본을 프로덕션 외에도 출연자 소속사에
게도 이중의 컨펌을 받아야 한다거나, 양측에서 상시적인 수정요청이 들어오기도 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정기적인 피드백 및 수정 등의 지시명령을 받음.
- 그러나 이 과정이 모두 종료되어 납품이 완료될 경우 이후에 해당 작업물에 대한 별도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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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표/체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기술종속성
- 온라인/웹 콘텐츠 기반 영상 미디어의 경우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비됨. 대표적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TV/라이브 등의 플랫폼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
의 기술적 환경에 따른 업무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보통 유튜브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들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도 약간의 가공을 거쳐 업로드 되기도 하고, 네이버용으로 제작되
는 오리지널 컨텐츠의 경우에도 유튜브 등으로 동시 업로드가 되는 추세임. 따라서 플랫폼
의 종류에 따른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의 편차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기술종속성은
크지 않음.
- 프리랜서의 경우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은 개인 소유의 것을 활용하며, 고가의 촬영장
비의 경우 렌탈하기도 함.

(7)

부당대우 및 차별

○ 계약 미체결 관행과 저임금 일자리
- 앞서 지적하였듯이,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의 경우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넘어,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빈번한 상황임. 특히 일감의 체결이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미디어 환경의 구조변화에 따라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
과 업무숙련도를 가진 노동자들이 있고, 업무를 맡기는 클라이언트의 유형 및 연령대 또한
다양한 상황임. 예를 들어, 개인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에서부터 다양한 규모의 민간기업,
정부/공공기관 등 다양한 개인 및 집단에서 업무 수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시장 내
표준가격과 경력 사다리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임금수준의 폭이 넓은 편
이며 젊은 연령대일수록 저임금 업무를 받아들이는 경향도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다중적 업무관계와 무리한 수정요청
-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업무관계 내에서 충돌하는 수정의견을 조율하여 작
업물을 수정해야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 피드백을 주는 주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오는 수정 피드백으로 인하여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의 경계
가 없으며 항상 “대기조”와 같은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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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스트레스(에요). 대기하고 있는 느낌. 수정은 언제 하나. 놀러가도 되나? 촬영 없
나? 항상 이런 생각… 일단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5분대기조죠. 술도 편하게 마시러 못
가고.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놀고 있는데 밤 11시에 수정해주세요 이러니까. 해요 정말
로. (712)

○ 노동안전
① 장시간 노동 및 심야노동의 문제
- 심야노동이 빈번하고 불규칙한 업무스케줄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전통적
방송산업에서 가령 드라마 또는 영화 제작의 경우 장시간 노동 및 심야노동에 대한 규제가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반면, 뉴미디어 부문에서는 제작규모에 따라 이러한 측면에서의
노동안전이 고려된 업무(촬영)스케줄의 도입이 미비한 단계임.

일단 잠을 못 자고, 그게 진짜 컸고. 그래서 제가 이쪽 일을 더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
쪽은 진짜 어떨 때는 밤새고 뭐 하고 있는데 그냥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러다가 진짜 돌연사나, 이게 돌연사다 이거는. 친구들이랑도 그런 얘기하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웹 드라마 연출하는 친구가... 조연출의 업무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이제 죽을 것 같다고 이러는. (711)
이게 한 1년, 2년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평생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
거든요(외주, 프리랜서로). (그 이유가) 첫 번째가 건강.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앱 개발은
처음에 제가 24시간 투자하거나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20시간씩 투자한 이상으로 들
어올 수 있고, 매출이 그 이상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앱이라는 건 플랫폼이어서 양방
향에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컨텐츠는 한 번 송출하면 끝이거든요. 송출하면 끝이고 이
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예를 들어서 촬영을 24시간 찍었으면 카메라 4대면 96
시간을 제가 봐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무슨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노동자처럼 하는 건데, 이게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714)

② 미디어 제작에 관한 발주처의 낮은 이해도에 따른 노동강도 및 업무스트레스 강화
- 온라인/웹기반의 영상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TV광고에 비해 접근이 용이해
진 반면, 이러한 영상 콘텐츠 제작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발주처나 고용주와 일하게
되는 경우는 더욱 빈번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및 업무스트레스가 강화되는 경향이 존재
함.
- 예를 들어, 기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종류, 편집을 위해 사전 결정이 필요한 요소,
편집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업무를 의뢰 및 요구하거나, 무리한 수정을
요청받는 일이 많아 업무 스트레스로 이어짐.

(그쪽은) 정부부처라 클라이언트가 영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세요 .. 영상을 찍기로
했는데 분량에 대해서 여쭸었나봐요. 근데 분량을 가지고 얘기할거면 관둬라 이런 식으
로 막 나갔나봐요. 근데 사실 영상이 분량 정도는 정해줘야지 그게 되게 기본적이고 그
래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컨텐츠로 갈지 몇 분을 정해줘야되는데. .. 그리고 그냥 워크
맨처럼 해달라고 하는 게 그런 이해가 없는 게 너무 힘들죠.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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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해대변 및 정책과제

(가) 이해대변

- 뉴미디어 산업의 경우 아직 노동조합 또는 협회 등 이해대변 조직이 없음. 따라서 연구참여
자들은 임금체불 등이 발생해도 권리구제를 위해 신고 또는 상담을 받기 어려움. 또한 제작
사를 견제할 조직이 없어 저임금 등 부당대우나 노동시간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을 통
한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 노조 등 당사자 조직이 아니더라도, 영화산업 및 텔레비전 영상 등 유사 인접 산업의 경우
영진위(영화산업협력위원회)의 영화인 신문고 등 권리구제 및 이해대변 기구가 있는 것과도
대조적임.
- 이처럼 노조 또는 협회가 조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적 의견 중 하나
는 이해관계 및 근로형태, 업무숙련도 등의 차이에 따르는 것으로 지적됨. 현재 산업 생태계
및 제작 환경이 완전히 구조화되지 않아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 단기로 들어왔다가
빠지고 하는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노동시장 내에서의 경력 관련 열망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개개인의 교육훈련 수준 및 업무 숙련도 등의 입장도 다양함. 또한, 고용 및 계약 형
태도 표준화된 형태가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
에서도 자생적으로 노조 조직화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나) 정책과제

○ 정부의 정책방향
- 먼저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도 2020년 6월 22일 제 12차 정보통
신전략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온라인, 모바일 기반의
콘텐츠, 짧은 영상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함(과학기술정
보통신부 2020).
- 그 일환으로 청년 크리에이터와 제작자들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 조성 및 공모전 등을 통해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육성 확대를 추진하겠
다고 함. 또한 불공정 관행 및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마련의 일환으로, 제작인력 고용보험
적용 및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임금 체불시 제작사 영업제재, 과태
료 부과, 정부 지원 배제 등의 법제화(문화산업진흥법)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이러한 정책안의 경우 추진계획을 발표한 수준으로, 아직 뉴미디어 산업에 적용 가능한 사회
안전망이 부재하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았으나,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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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를 확인할 수는 있음.

○ 정책과제
- 이에 따라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음.

① 표준계약 지침 마련 및 서면계약체결 관행 정착
- 첫째, 영상콘텐츠 제작 업무 특성을 고려한 표준계약 지침 마련 및 서면계약체결 정착 필요
함. 뉴미디어 산업 및 그 일자리의 경우 태동 단계에서 취미 등으로 제작하던 영상 콘텐츠
유형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또한 확대된 경향이 있
음. 이러한 모호한 경계로 인해 표준계약 체결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단계이나, 임금지급의
지연 또는 체불 등의 이슈 및 경력 증명의 어려움 등 다각적 관점에서 표준계약 체결 관행
의 정착은 필수적임.
- 다만, 아직 업무의 내용 및 규모 등이 다양하고 시장 내 계약조건의 표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경력 및 숙련 수준이 다양한 개별 노동자들이 공정한 계약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계약 지
침을 마련하고 배포할 필요가 있음.

② 고충처리 및 이해대변 기구/조직의 형성
- 둘째, 고충처리 및 이해대변 기구/조직이 필요함. 이는 산업 내 불공정 관행 및 고충 관련
권리구제 창구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으나, 앞서 제안한 정책과제의 차원에서
도 이해대변 조직이 있을 경우 협회조직이 중심이 되어 업무 현실에 입각한 표준계약 지침
을 마련하고 그러한 관행의 정착을 위한 운동의 전개 측면에서도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앞서 분석하였듯이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의 경우 다루는 영상 콘텐츠의 장르 및
규모의 측면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경로나 업무숙련도가 다양하고, 개인 작업자에서부
터 지인 기반의 팀 작업을 하는 등 근로형태 또한 다양함. 따라서 각기 다른 배경 및 작업
환경,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의 조직을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 산업 또는 상위 범주의 산업과
관련된 노조 또는 협회 조직[예: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구 독립제작사 협회) 또는 한국영
상미디어 협회 등]에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매체 및 분야를 포괄하
는 방향을 고민해볼 수 있음.

③ 장시간 노동 및 심야노동 등 노동환경 개선 필요
- 업무 특성상 야간 촬영 등 심야노동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제나 표준이 없어 장시간 노동이나 심야 노동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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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존재함.
- 이를 위해 우선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영화산업 등 인접 유사 영상 산업
들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음. 다만,
규제 및 관행의 정착 차원에서도 노동조합 등 이해대변 조직의 형성은 필수적임.

④ 교육훈련체제 마련 필요
- 본 연구의 결과 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도 구직자의 숙련
불일치 문제 및 재직자의 재교육시스템 미발달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교육훈련체제의 미비는 해당 직종 종사자들의 인정 및 처우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른 전문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도 체
계적/공식적인 교육훈련 제도의 도입은 중요성을 가짐. 따라서, 추후 이들 인력의 직업적 특
성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훈련 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이 필요
함.

3) 요약 및 함의
(가) 요약

○ 요약
- 뉴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은 직급 또는 직무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르지만, 대부분 프리랜서
및 자영업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편집업무 및 핵심 연출인력 중 일부는 제작사
에 직접고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영상편집과 관련된 초단기 일감의 경우 크몽
과 같은 플랫폼을 통하여 낮은 단가로도 수행됨.
- 일감을 얻는 방식은 여전히 전통적 미디어 산업의 외주시장과 유사하게 대부분 개인 네트워
크를 중심으로 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경력이 낮은 경우 업종 내 온라인 커뮤니티의 구인
공고나 크몽을 통해서도 일부 일감을 얻음.
- 촬영, 제작지원 업무의 경우 촬영현장에서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촬영스케줄에 따라 불규칙하
고 야간촬영 및 편집 등 심야노동이 잦음. 편집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라 프로덕션 편집실
(상주형)에서 일하거나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며, 프리랜서 편집의 경우 심야노동을 하는 경
우가 매우 빈번함.
- 또한 뉴미디어 산업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특성 및 규모의 기업 및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
관계를 맺게 됨에 따라, 영상 콘텐츠 제작 업무에 대한 이해가 없는 클라이언트 또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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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업무를 진행해야하는 경우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이를 조율해야하는 업무스트레스가 상
당함. 또한 상시적인 수정 요청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경험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고충의 처리 및 노동조건의 협상 등과 관련하여 뉴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경우 이해대변 조직 또한 형성되지 않음. 방송산업 및 영화제작산업의 경우 노조가 아니더
라도 영화산업협력위원회에 분쟁조정기구가 있는 것과 대조적임.
-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언하였음. 첫째, 표준계약 지침을 마
련하고 서면계약 체결관행의 장착이 필요함. 둘째, 장시간 노동 및 심야 노동 등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함. 셋째,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교육훈련 체제의 도입을 통해 해당 직종 종사자
들의 인정 및 처우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디어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른 전문인력의 역량 향
상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자,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당면한 고충의 처리 및 권리구제를 위한 이해대변 조직이
필요함.

(나) 코로나19 경험과 영향

○ 코로나19와 뉴미디어 산업 일자리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기반의 언택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미디어 시장도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특히 네트워크의 진화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매스미디어
가 개인적인 이용자로 변화하는 경향성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측됨(뉴데일리 경제 2020.
04.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또한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더욱 증가하
며 미디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개인미디어의 증가로 영상 시장의 이용은 증가하는 반면, 예능, 드라마 등 노동 집
약적이고 대면방식을 요구하는 제작 콘텐츠 시장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뉴
데일리 경제 2020. 04.14). 즉, 뉴미디어 산업의 플랫폼을 경유하는 드라마, 예능 등의 컨
텐츠는 언택트 문화의 확산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제한적일 수 있음.

(다) 일의 전망

○ 일의 전망
- 산업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 관점과 비관적 관점이 동시에 나타나지만 비관적인 내용이 좀
더 우세하기도 함. 긍정적 전망으로는 뉴미디어 시장의 확대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나 새로운 장르의 등장 및 글로벌시장의 확대에 근거하며, 부정적 전망은 낮은 진입장벽으
로 인한 심화되는 경쟁, 저작권 침해의 확산, 해외유통역량의 부족, 콘텐츠 플랫폼에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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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 사업자의 횡포 등으로 인한 시장불공정성 등에 기인함(강익희 외 2009).
- 면접결과에서 또한, 산업의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으나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
과 관련하여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더 우세하였음. 우선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영상제작
과 관련한 시장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투자금 등 예산의 규모
가 증대되어 일부 노동조건을 견인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동시에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공급도 심화되고, 노동집약적 편집 업무의 경우 낮은 가격을 향한 경쟁으로
인해 여전히 저임금을 받고 표준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시장도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
한 불공정 계약관행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해대변 기구의 조직의 형성 여부가 해당
산업의 일의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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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새로운 노무제공형태 실태와 특징 – 임대업
1.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1) 실태조사 개요
○ 부동산 중개업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증가, 프롭테크(proptech)의 발전 등으로 관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는 꾸준히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기술 발전으로 노동력 대체가 이루어지거나 플랫폼 노동이 활성화 되는 등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여전히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서비
스업으로서 ‘언택트(untact) 시대의 컨택트(contact) 산업’으로 불림.
-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부
동산 중개업 종사자가 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 자영업자라는 인식과 계약건
당 책정된 높은 수수료에서 찾아볼 수 있음.
-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일자리는 사람을 대면하는
서비스업이며 정부의 고용지원업종에 부동산 중개업이 포함될 만큼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
성이 내재된 직종이라고 볼 수 있음.

○ 부동산 중개법인을 제외한 대다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인력은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와 사무
소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의 경우 고용계약, 소득, 사회적 안전망
등 복합적인 노동 불안정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중개보조원 임금체불 사건이나
중개보조원 폭행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47).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중 중개보조원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노동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 부동산 중개업 관련 종사자는 크게 세 종류로 구성됨.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접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
격증을 소지하고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일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
증을 소지하지 않고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일하는 중개보조원으로 구성됨.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업한 후 업무보조를 위해 채용하는 직업으로 그 규모는 전국적으
로 약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로 홍보나 영업활동을 담당함.

47) “근로자 임금 수차례 체불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한라일보, 2020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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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유무, 따라서 직접 계약을 진행할 수 있
는 권한 유무에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중개사무소에 소속(혹은 고용)된 경우 작업조건과 노
동과정에 있어 상당한 유사성을 지님. 본 연구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 협상력이 낮고 종
속성이 강한 중개보조원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 연구 방법
- 블로그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였고 서울 및 경기에 거주하는 4명의 면접자를 모집하였음. 면접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1명과 3명의 중개보조원으로 구성됨. 사전에 연구의 취지와 목적, 사
례비 지급을 포함하여 인터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면접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장소와 시간을 협의하여 진행함.
- 면접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진행되었고, 면접자의 동의를 구한 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활용하여 녹음하였음. 면접 후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질문하였고 계약서 등 실제
면접자들이 활용한 실물자료를 요청하여 동의를 구한 후 연구에 활용하였음. 녹취록은 본
연구의 공통 분석틀을 활용하여 고용계약과 소득, 작업조건과 노동 과정, 직업 선택과 경력,
교육훈련과 사회적 안전망, 종속성과 자율성, 부당대우 및 차별, 이해대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인터뷰 참여자 특성은 <표 8-1-1>과 같음. 성별 구성은 여성 1명과 남성 3명이고 연령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경력은 1개월부터 6년까지 폭넓게 분포함. 이들은 주로 전업으
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명은 부업을 가지고 있음. 월소득은 0원부터 300만
원까지 편차가 매우 큼.

<표 8-1-1> 부동산 중개업 - 면접자 인적 특성
ID

분야장르

직무경험

811

부동산중개

공인중개

812

부동산중개

중개보조

813

부동산중개

중개보조

814

부동산중개

중개보조

고용형태
전업/부업
프리랜서
부업
프리랜서
부업
프리랜서
전업
프리랜서
전업

노동이
력
경력

플랫폼
활용유형

연령대

성별

소득
수준

수수료
비율*

1개월

네이버
직방

33세

여

0

10%

6개월

네이버

28세

남

50만

50%

33세

남

300만

50%

32세

남

80만

0%

6년
3개월

네이버
직방
네이버
직방

* 매물 1건당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여기서의 수수료 비율이란 중개수수료 중 대표 공인중개사 몫을 제외하고 중개보조원
이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는 실제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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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조사 결과 분석
(1)

산업 및 시장 환경 변화

○ 부동산 중개업은 언택트(untact) 시대의 컨택트(contact) 업종으로, 기술발전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정보의 제공 및 획득과 중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및 사업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표 8-1-2>를 보면 2019년 기준 전체 부동산업 종사자 수는 56만 명이며 그 중 부동산 중
개업은 2020년 1월 기준 사업자 수가 12만 6천명에 이르고 있음.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에
의하면 2018년 기준 부동산 중개업(표준산업분류 68221)에 종사하는 총 종사자 약 15만
명 중 상용직 종사자는 약 6만 명, 임시일용직 종사자는 약 8천 명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중
개보조원 규모는 전국적으로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들 대부분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일자리 형태로 공식 통계에서 이들에 대한 규모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
음. 성별 구성은 남성이 57%로 여성보다 약간 많지만 비교적 성별 구성이 균일한 편.
- 2018년 기준 부동산 중개업 사업체 수는 99,299개이며 그 중 연매출 5천만원 미만인 사업
체가 51,952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종사자규모를 기준으로 4명 이하의 사업체가 약 9만
7천개로 총 사업체수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020년 8월 신규 개업 중개사무소가 1,302개인데 폐업 중개사무소가 1,028건으로 개업한
사무소만큼 폐업한 사무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48).

<표 8-1-2> 부동산업 취업자 및 사업자 규모 변화
2015

2016

2017

2018

(단위: 천명)
2019

부동산업 취업자 수

452

498

547

518

562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수

97.7

101.0

109.4

117.7

122.3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각연도 상반기)
국세청. 국세통계 사업자 현황 (각연도 1월 말 기준)

○ 부동산 중개업 관련 종사자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분류
- 부동산 중개업 관련 종사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13902 ‘부동산 및 임대업 관리자’, 27452
‘부동산 중개사’, 31214 ‘분양 및 임대 사무원’, 39915 ‘중개 사무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부
동산 중개업소에 소속된 중개업 종사자는 부동산 중개사와 중개 사무원을 부동산 매매 쌍방
을 대리하여 수수료를 받고 건물, 대지, 가옥, 아파트 등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교환을 알

48) 부동산 거래절벽에... 7년만에 매출 급감·중개사 폐업 속출” (한국경제, 2020년 10월 2일)

- 222 -

선·중개하며, 지가 시세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매매가격을 조
정하고 계약을 주선하는 자를 말하며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사가 해당함. 39915 ‘중개 사
무원’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서 중개사를 보조하여 부동산 등의 매매 및 임대·교환을 알
선·중개하기 위한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음.

○ 부동산 중개업 관련 종사자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L.부동산업(68)에 해당함.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
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
정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
스업을 포함하고 있음.

(2)

계약방식 및 노동조건

(가) 계약방식

○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대표 공인중개사와 맺는 계약은 모두 구두로 이루어 짐.
- 중개사무소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 및 면접을 본 후 계약을 맺게 되는데 채용 공고에 자
세한 근무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근무시간, 보수, 수익배
분, 업무 등 일에 대한 전반적 사항이 모두 구두로 이루어 짐. 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 [그림 8-1-1]은 부동산 중개업에서 활용하는 고용계약서의 예시로, 고용기간, 근무시간, 휴
일, 임금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는 없었음.
실제로도 고용계약은 거의 체결하지 않는다고 함. 계약조건 역시 대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
조원 혹은 소속 공인중개사 간 협의로 정하게 되지만, 대부분 대표가 제시한 대로 정해지고
있었으며 근무시간이나 수익배분에 있어 협상 경험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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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1]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활용하는 고용계약서 예시 (자료: E****공인중개사)
고 용 계 약 서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중개사무원)
1. 피고용인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자격증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2. 고용조건
업무내용
고용기간
근무시간
임
금
임금지급일

오전
기본급

년
월
일부터
시부터 오후
시까지
휴일
만원 실적급

년

월

일 까지

3. 기타 고용조건
1) 피고용인이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에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본 고용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2) 피고용인은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각종 의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3) 피고용인은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4) 피고용인은 중개업자의 사용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신뢰성 제고에 적극 노력한다.
5) 피고용인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이를 위반함으로 인해 고용인에게 발생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한다.
6) 피고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또는 고용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전액 피고용인이 보상
하여야 한다.
7) 고용인은 상기 배상책임을 보장받기 위하여 피고용인에게 신용보증보험증서 또는 연대보증인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자)의 재정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용인은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본 고용계약 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날
인한 후 각자가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고용인
사무소명 :
주

등록번호 :

소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성

(서명 또는 날인)

피고용인
명 :

※ 첨부서면 : 주민등록등본 1부

(나) 노동조건 (소득)

○ 중개보조원의 월 보수는 기본급과 건당 수수료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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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1-1]을 보면 임금 부분이 기본급과 실적급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본급은
월단위 고정된 급여이고 실적급은 계약 1건당 받는 수수료에서 중개보조원이 가져가는 몫의
비율을 의미함. 즉, 어떤 계약의 수수료가 100만원이라면 실적급 비율이 50%인 경우 중개
보조원과 대표 공인중개사가 50만원씩 갖고 10%라면 중개보조원은 10만원, 대표 공인중개
사는 90만원을 가지게 됨.
-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기본급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적급 비율이 월 소
득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인인데 앞서 계약조건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적급 비율은 대표
공인중개사 재량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 따라 편차가 큼. 중
개보조원의 협상력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구두 계약 시 비율 협상의 여지가 없고 실적
급 비율에 대한 규칙이나 지침 등이 전혀 부재함.

○ 기본급에 따라 계약당 수수료의 수익 배분 비율이 달라짐.
- 즉, 기본급이 높으면 수수료 배분에서 중개보조원의 몫이 작아지고 기본급이 낮거나 없으면
수수료에서 중개보조원의 몫이 커지는 방식임.

보통 평생 그걸(중개보조원) 한다고 생각을 안해요. 배워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
서 박봉이고. (...) 월급 안줘요. 거의 없고. 기본으로 주는게 50~80만원 사이에요. 교통
비 명목으로. (...)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양호한 편이라 중개를 하면 50:50으로 나
눠서 가져요. 그리고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비 내는 것이 있어요. 그건 사무
소에서 지원해줘요. (812)

- 기본급이 30만원~50만원인 중개보조원은 계약건당 수수료의 50%를 추가적으로 받고 있으
며 기본급이 80만원인 중개보조원은 계약건당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음. 중개보조원의 기본
급과 수익 배분 비율은 뚜렷한 기준이 존재하기보다는 중개사무소 대표의 재량으로 결정된
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급 수준과 계약건당 수수료 비율이 경력이나 자격증 유무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일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음.

○ 중개보조원은 기본급을 식비와 교통비 정도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따라서 기본급이
더 많아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기본급을 적음 금액이라도 주는 경우 오히려 고맙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에서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책상을 빌려준다는 개념(자릿값)
으로 오히려 데스크피(desk fee)를 요구하기도 함.
- 소속 공인중개사였던 면접자 811은 기본급이 전혀 없었고 대표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수익
배분 비율은 1:9로 계약 한 건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10%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함.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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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면” 차츰 20~30%로 올려준다고 했으나 이 역시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안내하는데
그침.

노하우를 알려줄 테니 무급으로 일해라와 3~40만원 정도 챙겨줄 테니 알아서 배워라 라
는 식이 있어요. (...)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알려주는데 왜 돈까지 줘야돼 라는 생각
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 일을 배워야 하는 입장에서는 무급이라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 근로계약서가 아예 없어요. (...) 저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처음에는 10프로
를 준다고 했고 잘하면 20프로, 30프로 올려준다고 했어요. (811)

- 그러나 면접자 811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한 한 달간 한 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했고 결
과적으로 월 소득은 0원이었음. 이는 중개보조원들도 마찬가지로 기본급만 받는 면접자
814를 제외하고 모두 계약이 없는 달에는 50만원 이하의 기본급만 받았음.

○ 계약이 한 건도 없는 달을 제외하면 중개보조원들은 평균 100~300만원 정도의 월 소득이 있
는 것으로 보임.
- 경력이 6년인 중개보조원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의 특성상 매달 안정적으로 일정 건수 이
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월소득은 변동폭이 크지만 연봉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
된다고 함.
- 기본적으로 영업(계약)건당 소득이 비례해서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존재하는
동시에 수익 배분 비율이 중개사무소에 더 유리하게 설정되는 조건을 선호하지 않음. 면접
자들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이 다른 일보다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0원일 때도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소속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이 없어도 기본급을 적당히(예를 들면, 최저임금에 준하는 정도로) 챙겨줄 필요는 없다
고 생각함.

(3)

작업조건 및 노동과정

(가) 작업조건

○ 부동산 중개업무가 별도의 작업도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개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원은 무조건 소속 중개사무소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면
제공되는 컴퓨터, 책상, 전화기 등의 사무 도구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상황에 대한 지식, 매물
리스트, 고객 리스트 등을 중개사무소로부터 제공받음. 이로 인해 중개사무소를 위한 일을 하
면서 오히려 중개사무소에 데스크피(desk fee)를 지불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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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작업장은 소속된 중개사무소 및 해당 지역으로, 중개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주로 잠재고객
에게 전화를 돌리거나 매물을 인터넷이나 플랫폼에 등록하는 일, 그리고 중개사무소로 직접
찾아 들어오는 워크인(walk-in) 고객을 응대하는 일 등이 있음. 고객에게 집을 보여주거나
직접 돌아다니며 매물을 탐색하거나 주변 지역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홍보하는 등의 업무는
중개사무소 주변 지역에서 수행함.
- 중개보조원들이 근무하는 지역과 사무소, 주요 매물 종류가 모두 달랐지만 중개보조원들은
거래 계약 외에도 전화 영업, 플랫폼에 매물 등록, 고객 응대 등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 소속 직원으로서 노동을 제공하
고 있으며 성사된 계약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나) 노동과정

○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한국공인중
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거나 시군구청에 등록 후
개업할 수 있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하거나 개업하지 않
고 월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자격증만 대여하기도 함.
-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생기기 전 ‘복덕방’에서 일하던 이들은 현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을 소지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와 구분하여 중개인이라
고 칭함.

○ 중개보조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4시간 분량의 동영상 강의를 유료로 수강하면
협회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며 이후 별도의 채용과정을 거쳐 개별 중개사무소에서 일하게
됨.
- [그림 8-1-2]는 면접자814가 지원했던 실제 채용 공고로 자세한 근무조건이 밝혀져 있지
않음. 중개보조원의 경우 현재 중개보조원의 채용과 활용에 대한 법적 장치나 규칙 등에 정
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실
무를 배워야 하고 따라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복리후생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 조건이 지켜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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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2] 실제 중개보조원 채용 공고 (2020년 6월)

(다) 일하는 시간

○ 업무 시간은 9시부터 6시로 정해져 있지만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매우 유동적.
- 계약이나 매물 브리핑 등의 스케줄이 고객의 일정에 따라 맞춰지기 때문에 근로 시간은 매
우 유동적임. 따라서 출퇴근시간, 점심시간, 그리고 휴무일 등에 정해진 바는 없음. 고객들이
주로 휴일에 집을 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중개사무소 대표의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 내 자율성이 크게 달라짐.
- 면접자 811의 경우 계약이 있거나 인터넷에 매물을 올리는 등 통상적인 업무가 없는 시간
에도 계속해서 주변 지역 고객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업무를 강요받음.
- 면접자 812는 대표가 사무소에 없는 경우가 많았고 처리할 업무가 없는 시간에는 부업(인테
리어 디자인)을 수행함. 면접자 814가 속한 중개사무소 역시 근무시간 내 자율성은 큰 편
이라고 함.

(4)

직업선택과 일감 이력경력
,

(가) 직업선택

○ 본 연구의 인터뷰 참여자 연령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의

- 228 -

공통점은 다른 일을 하다가 혹은 취업에 실패한 후 부동산 중개업에 입직한 경우로 중개보조
원의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 전공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쉽게 입직함.

중개보조원이 말만 중개보조원이지 누구나 다 하는 거에요. 그냥 말 뿐인 직업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걸 직업으로 계속 가져가는 사람은 없어요. 말 그대로 중개보조인데 중개
업무를 못하는데 중개업무를 하고 있어요. 되게 이상한 업이에요. (812)

○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중개보조원보다 진입장벽은 높은 편으
로 볼 수 있고 면접에 참여한 모든 중개보조원들의 일차적 목표 역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
득하는 것이었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하면 매년 공인중개사 2차 시험(1차 시험을 통과한 경
우)에 접수하는 인원은 10만 명 내외, 합격자는 2만 명 내외로 1985년에 자격증 시험이 개시
된 이후 누적 합격자는 2018년 기준 40만 명에 이르고 있음.

(나) 이력·경력

○ 중개보조원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20-30대 중개보조원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전 실무 경험을 익히려 일시적으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음.

○ 본 연구의 면접자들은 30세 전후로 연령대가 비슷했지만 중개보조원 경력은 1개월부터 6년까
지 편차가 큼. 소속된 중개사무소에 있는 다른 중개보조원들도 연령과 경력이 매우 다양하다고
함.
- 면접자 811과 면접자 814의 경력은 1개월 정도로 면접자 811은 1개월을 소속 공인중개사
로 일한 후 퇴사했고 814는 초보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음.
- 면접자811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첫 취업한 중개사무소에서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위법행위
를 강요했으며 기본급은 0원인데 일과시간 내내 사무실에서 잠재고객들에게 매매를 유도하
는 전화를 계속하도록 업무 지시를 받았고 한 달간 계약건수가 0건으로 그 달 월소득이 0
원이었다고 함. 이에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고자 퇴사함.

○ 경력과 소득 수준이 비례하는 것은 아님.
- 면접자813은 중개보조원 경력 6년째로 첫 5년은 가족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
원으로 일했고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일하고 있음.
다른 면접자들에 비해 경력이 오래된 편이지만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기본급이 높거나
수익 배분 비율이 더 유리하지는 않았고 본인 스스로도 진입 초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소
득적인 측면에서 뚜렷하게 개선된 부분은 없다고 함. 면접자 813의 연소득은 평균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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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적을 경우 3천만원 미만인이거나 많을 경우 1억원 이상인 경우도 있을만큼 연소득
이 일정하지 않음. 월단위로 보았을 경우에도, 2020년 초 코로나 전염병의 유형과 이직 등
의 요인이 겹쳐 월소득이 0원인 기간을 두 달 정도 겪었음.

(다) 부업

○ 중개보조원의 소득이 매월 일정하기보다 변동성이 크고 면접자들의 평균 월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며, 오히려 계약이 없는 달의 경우 소득이 전무한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면접
자들은 중개보조를 전업으로 하고 있거나 소득이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부업을 병행하고
있음.
- 부동산 중개보조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표 공인중
개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중개보조가 자기계발 수단이자 소득원이 됨.

○ 면접자812와 면접자814를 통해 청년 노동시장의 열악한 현실을 엿볼 수 있었는데 면접자 812
의 부업은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 주업으로 인테리어 디
자인을 했지만 박봉과 계속되는 야근으로 회사 생활에 답답함을 느껴 퇴사한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중개사무소에서 실무를 배우는 동시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부업으로
하고 있음.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일을 할 수 없는게 스트레스가 크더라구요. 안정적인 것 떠나
서 제가 하는 것 만큼 벌고 싶고 시간도 자유롭게 쓰고 싶은 것이 커서. 6개월 만에 퇴
사를 했어요. (...) 연봉이 세전 2750만원이요. 근데 큰 회사였어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데 건축이랑 인테리어랑 또 분야가 달라서 박봉이에요. 건축 밑에 인테리어고
그 밑이 가구에요. (812)

- 면접자812는 중개보조원 일이 이전 일자리보다 소득 측면에서 월등히 나은 선택은 아니지만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한 임시 일자리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점이 열악한 중개보조원 근무환
경을 참고 견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개사무소에서 기본급 50만원과 계약건당
수수료를 합해 월 1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부업으로 월 100~200만원을 벌어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수준임.

저는 그래서 지금 참는 거예요, 사실은. 배운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래 할 생각이 없어
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자유가 좀 있어서. (...) 일반적이면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저
는 나갈 거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이란 직업을 오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
우 배우려고 들어갔는데 대부분은 생업으로 자격증 없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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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자814는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 일자리에 진입하기 전 식당,
편의점, 학원, 칵테일바 등 매우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임금 체불을 경험하거나 열악한 근무환경을 경험했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의 근무환경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음. 면접자814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시간, 월급은 80만원임.

(지금은)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배우는 게 많아요. (중략) 바텐더 그만두고 편의
점 야간 알바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돈은 못 벌고 취업은 못하
고. 너무 불안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멈추지 않았어요. 잠에서 깰 때도 가슴이 두
근거리는 것 때문에 깨고. 지금은 목표가 뚜렷하니까... 돈도 벌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야 하니까 딴 생각도 안 하게 돼요. 가슴 뛰는 것이 없는 것만으로 날아갈 듯이 좋아
요. (814)

(5)

교육훈련과 안전망

(가) 교육훈련

○ 중개보조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할 수 있음. 직
무교육은 4~5시간 분량의 영상으로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포함해 윤리적 이슈, 도덕성 등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비용은 4만원으로 중개보조원 본인이 부담함 ([그림 8-1-1]).

[그림 8-1-1]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 자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2020)

- 면접 조사 결과 중개보조원들은 직무교육이 실무에 큰 도움은 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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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실제 업무는 중개사무소에 출근하여 다른 중개보조원이나 대표 공인중개사로부터 배
우지만 표준적인 커리큘럼이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여 보다 경력이 많은 직원들을 따
라다니면서 어깨 넘어 업무를 익히고 있었음.

사무실에서 배우는 것은 실무에 필요한 핵심을 배우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부동산에 매
물을 올리는 법이나 올릴 매물을 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 (중략) 이런 것은 내가 돈을
받고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태도에요. 이 업계 사람들은. 너는 일을 배우고 있고 내가 가
르쳐주는 것은 내가 돈을 받아도 부족하다 그런.. (814)

- 중개보조 업무가 전문적인 기술이나 어려운 지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 출
근하여 비공식적으로 받는 교육훈련으로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는 편이지만 이러한
비공식적인 교육훈련 방식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으면서 중개보조원들은 노동력을 제공하
면서도 오히려 교육훈련을 “무료로” 제공 받는 입장으로 여겨져 현 상황과 같이 중개보조원
들이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유발한 것으로 보임.

○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별도의 교육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 대한 경
험이 전혀 없을 경우 중개보조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후 업무를 배우는
시간이 필요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건과 별도로 중개사무소
대표가 시키는 일을 모두 처리해야 하고 기본급을 받지 못함.

제가 다른 부동산에 면접을 봤는데 얼마 받기를 원하냐고 해서 저는 배우는 입장이라 최
저시급만 챙겨줘도 된다고 말을 했는데 놀라더라구요. 어떻게 일을 배우는데 최저시급을
받을 마인드냐고. (811)

(나) 사회적 안전망

○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 모두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이지만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고용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이 없었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나 피
가입자로 모두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 및 납부하고 있는 경
우도 있지만 가입 후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음.
-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노동 이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중개보조원 경력
이 길지 않고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한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적 보호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중개보조원 경력이 길어 소득 변동폭이 매우 큼을 경험한 경
우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음.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
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시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함.
-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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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 프리랜서들에게는 각종 사회보장제도
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도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음.

저는 그런 보험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있으면 다 가입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
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 돈도 못 벌고
있으니까… (814)

(6)

종속성 자율성
,

○ 경제적 종속성
- 경제적 종속성의 경우, 기본급을 받지 않거나 교통비나 식비 명목으로 매우 적은 금액을 받
는다는 측면에서 고용주(대표 공인중개사)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은 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중개보조원의 소득은 온전히 대표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측면에서는 경제적 종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음.

[그림 8-1-2] 중개보조원 급여 입금 화면

-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월급은 모두 중개사무소 대표와의 구두 협의에 의해 결정
되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수수료를 대표와 중개보조원(혹
은 소속 공인중개사)이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개보조
원의 월 소득은 중개사무소 대표의 재량에 좌우됨을 알 수 있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초보들 경우에는 회사 7 나 3.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두 달은 (기본급) 100만원 주고 7대 3으로 하는데 두 달 뒤에는 6대 4로
올려줄 테니 기본급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죠. (813)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개보조원 고용과 활용에 대한 법적 제도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고
용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음. 간혹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 임금 체불 사건이
불거지기도 하지만49) 대부분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이 전혀 없는 상황과
또는 구두로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도 법적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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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종속성
- 대표 공인중개사가 월급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종속성은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중개보조원이나 경력이 부족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사 사무소에 소속되어야 하기 때문임.
- 부동산 중개 업무가 어려운 내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업무는 일주일이 안 되
어도 모두 습득이 가능하지만,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나 업계의 표준적인 커리큘럼이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매물을 계약하는 과정 등을 직접 보고 배울 수밖에 없어 중개사무소
대표와 직원들에 대한 종속성이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음.
이게 뭐 회사처럼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대표도 잘 만나야하고 잘 알려줄 수 있
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안그러면 이용만 당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813)

- 앞서 교육훈련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개보조원은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업무를 배우는 입장이
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대표 공인중개사가 월급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중개
보조원의 노동력을 보상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
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이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음.
-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소득은 대부분 계약건당 수수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에 영향
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계약건수이고 따라서 지리적 기반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 한국의
부동산은 ‘복덕방’에서 하던 일이 제도화되면서 생겨난 것으로 여전히 복덕방이 가진 지리적
기반이 강함. 이러한 특성은 중개보조원이 퇴사는 해도 이직은 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
는데 예를 들어 한 중개사무소 대표와 관계가 좋지 않아 다른 사무소로 이직을 하려는 경우
지역 내에서 옮기기는 쉽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
한 지리적 중요성 측면에서도 사용자 종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A동네 사무소에 있다가 그 동네 다른 사무소로 웬만하면 이직을 하지는 못해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되면 B동네로 가야 하는데 A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이직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지리부터 금액 같은 것이 다 다르니까. (813)

○ 기술적 종속성
- 기술적 종속성의 경우,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등 플랫폼과 SNS가 부동산 중개 업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종속성이 약간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음.
직방, 다방 등의 경우 비싼 광고비와 너무 많은 매물로 인해 중개사무소들은 일반적으로 네
이버 부동산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음.

49) “근로자 임금 수차례 체불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한라일보, 2020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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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부동산 등 소셜 플랫폼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소 한 곳당 한 계정에 대한 이
용료를 지불하고 대표 및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들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
었음. 네이버의 경우 월 이용료 60~70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반면 직방이나 다방 등 플랫
폼은 매물을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한 광고료로 월 100~200만원 정도의 높은 광고료를 지
불해야 하므로 중개보조원의 경우 이러한 영업비 측면에서 중개사무소에 대한 종속성을 다
시 한 번 찾아볼 수 있음.
-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업 사업체의 인건비, 임차료, 광고비 및 기타경
비 등 영업 비용은 매출액 대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규모와 종사자수 기준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

(7)

부당대우 및 차별

○ 중개보조원의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대우 및 차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음. 첫
번째는 제공한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대면 서
비스업과 같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폭언, 스트레스, 감정노동이 발생한다는 점임.
-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
는 업계의 관행과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임. 계약건당 수수료가 주된, 혹은 전적인 소득원이지만 추가 업무를 거부할 협상력이 없
는 중개보조원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 대표가 추가적으로 시키는 업무 –전화 영업, 현
장 영업, 중개매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기 등– 를 수행하고 있음.

사무소 일정이 없을 때는 전화를 해요. 주인들에게. 물건 작업을 하죠. 매매할 계획이나
임대할 계획이 있는지. 물건을 받으면 광고를 하고. 워킹손님(사무소로 직접 찾아오는 손
님)이 있으면 브리핑을 하고. (집)안내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 인터넷이나 광고를 보고
전화 오는 사람과 시간 약속을 잡고 계약서 AS있으면 그것도 봐주고.. (813)
(계약이 없을 때) 길 걸어다니면서 명함 돌리고 임대문의, 분양문의 적혀있는 건물에 연
락을 해서 물건을 받는 일을 하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글 올리고 전화오면 방을 보
여주고. 보통은 물건을 찾으러 계속 돌아다니죠. (814)

- 고객을 대면하면서 폭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중개보조원이라는 지위로
인해 받는 차별은 아님. 그러나 고객에게 직접 집을 보여주는 일을 주로 중개보조원이 하고
있기에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폭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한 안전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실제로 지난 7월, 40대 남성이 원룸을 보여달라며 여성 중개보
조원을 원룸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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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음.

(8)

이해대변과 정책과제

○ 중개보조원의 이해대변 단체 부재.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존재함. 이 협회에서 중개보조원 직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중개보조원의 이해대변 단체는 아님. 면접자들은 대표 공인중개사
와의 분쟁 발생 시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중개보조원의 이해대변 단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강하지 않음.
- 대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기본급이 없었고 향후 중개보
조원이 최저임금 미준수로 노동부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고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대
변 단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로 가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경향, 그리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적극적이지 않은 중개보조원은 시장에서 도
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중개보조원의 교육과 등록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중개보조원의 채용과
활용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을 정하는 데에도 해당 협회의 역할이 필요함.
-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는 중개보조원 고용에 대한 표준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하고 협회에
소속된 중개사무소에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활용하라고 권고할 필요가 있음. 기본급과
실적급의 비율은 대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협의에 따라 조정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
록 할 수 있지만 실적급의 경우 중개수수료 중 중개보조원 몫의 최소 비율을 정해놓을 필요
가 있음. 면접자 814의 수수료 비율은 0%로 계약이 성사되어도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
지 못하므로 최소 비율이 정해질 필요가 있음. 다만, 실적급에 최소 수수료 비율 기준을 만
들 경우 기본급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함.
-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중개보조원의 노동권을 위한 일정 기준을 만들 경우 해당 기준이
개업 공인중개사와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이라고 여겨져 협회가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
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협회와 독립적인 협동조합 형태의 중개보조원
이익단체를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50) “‘원룸 보여달라’ 여중개보조원 유인, 강도추행 40대 징역 5년” (뉴시스, 2020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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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함의
○ 요약
- 기술 발전과 플랫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소개하는 대면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중개보조
원 수요는 유지될 것.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디딤돌 측면에서 중개보조원 공급도 계속해
서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중개보조원은 대부분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 협의를 통해 고용 계약을 맺고 있음. 중
개보조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계약건당 수수료의 일부를 의미하는 실적급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기본급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본급이 상승하면 실적급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임.
실적급 비율과 기본급 수준은 대표 공인중개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며 이에 대한 기준에 정해
진 바가 없음. 따라서 중개보조원의 월소득은 0원일 경우도 있으며 평균 소득은 100~300
만원 정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중개보조원이 하는 일은 잠재 고객에게 전화를 돌리거나 매물 등록, 고객에게 매물을 소개하
는 일 등 법적 권리가 없는 계약만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모든 일을 담당하며 따라서
9-18시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 달리 공인 자격증
이 필요하지 않으며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4시간 분량의 유료 강의를 수강하면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고 이후 개별적으로 중개사무소의 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됨.
- 중개보조원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지 않고 중개보조원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함. 그러나 소득이 경력이나 숙련도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매우 낮은 기본급과
편차가 심한 월소득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있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된 경우가 없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함.
- 경제적 측면, 사용자 측면에서 중개보조원은 대표 공인중개사에 대한 종속성이 있는데 표준
계약서와 채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표의 재량으로 노동 조건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
이기 때문. 따라서 중개보조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표 공인중개사에 대한
개별적 조치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보조원의 채용과 활용에 대한 규칙을 정하여 중
개수수료 중 중개보조원 몫의 최소 기준을 정하는 등 역할이 필요함.

○ 코로나19의 영향이 대면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지만, 부동산 중개
업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거래는 직접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용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음. 그러나 학교 등 지리적 요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
어든 지역이 있고 절대적인 계약건수가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개보조원의 월 수입이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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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줄어든 시기도 있었음.

○ 부동산 거래에 VR 도입 등 프롭테크가 발전하고 있고 정부의 뉴딜 직종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은 정부 정책 및 경제 상황 등 외생 요인에 따라 편차가 심한 산업으로 중개보
조원 개인의 노력만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
해서라도 기본급을 적정 수준 보장하면서 수수료 배분 비율을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중개보조원 채용 기준 및 근무 조건에 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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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결론 및 정책과제

9장.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보호방안
1. 제도적 보호방안 접근
1) 노동시장 변화 실태 포착 필요성
○ 국내 학계에서도 특수고용이나 플랫폼노동과 같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과 관련해 제도적
검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주요 내용은 △비고용기간의 사회적 보호 접근의 구체화, △사
회적 재생산 위한 소득 안정성과 교육훈련 제공, △고용 위계구조 속 공정한 대우 확보, △차
별받지 않을 권리 등 노동 존중 확보, △노동자 발언 및 대표 권리 확보 등임.

[그림 9-1-1] 플랫폼노동 제도화 논의 및 정책방향들
영역

정부 정책

주요 내용

해외 유사 사례

법제도

플랫폼노동 관련 입법 제개정(근기
법상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 확대,
플랫폼노동 사회보험 가입 추가)

노동자 보호 및 노동기본권 등 법률
제개정
모니터링, 실태조사, 사회적 호보 등

ILO, EU 보호 정책
프랑스 법률, 독일 협의
미국 켈리포니아 등

사회
협약

플랫폼 노사정, 노사 협약, 초기업
별 단체교섭

플랫폼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협약
체결

이탈리아 볼로냐, 밀라노, 차치오 등

정책
사업

플랫폼 기본적 규정 권고 제시
분쟁해결 기구 운영
사회적 호보 프로그램
공정노동 플랫폼 운영

정부-플랫폼기업-노동단체 행동수
칙 합의
플랫폼 분쟁해결 센터 운영(모니터
링)
이행 프로그램 :
사회보험, 노동안전, 교육후 지원 등

독일 크라우드 행동 수칙(Code of
Conduct)
독일 옴브즈 오피스(ombudsstelle)
오스트리아 - 페어크라우드워크(Fair
Crowd Work)

노사
단협

플랫폼 이해당사자간 단협 체결
그 밖의 조율 조정 지원

공공적 인프라 활용 사적 조정과 업
종별 지원 체제 구축

덴마크,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

* 자료 : 김종진(2019) 수정.

○ 특히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는 다양한 법제도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정책 과제가 검토 될 수 있
음(EU 지침, 가이드라인). 다만 플랫폼노동처럼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정책접근과 관련하여 노
사정 이해관계 속에서 현실 가능한 정책영역들은 일부 사회적 협약과 초기업별 교섭 등을 통
해 진행될 여지도 있음. 대체로 노동시장의 불공정거래 문제 발생 시 분쟁 조정이나 지원, 교
육훈련 영역의 정책적 지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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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연합(EU) 플랫폼노동 지침 및 보호 규정51)
(1) EU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

(2019)

제정 배경과 목적

가. 제정 배경

○ 유럽연합(EU)의

2019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19/1152 - Transparent and predictable working conditions in the EU)」은 디지털
화 또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제정됨.
-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은 전통적인 고용관계와 달리 고용관계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만들
고, 해당 노무제공자에게 적용 가능한 권리와 사회적 보호 등에 관한 불확실성을 야기함. 이
에 고용관계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침이 마련됨.

○ 위 지침이 마련됨으로써 1991년 「유럽연합 지침(Directive 91/533/EEC)」은 2022년 8월 1일
부터 폐지될 예정임. 1991년 10월 14일 마련된 「유럽연합 지침」은 사용자가 고용계약 또는
고용관계상 적용되는 노동조건을 노동자(Employees)에 한정하여 서면제공 의무를 규정하였음.
- 그러나 1991년 「유럽연합 지침」은 노동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
에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보호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었음. 이에 2019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은 보호대상 주체를 노무제공자 (workers)로
확장하여 넓게 보호하고 있음.

○ EU 지침의 제정일, 공표일 및 효력발생일은 2019년 6월 20일이며, 본 지침은 유럽의회와 유
럽연합 위원회에 의해 제정·마련됨. 본 지침은 2019년 7월 11일에 공식적으로 공표되었으며,
2019년 7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종국적으로, 본 지침은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에서 조약(treaties)으로서 효력을 가지기 때문
에 회원국 들은 2022년 8월 1일까지 본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제정 목적

○ 이 지침은 노동 시장의 적응 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고용을 촉
진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음.

51) 이 부분은 신동윤(2020), 강지원(2020)의 글을 발췌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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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9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의 체계

○ 이 지침은 총 5장(章)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은 일반규정(제1조∼제3조), 제2장
은 고용관계에 관한 정보(제4조∼제7조), 제3장은 노동조건 관련 최소요건(제8조∼제14조), 제
4장 보호규정(제15조∼제19조), 제5장은 최종규정(제20조∼ 제26조)을 규정하고 있음.

<표 9-1-1> EU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 체계(2019)
장(章)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고용관계에 관한 정보

제3장
노동조건 관련 최소요건

제4장
보호규정

제5장
최종규정

조항

내용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목적, 대상, 범위
정의
근로조건 등 정보
사용자의 근로조건 등 정보 제공의무
근로조건 등 정보 제공시점 및 방식
고용관계 변경
회원국 또는 제3국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의 정보추가 제공
수습기간의 최대기간
추가(병행) 직업 선택
노무제공에 관한최소한의 예측가능성
온 디멘드(호출) 계약의 보완 조치
다른 고용형태로의 전환
의무교육훈련
단체협약
(노무제공자가 문서를 받지 못한 경우) 법 추정내용과 조기해결체계
보상할 권리
고소 등을 이유로 노무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우 또는 결과에 대한 보호
해고 보호 및 입증책임
벌칙
강행규정과 유리한 조항
적용과 이행
적용약정
위원회 검토
폐지
효력발생시기
배포

자료 : 신동윤(2020), 「유럽연합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보호 사례 : 2019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중심으로」,
《입법과 동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강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년 이사회 규칙』

(2) EU

-

2019

EU

가. 온라인 플랫폼 규칙 개요

○온라인 플랫폼 규칙은 총 1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조, 제2조, 제19조는 동 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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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사항(적용대상･정의･발효시기)을 명시하고 있음.
- 핵심 제3조~제10조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검색엔진이 자신의 서비스에 의존하여 상품
등을 공급하는 판매업체 또는 영리목적의 이용자(business users, 이하 “이용자”)에게 공정
하고 투명한 거래･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세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제11조~제14조는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 마련, 제15조~제18조는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에게 부
과되는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표 9-1-2>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의 조문별 주요 내용
조항

내용

주요 규정사항

제1조

적용대상

영리목적 이용자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검색엔진 이용

제2조

정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영리목적의 이용자’ 등의 정의를 규정

제3조

약관의 변경

약관 내용의 변경시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고지

제4조

상품 공급의 제한·유보·중단

플랫폼 통한 상품 공급의 제한·유보·중단시 사전고지 및 이의제기 기회 부여

제5조

검색·배열순위(ranking)

검색 알고리즘의 주요 변수 및 그 상대적 중요도를 공개

제6조

부가 상품·서비스

플랫폼 이용 서비스 외의 부가 상품 등을 이용자에 제공시 약관에 명시

제7조

차별적 대우

특정 이용자의 차별대우에 대한 근거를 약관에 명시

제8조

필수적 계약조항

불리한 변경사항 소급적용 금지, 이용자의 계약해지권 명시

제9조

데이터 접근권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개인정보 등에 대한 접근권을 약관에 명시

제10조

최고우대조항(MFC)

MFC 조항의 근거를 대외적으로 공개

제11조

내부 고충처리 시스템

플랫폼 서비스 사용에 따른 이용자 고충을 무료로 처리하는 시스템 마련

제12조

분쟁조정

2인 이상의 조정위원 선임해 약관에 명시하고 적정 조정비용 분담

제13조

조정기구의 설치

집행위원회는 공동으로 별도의 전담 조정기구 설치를 회원국에 장려

제14조

단체소송

이용자를 대표하는 비영리단체･기관은 금지청구소송 제기 가능

제15조

국내법상 제재규정

회원국은 동 규칙의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자국법에 신설

제16조

집행위원회의 감독의무

집행위원회는 동 규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감독

제17조

자율규약

집행위원회는 자율규약(업종별 규약 포함)의 채택을 장려

제18조

재검토

집행위원회는 3년마다 영향평가보고서를 EU 이사회･의회에 제출

제19조

발효시기

2020.7.12.부터 적용

자료 : 강지원(2020), 「EU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강화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중심으로」, 《입법과 동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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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 국가, 지역 차원의 플랫폼노동 지침 및 보호 규정

독일 플랫폼노동 최근 접근 논의

(1)

○ 독일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크라우드 워커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52) 그러나 플랫폼을 통한 노동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크라우드 워커는 대체로 업무
수행 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으며 최소한 형식상으로는 어떤 일을 맡을 것인지 여부를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대부분 노동자 개념 중 인적 종속성이 없다고 볼 수 있
음.

○ 따라서 독일 노동법에 따른 전통적인 노동자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일의 법체계
속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기존 노동법 및 사회법 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노동자’(die
Arbeitnehmerähnliche Personens)와 ‘자영업자’(Selbstständige)에 대한 보호 조항의 적용
을 받고 있음.

○ 독일의 연방고용노동부는 노동 4.0 백서에서 크라우드 워커들의 업무를 “기술적인 제반 조건들
과 세부 작업 내역서를 통해 정해진 기본 틀이 정해져있다면 업무 관련 지시사항은 이미 업무
를 할당할 때 암묵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업무가 할당될 때 업무와 관련된
지시 사항도 함께 전달된 것이다. (중략) 한편 스크린 샷이나 업무 공정 기록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이 공유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고객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인적 종속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서술하
면서 각 사례별로 자세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였음.53)

○ 최근 독일정부는 사회보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저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자영업자를 포함
시키도록 했음. 특히 독일은 가사노동자(월 450유로 이하인 경우나 단기간 일하는 경우 제외)
를 고용하는 개인가정은 노동자를 산재보험(법정)에 가입시키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플랫폼을 통하여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는 위와 같은 사회보장 제도에 포함될 수 있음.
이는 사회보험 적용 제외대상자였던 월 수입 450유로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와 년간 3개월
이상 또는 70일 이상 노동하지 않는 경우 저임금 자영업자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
52) Däubler/Klebe, Crowdwork: Die neue Form der Arbeit - Arbeitgeber auf der Flucht?,
NZA 2015, S. 1032.
53) Weissbuch-Arbeiten 4.0,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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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짐.

(2)

프랑스의 플랫폼노동 최근 접근 논의

○ 프랑스는 플랫폼노동을 소비자의 서비스 구매와 공급자의 노동을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연결
하는 노동으로 정의하고 정식명칭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travail des plateformes
numériques.)’임. 최근 프랑스 경제연구기관인 몽테뉴 연구소에서 2019년 4월 플랫폼종사자
에 대한 보고서(travailleurs des plateformes: liberté oui, protection aussi) 발표하고, 개
선방안 제안.54) 주요 사항 정책제안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플랫폼종사자를 위한 정책제안은 크
게 종사자 권리보장, 근로조건 개선, 협력체계개선. 각 항은 다시 상세한 세부내용 포함

가. 권리보장
- 플랫폼에서 노동안전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알고리즘 개발로 플랫폼 사용조건 차별
을 해소하는 것임.

나. 노동조건 개선
○ 노동조건 개선 네 가지 세부 사항
①플랫폼 종사자의 무형 근로자산 보장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일하는 중에서 발생되
는 감정피해 보장 지원과 개선안
②플랫폼 종사자의 사회권 보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반면,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플랫폼 종사자들이 지녀야 할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는 개선안. 더 세부적으로는 사회적 책
임을 실천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시스템 개발
③플랫폼 종사자들의 직업교육개발과 교육제공
④아직 적용되지 않는 사회보장, 특히 실업보험과 주거지원등의 개선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들
의 보편적 권리 보장

다. 협력체계개선
○ 독립 자영업자와 플랫폼종사자간의 노동협력조건개선,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권 증진을 목적으
로 제시된 것.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종사자들과 플랫폼 사업주 간의 고용계약이 문서로 작성되
지 않고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계약의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다른 하나는 각각의 사

54) https://www.institutmontaigne.org/publications/travailleurs-des-plateformes-liberte-oui-pr
otection-au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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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나 사업장 사이트간의 협력을 통해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며, 세부사항으로
는 협력체계를 이룰 수 있는 매뉴얼 개발 제안 포함하는 것임.

(3)

이탈리아 지역 차원의 헌장과 조례

가. 이탈리아 볼로냐

○ 볼로냐 시는 2018년 5월 「도시의 디지털노동권의 기본원칙에 관한 헌장(Carta dei diritti
fondamentali del lavoro digitale nel contesto urbano)」을 발표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함. 이탈리아 라이더 유니온(Rider Union), 볼로냐 시의회,
Sgnam e MyMenu55)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이후 도미노피자 이탈리아도 참여했음.

○ 디지털 노동권 헌장의 주요 내용은 공정 보수 지급, 노동자 제수당(시간외, 휴일근로, 기후수당
등), 차별금지, 산재보험, 유지비용 지급, 결사의 자유, 플랫폼에서 노동자 배제(계약 만료) 사
전 공지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표 9-1-3> 이탈리아 볼료냐시, 라치오주 플랫폼노동 노동헌장, 조례
이탈리아 볼로냐시
디지털노동권의 기본원칙에 관한 헌장의 핵심 내용
(Carta dei diritti fondamentali del lavoro
digitale nel contesto urbano, 2018.5)
Ÿ

이탈리아 라치오주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안 핵심 내용
(Norme per la tutela e la sicurezza dei
lavoratori digitali, 209.5)

보수를 공정한 고정 시급의 형태로 지급해야 하며, 자국

Ÿ

업무 관련 재해나 질병 발생 시 노동자 보호

내 동일·유사한 산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

Ÿ

안전교육 강화

약의 최저임금선 이상 지급

Ÿ

책임보험 및 운송수단 유지비용 지불 (플랫폼 부담)

Ÿ

시간 외 수당, 휴일근로수당, 기후수당 지급

Ÿ

모성보호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 (플랫폼 부담)

Ÿ

차별 금지

Ÿ

개수당 보상(piecework compensation) 방식을 없애

Ÿ

플랫폼에서 노동자를 배제할 때 공식적 통보와 사유 제시

고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이 불발된

Ÿ

(플랫폼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공

경우에는 예약 배상금(reservation indemnity)을 부

Ÿ

이동수단(이륜차 등) 유지비용 지급

Ÿ

결사의 자유와 파업권 보장

과
Ÿ

단체협상을 통해 기본급과 성과급 산정

자료 : 김종진 외(2019) 재구성. 라치오주 플랫폼노동 조례는 보고서 <부록> 참조

55) 이탈리아의 음식배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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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탈리아 라치오 주

○ 라치오 주 정부는 2019년 5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Norme per la tutela e la
sicurezza dei lavoratori digitali)」을 제정함. 라치오 주는 2018년 「긱 경제에서의 기본권
선언」을 작성하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노동의 임금, 산업안전, 사회보장에 대한 공개적
인 토론을 거친 뒤 법안을 제정함. 배달 노동자뿐만 아니라, 앱을 통하여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 일반을 대상으로 함.

○ 라치오 주는 법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사와 플랫폼 노동자들을 등록하는
‘디지털 노동 포털(portale del lavoro digitale)’의 설치근거를 법안에 포함시킴. 지역별 디지
털 노동자와 플랫폼 기업이 등록하는 포털로 노동자와 플랫폼을 지원하고 프로그램(권리에 관
한 정보, 보건 및 안전 교육, 보충적 사회보장적 보호)에 접근 가능하도록 함.56)

4) 한국 국가와 지역 차원의 제도적 접근
(1)

중앙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2018년 7월 20일 의제별 위원회 중 하나인 ‘디지털전
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세 차례(2002.2.18., 2020.5.12., 2020.9.8)에 걸쳐 디
지털 플랫폼노동과 관련된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음.57)
- 1차 합의문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과 정책과제(사회적 대화, 교육훈련, 사회안전망, 조사
연구 등)를 제시한 바 있음. 2차 합의문은 IT·SW 분야의 플랫폼노동 과 관련하여 지속 가
능할 모델구축, 플랫폼종사자의 지원, 자율규범(Code of Conduct) 실행 추진 등임. 3차 합
의문은 위원회 내 1기 배달분과에서 음식배달 종사자(라이더) 관련 산업안전 합의문을 발표
했음.

56) 2019년부터 2년간 210만 유로(한화 기준 약 28억 원)의 예산을 정책지원과 포털 개설에 투입할 예
정. 플랫폼 사와 플랫폼 노동자는 포털을 통하여 라치오 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해당 포털은 플
랫폼사와 플랫폼 노동자를 중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노동위원회로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음.
5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에서는 2020년 6월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
업종>분과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한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는
플랫폼노동
TF(2019-2020.6)를 운영한바 있으며, 주요 결과 중 하나는 플랫폼노동 정의와 규정(2020.8)을 발표
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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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문(2020.2.18)
1. 변화하는 산업 및 고용 구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산업, 지역, 기업 등 다양한 차원의 노사
정 협업 모델을 모색하고, 일하는 방식 등 일터의 혁신을 추진하는 방안을 중층적 사회적 대
화를 통해 함께 모색한다.
2. 변화하는 직무와 숙련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의 지속적 역량개발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혁
신 방안을 강구하고,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재교육을 강화한다.
3. 디지털 전환에 있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이동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디지털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4.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기술혁신과 사회적 책임이
조화되는 방안을 모색한다.
5. 디지털 전환의 국가적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을 실현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등 지능화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존 제조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의 효과적인 도입 등
세부 영역(제조, 의료, 금융, 도시 등) 전략 방향을 노사정 등 다양한 경제사회주체들이 함께 마련한다.
6. 디지털 전환이 우리 사회의 경제, 산업,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의 융
합적 공동 조사․연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IT․SW 업종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2020.5.27)

Ⅰ IT‧SW 인력‧프로젝트 중개 플랫폼 및 종사자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
1.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을 파악하여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종사자 역량 향상
등 IT‧SW 분야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
2. 경영계는 IT‧SW 분야에서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플랫폼 종
사자의 처우 개선과 능력 개발이 IT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에 협조한다.
3. 노사정은 우수한 IT‧SW 인력‧프로젝트 중개 플랫폼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이 IT‧SW 산업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연구한다.
Ⅱ IT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1. 노사정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방안과 징수체계 및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들에 관하여 플랫폼 기업 및 프리랜서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논
의한다.
2. 정부는 IT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종사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의 수요와 기술변화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을 활성화한다.
3. 정부는 IT‧SW 인력 중개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 시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4.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청년 개발자들의 경력 및 숙련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영역 IT‧SW
개발 과업을 이들에게 발주하거나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
5. 정부는 IT‧SW 산업 종사자들로 하여금 플랫폼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를 정비하고 관련 사업과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노사정은 IT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종
사자가 협동조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하여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IT 프리랜서 등 취약한
플랫폼 노동종사자들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Ⅲ IT 인력‧프로젝트 중개 플랫폼 기업 자율규범(Code of Conduct) 실행 추진
1. 노사정은 투명한 플랫폼 기업 활성화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이 기본적으로 준수
해야 하는 자율규범(Code of Conduct)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향후 노사정은 자율규범
(Code of Conduct)의 보급‧확산과 함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
한다.
(1)계약체결, (2)대금결제, (3)수수료, (4)세금, (5)차별방지, (6)평가제도, (7)경력증명, (8)분
쟁해결, (9)고객지원
2. 정부는 자율규범(Code of Conduct)을 준수하는 우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3. 노사정은 IT 인력‧프로젝트 중개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범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자율규범은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속 보완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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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2020.9.8)
1. 노사정은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노사정은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하여 산
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3. 근로복지공단과 배달플랫폼 관련 업계는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료 의
공유 체계 구축 등을 내용 (data)으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배달노동종사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소득에 비례한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4. 노사정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재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징수체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 한편 중앙정부(고용노동부)는 플랫폼노동 관련 사회포럼(2020년 상반기)을 꾸리고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코로나19 시기 공동결의문(2020.5.12.)을 발표한 바 있고, 공동 합의문을
논의 중인 상태임. 주요 결의문 내용은 △음식배달서비스의 건강하고 안전한 수행,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 안정, 사회적 보호 및 권리 보장을 포용하는 합의, △실업안전망을 포함한 플랫폼
노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 3가지로 요약됨. 2020년 10월 사회포럼에서
는 플랫폼노동 관련 6개 영역, 33개 세부 과제(총칙 5개, 공정계약 4개, 작업조건과 보상 6개,
안전과 보건 9개, 정보보호와 소통 4개, 후속 과제 5개)의 노사 협약 형태인, 『플랫폼 경제 발
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보장에 관한 협약』을 발표(2020.10.8.)한 바 있고, 이행 및 점검
등을 위한 7개 사항을 정부에 권의 형태로 포함했음.

(2)

지방정부 – 광역 지자체

○ 지방정부에서는 ‘플랫폼노동’에 대한 논의가 중앙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나 일부 지자체(서울,
경기 등)에서는 관련 전담 인력이나 연구조사 등이 진행된 바 있음. 서울시는 2019년 플랫폼
노동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요 결의 사항(지속 가능한 플랫폼노동 대책 마련, 조례 제정, 캠페
인과 중앙 정부 노력 촉구)을 시장에게 전달한 바 있음.58) 경기도는 2020년 노동국 산하에
노동권익과 산하에 플랫폼노동지원팀을 만들고 관련 사업(이동노동자 쉼터)을 추진하고 있음.

58) 서울시 플랫폼노동 공론화 시민참여단(238명)은 2019년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주간 (11월
3일 1차 숙의, 11월 17일 2차 숙의)에 걸쳐 숙의를 진행하였고, 시민 및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제도 및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뒤받침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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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플랫폼노동 공론화 추진단 제안문(2019.11.25.)
1. 서울시민 대다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고 서울시가 플랫폼노동자(공급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
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2.‘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을 위해 서울시가 플랫폼노동 관련 운영자·노동자(공급자)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
하는 대화기구 구성을 통해 사회적 협약(가칭 서울협약)체결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3.‘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을 위해 서울시는 시민의식 캠페인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노력
을 경주하길 촉구합니다.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 (202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
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8조(플랫폼노동 운영협의회)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9조(모범 거래기준 등)
제5조(전담부서 설치)
제10조(법률지원 등)
제6조(실태조사)
제11조(시행규칙)
제7조(종합계획 등 수립)
부칙

○ 다른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플랫폼노동 이슈보다는 청년 당사자들의 요구로 ‘프리랜서’ 이슈가
보다 더 선결적인 정책과제로 제시되었음. 2018년부터 서울(’18.10), 부산(’20.7), 경기(’19.8),
전남(’20.8)에서 프리랜서 보호 조례가 제정되었음. 2020년 서울과 경기는 프리랜서 실태조사
가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시기 몇몇 지자체들에서도 프리랜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임.

○ 지자체들의 프리랜서 조례 제정 목적은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근로
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새로운 노동의 형태에 대한 공정거래, 표준계약,
교육훈련, 지원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부 조례에서는 별도의 지원센터 수립
과 단체 지원 그리고 건강서비스 등이 조례에 담겨 있기도 함.

○ 그간 한국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제도화는 지자체 자치법규인 조례 제정부터 시작되었으며, 대
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에 국한되어 출발했음. 이런 이유로 조례 명칭도
초기 ‘근로자 권익보호’에서 출발하거나, ‘노동인권’이라는 포괄적·추상적 개념을 차용했음. 그나
마 산안법상 특수고용노동자를 추가한 정도임. 그러나 최근 성남시에서는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을 포함하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2021)는 노동자 개념을 국제노동기구(ILO)
의 적용 대상 범위로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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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일하는 시민 누구나
자신의 일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시민”이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
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일터”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포함한다.
가. 일하는 장소(일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공적·사적 공간을 포함한다)
나. 일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는 곳, 휴식을 취하는 곳, 식사를 하는 곳,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
용하는 곳
다. 일과 관련하여 이동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곳
라. 일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통신공간
마.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
바. 출퇴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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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제도보호 – 중개기구59)
1) 독일 중재기구 모델 – ‘옴부즈오피스’(Ombudesstelle)
○ 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 중 또 중요한 것은 플랫폼에서 가격 경쟁의 규제나 온라인 플랫
폼 내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었음. 2017년 독일 금속노조는 크라우드
소싱 협회와 함께 옴부즈 오피스(Ombudesstelle)를 설립하였음.

○ 옴부즈 오피스는 지방노동법원 법관 1인, 크라우드 소싱 연합 대표 1인, 플랫폼대표 1인, 독일
금속노조 이사 1인, 플랫폼 종사자 1인 등 5인으로 구성된 기구로 분쟁을 해결하고 ‘공동의
행동강령’(Der Gemeinsame Code of Conduct)에 서명한 플랫폼이 행동수칙을 지키도록 모
니터링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플랫폼을 기구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음.

<표 9-2-1> 독일 ‘옴부즈 오피스’ 설립 목적과 구성
‘옴부즈 오피스(Ombudesstelle)’
§ 1 옴부즈 오피스의 목적
크라우드소싱 행동수칙은 공정한 대우를 받는 크라우드워크와 크라우드소싱을 위한 원칙들을 밝히고 있
다. 이러한 원칙들은 크라우드소싱 플랫폼과 크라우드 워커 간 유익하고 공정한 협력의 기초이다. 행동수
칙에 서명한 플랫폼들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옴부즈 오피스는 행동수칙에 대한
서명한 플랫폼들의 기관이며, 플랫폼의 운영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중재자의 역할을 한
다. 옴부즈 오피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의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는다. 도출된 해결방안은 모든 구성
원들에 의해서 수용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 2 옴부즈 오피스의 업무
(1) 옴부즈 오피스는 플랫폼 노동자와 행동수칙에 서명한 플랫폼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옴부즈 오피
스는 (사법체계 밖에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을 때에만 분쟁 조정에 참
여한다.
(2) § 4 (2)에 등재된 당사자들은 플랫폼이 행동수칙을 여러 차례 위반했으며 더 이상 행동수칙을 지키
고 있는 플랫폼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옴부즈 오피스에 청구할 수 있다. 옴부즈
오피스는 해당 플랫폼이 행동수칙 준수한다고 주장할 권리를 철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3 옴부즈 오피스의 구성

59) 이탈리아 밀라노 시에서 2018년 7월 음식배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무
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도로 및 일터에서의 안전 교육과 음식 배달을 위한 기본 위생법 교육
을 제공함. 외국인 음식배달 노동자를 위한 이탈리아어 교육도 무료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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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옴부즈 오피스는 5명으로 구성된다:
- 중립적인 의장
- 독일 크라우드소싱 협회(Deutscher Crowdsourcing Verband e.V.) 대표자
- 독일노동조합총연맹 (Deutscher Gewerkschaftsbund)의 대표자 혹은 조합원 중 1인
- 행동수칙에 서명한 플랫폼 대표자
- 행동수칙에 서명한 플랫폼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2) 옴부즈 오피스의 구성원 혹은 이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때 대리하는 자는 1년에 한 번씩 선발하며,
이 때 행동수칙에 서명한 플랫폼들, 독일 크라우드소싱협회,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이나 그 조합원의 동
의를 구한다.
(3) § 3 (1) 에 언급된 플랫폼의 대표자는 보통 어느 한 플랫폼 회사의 소속일 것이다. 옴부즈 오피스로
청구된 사례가 해당 플랫폼 기업과 연관되었을 경우 해당 플랫폼 대표자를 대신할 다른 사람이 해당
사례를 맡게 된다.
(4) 독일이 아닌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 4 (1)에 기술된 바에 따라 청구한 경우에 노
동자가 원한다면 해당 국가의 노동조합 대표자도 옴부즈 오피스 절차에 고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
다.
자료: 옴부즈 오피스 운영규칙 중 일부 (https://ombudsstelle.crowdwork-igmetall.de/rules.html)

○ 옴부즈 오피스는 행동수칙에 서명한 플랫폼이 행동수칙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 간의 분쟁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정의 결과 행동수칙에 서명한 플랫폼이 행
동수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옴부즈 오피스가 해당 플랫폼을 행동수칙에 서명
한 플랫폼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설립 이후 2019년 상반
기까지 30건의 조정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20건은 옴부즈 오피스 패널의 중재로 합의안을 도
출했음.

2) 프랑스 민간협회 기구 ‘우버관찰소’( l'observatoire de l'ubérisation)
○ 이 기관은 직업협회(Fédération des profession)와 자동사업주(auto-entrepreneurs) 협회(
Fédération des auto-entrepreneurs: FEDAE)가 함께 2015년에 플랫폼을 활용하는 직업종
사자나 사업주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민간기관임.60)

가. 주요 기능과 역할
- 이 기관은 플랫폼 노동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주요 임무를 제시
하고, 플랫폼근로자들의 권익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플랫폼 노동과 플랫폼 근로자들의 사회적 모델 제시
60) 우버 관측소 관련 사항은 프랑스 해당 홈페이지(https://www.uberisation.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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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모델은 이들의 사회보장 체계,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 체계 모델로 현
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종사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역할
⒝ 사회적 대화의 개선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소통 변화의 개선과 공급자들간의 상호 협의방법을
모색하는 플랫폼 노동 전달방식을 개선하는 역할
⒞ 플랫폼 노동환경과 특성에 맞는 재정관련 시스템 개선
플랫폼노동의 새로운 노동환경과 플랫폼노동 임금관련 시스템 개선 역할
⒟ 플랫폼 노동관련 노동법 개정
정부의 플랫폼노동관련 법률 개선을 촉구하고 요구하는 역할.
⒠ 플랫폼 노동기업의 경제성장을 위해 플랫폼기업의 경제모델 개선
기존의 기업운영과는 다른 형태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제모델을 개선하는 역할

나. 지원방법
◾ 우버백서 창간
◾ 우버 드라이버들의 상호 정보 제공과 공유, 동일업종간의 협력체계 구축
◾ 협력기관, 정부관련 부처 간의 협력체계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도모

<표 9-2-2> 프랑스 ‘우버 관측소’ 설립 목적과 구성
프랑스 ‘우버 관측소’ ( l'observatoire de l'ubérisation)
■설립 배경
최근 10년간 프랑스의 플랫폼노동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플랫폼 종사들의 지위와 노동권 보호에 대
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음. 특히 플랫폼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버 근로자의 지위
와 우버 시스템의 노동형태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자들의 법적 보호가 미비하여 새로운 노동형태로서의
우버의 지위문제가 늘 논쟁이 되어 왔음.
우버 시스템이 점점 확대되고 사회의 경제, 기업,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우버의 역할
을 객관적으로 관찰 분석 할 필요성을 인지한 현(現) 자동사업주 협회(FEDAE:Fédération des auto entrepreneurs) 회장이며 사업자인 그레구와 르끄레크(Grégoire LECLERCQ)와 사업가인 드니 쟈케
(Denis JACQUET)는 우버 노동이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새로운 노동형태로 법률적 지위와 노동권 보호
를 합당하게 인정받기 위해 2015년 우버 관측소를 설립했음.
이들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사업등록기관인 자동사업주 협회(FEDAE:Fédération des auto entrepreneurs)와 직업협회(Fédération des profession)의 협력 체계를 갖추고 경제학자, 기업자, 대기
업, 정책입안자, 노조임원들을 멤버로 구성했음

■ 설립동기와 목적 - 관측소 설립한 주요동기
첫째, 디지털 시스템의 보편성 확대로, 디지털 기기사용은 산업체는 물론 상거래의 도구로 사용범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의 사용접근 방법을 더 단순하고 용이하며 민주적으로 개선하
여야 하는 점.
둘째, 구매방식의 효율성과 만족도 증진으로, 소비자들의 우버 시스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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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구매를 위한 우버 시스템 개선을 위한 것. 즉, 멀티활동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효율적 구매
활동의 수단으로서 우버 시스템의 발전이 필요한 점.
셋째, 우버 시스템의 독립성으로 우버 노동시장의 독립성과 우버 노동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한 점.
<목적>
관측소의 목적은 사회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우버 시스템이 새로운 노동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우버
드라이버들이 정당한 노동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기관은 전적으로
우버 노동을 지원하고 우버 드라이버 보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버 드라이버들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기관임을 강조.
■조직 현황
이 기관은 앞으로 더 많은 산업체와 산업형태가 플랫폼 노동 형태로 변환될 것을 예상하고 경제, 법률,
정치, 사회의 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했음. 위원회 멤버들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각계의 전문가들로 우버 노동을 다측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
안 까지 제언.
가. 위원회 구성
(1) 설립자 : 2명
(2) 행정책임자 : 2명
(3) 은행 웹 전문가 : 1명
(4) 정부 및 국회의원 관계자 : 전직 장관 2명, 민주 자유연합 간부 1명
(5) 학계 : 인류학자와 사회학자 각 1명, 정치연구원 1명, 우버관련 도서 저자 2명
(6) 우버 참여 대표 : 요식업계, 사교육계, 운송, 농업계 각 대표, 우버 관련 블로거 각 1명
(7) 우버 운영 기업 : 우버 기업인 7명
이 관측소는 현재 플랫폼 노동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자동사업주 협회(Fédération
des auto-entrepreneurs)에 자동사업주로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기관이 우버 관측소와 가장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음. 실제로 우버 관측소는 자동사업주 협회 회장이 설립하였고 현재도 협회회장이 관
측소의 대표 임무를 맡고 있음.
나. 우버관측소의 협력체계
관측소의 특성상, 우버 기업은 물론 정치인, 정부의 관련 부처, 대학의 전문 연구기관, 우버 노동 전문가
들이 협력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음.
■ 관측소 업무의 특징
우버 관측소의 주 업무는 사회, 재정, 법률, 경제적 자원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하여 우버의 현황,
문제점, 법적상황들을 객관적으로 관찰,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버 정책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임.
이 기관은 자동사업주 협회와 협력관계이지만 자동사업주 협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성격이 아닌 독립적
으로 우버 시스템의 현황분석, 연구, 컨퍼런스, 정보지와 연구지 발간등 현황분석과 정책제언을 하는 연
구 기관의 기능을 지니고 있음. 우버 현황과 분석 연구가 주 업무로 연구주제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컨퍼런스 활동은 학계, 연구기관들과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음.
■ 우버 관측소 연구 과제와 연구 방법
2016년 설립 이후 프랑스 뿐 만 아니라 스위스, 벨기에, 모로코, 미국 등에서 개최하는 200여개의 우버,
플랫폼 노동관련 컨퍼런스에 참여 발표하고, 우버 관련 백서 출간과 우버 관련 서적 2개 출간, 100건의
인터뷰와 15개의 라디오 방송, 5개의 정책 제안 등이 있음.
<주요 연구>
(1) 우버 백서 출간
프랑스 우버 현황의 분석과 우버 노동을 산업별로 분류하고 소비자의 설문조사, 주요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수록되어 있다. 백서 출간은 위원회에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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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자와 협력체계와 의견교환
우버의 주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이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포럼과 sns를 통한 의견교환 방식을
병행하면서 기존정책의 분석과 정책 제안을 하고 있음.
(3) 공공기관과의 연결과 대중들에게 정보 제공과 의견소통
정책입안자와 국회의 관련자, 관련부처 관계자, 유럽의회 의원들의 협력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중매체에 우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관측소 대표를 맡고 있는 그레구와 르끌레크는 대중 미디어인 TV, 라디오의 인터뷰와 포럼을 통
해 우버 노동에 대한 현황, 개선내용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음.
<우버 관측소의 연구>
(1) 발표된 연구 범주
➢ 현황과 정보 분석 연구
2015년 이후 우버 활동 현황에 대한 정보수집, 범주별 분류와 현황 분석을 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미디어, 컨퍼런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관계기관에도 정보를 제공.
➢ 우버 현장 자료 수집, 설문조사 연구 분류 연구
우버 관련 경제, 사회자료 분류, 분석과 설문 조사 등 모든 연구 분석 자료를 범주화 하여 플랫폼노
동관련 다양한 주제에 적합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 소장. 자료들은 사회과학, 경제학
보고서에 자료로 활용.
➢ 재정관련 연구
2016년 개정된 재정 관련법에 의해 플랫폼 사용자들은 재정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명확하고 투
명하게 공개. 이를 위해 우버 서비스의 소비자 금액 분류, 세금관련 정보 업데이트 등 우버 관련 재
정자료들을 취합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이 연구는 계속 진행 중.
➢ 사회변화에 따르는 우버 노동 상황 개선연구
2016년 노동법개정에 근거하여 우버 드라이버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임금체계 분류와 더불어 산재수
당, 직업교육, 경력 인정 등에 관한 정책개선 제안을 발표.
(2) 진행 중인 연구
➢ 개정된 노동법 실행적용 방법 연구
개정된 노동법에 적용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의 세부내용 검토 작업을 위해 3개 그룹의
연구팀을 만들어 노동부 산하 플랫폼 관련 부처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60개의 플랫폼 노동이 이 연
구그룹과 연결되어 연구 진행 중.
➢ 법률적 개선을 위한 연구
플랫폼노동의 새로운 모델과 독립 임금 근로자의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임금근로자와 자영
업자 중간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새로운 지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
자료: 우버 관측소 내용 중 일부 (https://www.uberis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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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의 유형 모델 접근 – 노동자협동조합, 플랫폼협동조합61)
1) 협동조합 모델과 접근 방식
○ 노동자협동조합은 19세기 초반 등장 이후 오늘날까지 꾸준히 발전해 온 협동조합 유형의 하나
임. 시장경제 확장기에 해당 산업에서 일정한 규모를 확보할 수 있었던 노동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금융협동조합과 달리 노동자협동조합은 그 규모에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음
그러나 자본 중심 기업과 대비되면서, 보다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일터에 대한 영감을 불러일으
키는 동시에 빈곤, 실업, 산업발전, 지역개발 등 사회적 필요에 응답하는 혁신성과 효용성을 보
여줌으로써 공공정책뿐 아니라, 일반대중의 끊임없는 관심 대상이 되었음.

○ 협동조합은 괜찮은 일자리로서의 협동조합, 사회적 역할 강화, 강한 회복력을 가진 기업모델(엄
형식, 2020: 30∼31) 3가지 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음. ILO는 2019년 108차 총회에서 ‘일의
미래를 위한 ILO 100주년 선언’을 발표했는데, ‘품위와 자존감 그리고 모두가 정의롭게 이익
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기술 진보, 생산성 증가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와
생산적 고용, 모두를 위한 나은 생활수준 창출을 위해 영세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
경제의 기업 활동’ 지원 필요성 제시.

<표 9-3-1>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 유형
노동자 주도
모델

생산자 주도
모델

소비자 주도
모델

- 노동자협동조합 간 상
호작용을 극대화하는
모델로서 플랫폼은 노
동자들이 그들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통로를
제공함
- 대표적인 사례로 뉴욕
에 위치한 4개의 노동
자협동조합에 의해 운
영되는 가사서비스 플
랫폼 업앤고를 들 수
있음. 한국의 가사노
동자집단과 같은 성격
으로 일반 기업은 2
0%안팎의 수수료를
받는 데 비해 업앤고
는 플랫폼 운영비로
5%의 수수료를 받음

- 지리적으로 분산된 생
산자들은 디지털 플랫
폼을 통해 생산품을
판매함. 생산자들은
공동 작업은 하지 않
지만 네트워크를 이룸
- 대표적인 사례로 전
세계 63개국의 천여
명의 사진작자가 사진
을 공유하고 있는 스
톡시 유나이티드(Stoc
ksy United)를 들 수
있음. 이곳을 통해 멤
버들은 50%의 판매
수수료를 받고, 확장
된 라이센스 판매는 7
5%의 수수료를 받음

- 소비자들의 데이터의
소유와 사용에 집중하
는 공동 신뢰 모델임.
공동 조직은 멤버들을
대신해서 데이터를 관
리하며, 민주적 통제
와 동등한 이윤 분배
구조를 가짐
- 대표적인 사례로 스위
스 기반의 건강 데이
터 협동조합 마이데이
터(Midata)를 들 수
있음. 멤버들이 그들
의 의료 기록, 모바일
건강 데이터, 개인 게
놈 정보를 업로드하
고, 이를 의학 전문가
들과의 공유여부를 결

다중 이해관계자 모델

정부-민간 협업 모델

- 사용자, 생산자, 플랫
폼 개발자가 모두 소
유하는 구조로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계는
동등한 조건 위에 오
픈 멤버십으로 이루어
짐
- 대표적인 사례로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리소네이트(Resonat
e)를 들 수 있음. 다
른 스트리밍 서비스보
다 예술가에게 2.5배
이윤을 더 지급하고
있음

- 2019년에 설립된 영
국의 스타트업 노동익
스체인지(Labour Xch
ange)는 지역의 저소
득층들에게 추가 소득
을 제공하기 위한 구
인구직 플랫폼
- 노동자와 사용자는 온
라인으로 지역, 제공
가능한 노동과 필요한
노동, 요일과 시간을
체크해 검색하여 서비
스를 제공․이용할 수
있음
- 모든 개인은 여유 있
는 시간에 노동을 제
공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복잡한 신청 절

61) 본 자료는 엄형식(2020), 최영미(2020)의 자료를 발췌 요약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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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주도
모델
- 기타 우버에 대항하는
그린택시쿱(Green Ta
xi Coop),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로코노
믹스(Loconomics.
아이`반려동물 돌봄
등). 캘리포니아주 지
역대학의 ‘일자리와
경제를 위한 과제(Doi
ng What MATTERS
- 지리적으로 분산된
생산자들은 디지털 플
랫폼을 통해 생산품을
판매함. 생산자들은
공동 작업은 하지 않
지만 네트워크를 이룸
- 대표적인 사례로 전
세계 63개국의 천여
명의 사진작자가 사진
을 공유하고 있는 스
톡시 유나이티드(Stoc
ksy United)를 들 수
있음. 이곳을 통해 멤
버들은 50%의 판매
수수료를 받고, 확장
된 라이센스 판매는 7
5%의 수수료를 받음f
or Jobs and the E
conomy)’프로그램에
서 사례로 공개되어,
향후 로코노믹스 플랫
폼은 긱 경제의 사례
로 교육에도 많이 활
용될 것으로 보임

생산자 주도
모델

소비자 주도
모델

다중 이해관계자 모델

정함. 플랫폼을 통해
환자들은 데이터를 자
발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연구자에게 전달
함으로써 창출한 수익
으로 데이터를 활용

정부-민간 협업 모델
차가 없어 여러 제약
조건에 놓인 사람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노조가 함께 참여하
고, 노동익스체인지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
람들이 최소한의 임금
을 받을 수 있게끔 생
활임금을 보장함. 영
국 전역에서는 시간
당 최소 9파운드, 런
던은 10.55파운드 이
상으로 보장
- 또한 고용주가 같은
사람을 3번 이상 일회
성으로 고용하지 못하
게 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함. 이를 통해 종
사자들에게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닌 영구적
인 일자리를 제공하려
는 것임

○ 한편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노동자인수 및 협동조합 전환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국내
외 국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부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음.62) 정부제
도로서는 이탈리아의 마르코라 법, 프랑스의 노동자협동조합법과 사회연대경제법, 스페인의 파
고 유니코, 미국의 차입 ESOP제도 등이 있고, 협동조합 관련 민간단체로서는 유럽노동자협동
조합연합(CECOP), 이탈리아의 3대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Legacoop, Confcooperative,
AGCI가 있으며, 프랑스의 CG Scop, 미국의 UFWC 등이 있음.

62) 박노근 외(2019), 『노동자 기업인수‧협동조합 전환 모델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
협력단·기획재정부 내용을 재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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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2> 전 세계 산업 및 서비스협동조합 국제 현황 - 유형별
협동조합 수

노동조합원 수

직원 수

생산자
조합원수

이용자 조합원수

노동자협동조합

253,274
(67.0%)

10,966,776

1,208,777

280,159

2,473,391

생산자협종조합

66,311
(17.5%)

7,641

800,955

3,762,018

0

사회적협동조합

17,746
( 4.4%)

265,337

166,232

잠재적 사회적협동
조합

41,653
(11.0%)

256,313

234,167

1,977,986

1,111,960

377,984%
(100.0%)

11,496,067

2,410,131

6,020,163

4,071,328

합계

-

485,977

자료 : 엄형식(2020, 원자료: CIOPA, 2017)

○ 유럽과 미국에서는 노동자협동조합이 산업 및 서비스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가 주요 국가이고, 미국의 경우 노동자협동조합이 발전한 상황임. 한
편 문화예술인으로 출발하여 현재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들이 참여하고 있는 벨기에 스마트
(SMart)협동조합은 프랑스의 사업고용협동조합(coopérative d’activité et d’emploi: CAE)과
는 달리 출발했지만, 프리랜서 협동조합으로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고객으로부터 사업을 따낸 프리랜서들은 스마트를 통해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고객과 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스마트협동조합이 되고, 프리랜서는 협동조합과 유기고용계약
을 맺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서 사회보장
과 노동 보호를 적용받음

○ 프랑스 사업고용협동조합 및 벨기에 스마트와 유사한 사례가 핀란드와 스페인에서도 보고됨.
이들 모두 법적 지위로는 노동자 조합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이지만, 실질적
으로는 개별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프리랜서의 협
동조합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전통적 산업 시스템의 생산 공동체와는 다른 의미의 노동 공동체로서 역할을 수행한
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모델을 단순히 고용계약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는 생산자들의
서비스공유협동조합(shared service cooperative)으로 환원시킬 수만도 없음. 이러한 점에
서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은 새로운 의미의 노동과 노동 공동체에 대한 실험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전통적인 협동조합 유형 분류뿐만 아니라 노동 형태에 대한 개념 정의와 분류에도
도전을 던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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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업고용협동조합 (coopérative d’activité et d’emploi: CAE)
사업고용협동조합(coopérative d’activité et d’emploi: CAE)은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창업
에 앞서 협동조합의 피고용인 신분증으로 개별적 창업 아이템을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199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시작된 협동조합 모델이다. 사업고용협동조합
은 노동자협동조합이나 공익 협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설립되며, 2014년 사회연대경제법
에 의해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 당초에는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던 모델이었지만, 신규 창
업자들이 자신의 사업아이템을 유지한 채 협동조합의 노동자 조합원으로 남는 경향이 강화되면
서 점차 프리랜서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프
리랜서 및 개별 사업자들은 사업고용협동조합을 통해 자기 사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노동자 조합원으로서의 임노동관계를 통해 사회보장 및 대부분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프리랜서의 전형적 문제인 개별화되고 고립된 관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의미의 ‘함께 일
하기’를 경험하는 노동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
자료 : 엄형식(2020:34)

○ 국내 노동자협동조합은 대리운전협동조합(2010년), 번역협동조합(2013년), 문화예술 분야 ‘씨엔
협동조합(2015년)’, 가사서비스 ‘라이프 매직케어 협동조합’(2018), 한국IT개발자협동조합(2019
년) 등이 있고, 사회적 경제형태의 협동조합으로는 ㈜오르그닷(2009), 영화제작소 눈(2009년)
등의 사례도 있음. 한편 <표 9-3-3>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인수기업 협동조합은 15개 내외
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6가지 유형별로 구분 가능함.

<표 9-3-3> 한국 노동자 인수 배경 및 유형에 따른 협동조합 분류
인수 유형(how)
주식인수
부도나 파산
인수
배경
(why)

영업양수(or 자산인수)

진아교통, 우진교통

달구벌 버스, 삼화정밀

사업승계/경영철학

해피브릿지

행복나눔마트, 한국택시협동조합

분사/자회사 분리

경마진흥(한국마사회), 환경시설관리공사
(환경시설관리공단), 한국종합기술(한국
중공업)

세종기계(LG산전), 만도맵앤소프트(만도
기계), 성창레드믹스(한양레미콘); 상록회
관(공무원연금관리공단), 빌리지개발(태릉
선수촌)

자료 : 박노근 외(2019),

2) 플랫폼협동조합 접근과 유형63)
○ 2015년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플랫폼 협동조합운동(Platform Cooperativism)64)이

63) 해당 자료는 한겨레경제연구원(2019)와 최영미(2020)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임.
64) https://platform.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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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됨. 이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참여자들, 즉 플랫폼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노동
조합, 지역사회가 주인이 되어 플랫폼 운영방향을 함께 결정하고 수익을 공정하게 공유하자는
사회운동으로 2015년 미국 뉴욕대 뉴스쿨의 트레버 숄츠(Treber Scholz) 교수가 제안한 뒤
여러 나라로 확산됨.65)

○ 플랫폼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의미하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및 판매를 위해 모바일 앱, 웹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본투자자들이 소
유, 운영하는 플랫폼과 달리 플랫폼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노동자, 사용자, 기타 관련 이해당사
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함.

○ 이는 공정하고 평등한 디지털 경제 구현. 평등한 사회경제적 지평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공유경
제’에 기여하며, 전통적 협동조합과 달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자본 형성, 커뮤니티 강화 등을 모색하는 것임.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임금 및 이익
배분, 직원 간 연대 및 존중,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생태친화, 공정무역 등의 가치를 운영에
서 구현하려는 속성 가짐. 또한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영속성을 갖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교육에 힘을 기울임.

○ 2019년 6월 기준 전 세계 28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말에 비해 약 30개 증가했
음. 대표적으로 유통, 사회서비스, 프리랜서 업무 분야에서 생산자 그룹들임.66) 업태에 따라
생산자, 유통, 서비스 플랫폼 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소유방식에 따라 노동자(노동조합), 소비
자, 생산자, 지자체 소유 플랫폼 협동조합으로 구분됨. 산업(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이동, 주
문형 노동, 저널리즘, 음악, 창작활동, 시간은행, 영화, 가정 헬스케어, 사진, 데이터, 시장 등으
로 분류할 수 있음.

65) 숄츠 교수는 2016년 펴낸 책 《우버의 저임금 노동자는 어떻게 디지털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나》에서
차량 공유, 숙박, 일자리 중개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는 세계적 플랫폼 기업을 두고, “우리가 꿈꾸던
공유경제가 아니라 부스러기를 공유하는 ‘약탈적’ 주문형(On-demand) 경제일 뿐”이라고 규정. “20
년이나 30년 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사라지고 많은 일이 ‘우버화(Uberized)’된 걸 깨닫게 될 때 왜
진작 이런 변화에 강력히 저항하지 못했는지 후회할 것”이라 밝힘.
66)
플랫폼
협동조합컨소시엄(PCC.
Platform
Cooperativism
Consortium)의
자료로서
https://platform.coop 참조. PCC는 디지털 전환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연구, 커뮤니티 구축 및 옹
호를 위한 허브. 플랫폼 협동조합 비즈니스의 성장과 전환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미국 옥스퍼드 인
터넷 연구소 연맹(USFWC), 하버드 대학 인터넷 및 사회 센터, 미국 연대 경제 네트워크, 시민 회관,
지속 가능한 경제 법률 센터, 다이몬스닷넷(Dimmons.net), 럿거스대학(National Rutgers
University) 경영 노동 대학원 직원 소유권 및 이윤 공유 연구, ICA 그룹, FE 그룹, FEBE Coop,
P2P 재단, sMart, Ver.di, IG Metall, 협동 비즈니스 협회, NDWA (National Domestic Workers
Alliance), 알렉산더 폰 훔볼트 인터넷 협회 (Alexander von Humboldt Institute of Internet
Society), 공동전환연합(Commons Transition Coalition), 협동조합 및 상호비즈니스협의회(호주) 등
과 협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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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협동조합 운동(Platform cooperativism)은 ‘플랫폼 코포러티즘 컨소시엄’(PCC) 형태로
활성화되고 있고, 연구자, 플랫폼 협동조합, 독립 소프트웨어 개발자, 예술가, 디자이너 법률가,
활동가, 자금모급자 등의 국제적 네트워크로 2016년 11월 창설됨. 뉴욕대 뉴스쿨에 근거지를
두고 있음.67) 영국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s UK) : 네스타(Nesta) 재단과 공동으로 플랫
폼 협동조합에 관한 보고서 ‘Platform Co-operatives, Solving the Capital Conundrum)’
을 발간하여, 디지털 자본 중심의 플랫폼에 대응하여 디지털 플랫폼과 협동조합의 장점을 융합
하는 모델을 적극 구축해 나갈 것, 그 핵심 요소인 자금 조달을 위해 공동체주식(Community
share)을 제안하기도 함.

○ 한편 유럽 국가 중 영국의 네스타(Nesta) 재단과 영국의 전국협동조합연합회인 코퍼라티브
UK(Co-operatives UK)는 2019년에 공동으로 플랫폼 협동조합에 관한 보고서 ‘Platform
Co-operatives, Solving the Capital Conundrum’를 발간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협동조
합의 전략을 발표한바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급증하는 플랫폼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조
달 및 외부 지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예를 들어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은 120,000파운드 규모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이퀄 케어 협동조합(Equal
Care Co-op)을 비롯한 플랫폼 협동조합의 성장과 설립을 지원하고 있음.

○ 미국 내 플랫폼 협동조합이 부상하고 있으며, 플랫폼 협동조합을 통해 위험을 공동 공유하면서
혜택을 얻고 집단비즈니스로서 더 좋은 계약조건을 협상하는 한편,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음. 뉴욕의 뉴스쿨(New School)에서 시작된 국제 플랫폼 협동조합 컨소시
엄(International Platform Co-operativism Consortium)의 창설 및 주요 선도 인물은 트
레버 숄츠(Trebor Scholz)임. 플랫폼 협동조합은 마케팅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노동조합
주도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68)

67) 전 세계 플랫폼 협동조합의 디렉토리를 관리하고 플랫폼 협동조합운동의 이벤트를 기록하는 웹사이
트(The Internet of Ownership https://ioo.coop/)
68) 구글 재단은 뉴스쿨(New School)에 1억을 지원하여 플랫폼 협동조합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것을 돕
고, 여기에서는 플랫폼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와 자료를 축적하고 있음. 퍼포스 케피탈(Purpose
Capital)과 씨드 불름(Seedbloom) 같은 투자회사들이 플랫폼 협동조합 자금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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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결론 – 요약 및 함의
1. 실태조사 요약
○ 연구조사에서 검토된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일자리는 △온라인 노동형태(췝툰, 웹소설, IT소프
트웨어 및 게임 개발, 모바일 앱 개발, 번역), △오프라인 노동형태(심리상담, 과외, 뉴미디어,
퍼스널트레이닝, 부동산 중개)로 구분하여 총 10개 사례를 심층 분석했음. 10장에서는 기존 플
랫폼노동이나 프리랜서 문제들이 동일하게 확인된 것도 있고, 새롭게 확인된 현상들도 있음.69)

1) 노무제공 형태 일자리 문제
(1)

일반적 논의와 판단

○ 첫째, 연구조사한 10개의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직업직군들 대부분 기술발전이 해당 산업과 노
동의 형태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전통적인 산업업종(출판만화: 웹툰, 웹소설, 번역)
은 정보통신과 인터넷 포털(네이버, 카카오, 구글), 모바일 확산과 맞물려 변화가 큰 상황임. 반
면에 전통적 산업이 일자리 구인구직이나 업계 소개 정도에 머물러 있는 곳(퍼스널 트레이닝,
부동산 중개)은 플랫폼 도입이나 확산이 더딘 상황임.

○ 둘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것 중 하나는 고용지위와 관련하여 노동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문
제인데, 고용형태 오분류(mis-classification) 문제에서 확인 된 것처럼 위장자영자 형태로 의
심되는 사례들도 확인(퍼스널 트레이닝, 중개보조)되었음. 이런 곳들은 기술발전이 산업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곳이었음. 이는 사실상 오랜 시간 동안 관행적으로 해당 업종과 현장의 문제
이나 기본적인 법률적 취지를 고려한 정책 수립(근로자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셋째, 그 밖의 사례 대부분은 계약방식이나 비표준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
어, 향후 표준계약, 공정 보수와 차별 금지, 안전과 건강 등 해당 업무에서 일하는 자들을 위
한 보호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이는 플랫폼 사업주(기업, 운영사, 에이전시 등) 의무와 책임을
의미함.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 이해당사자들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도 개선과 가이드라
인과 같은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9) 본 연구는 10개의 새로운 노무제공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질적연구) 형태로 진행되었기에
해당 업종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황이 아닐 수 있으며, 연구조사 인터뷰 시점(6월-9월)이 지난
2020년 4/4분기에 업종이나 기업의 경영상황이 바뀌어 해당 실태가 바뀌었을 개연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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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관계와 업무 수행

○ 첫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플랫폼노동 대부분 표준계약이 없었고,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서 합의된 ‘IT·SW 분야’에서 용역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정도였음. 상담심리 분야에서는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가 존재하지만 부당 계약조항들이 확인되고 있음. 일부는 플랫폼
기업(운영사)-에이전시(중개사)-종사자-고객의 다면 관계가 형성되어,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수
료 분배나 적정 단가/보수가 불확실하여, 합리적 수익 및 분배 시스템이 해결과제로 제기 되고
있음.

○ 둘째, 조사대상 대부분의 플랫폼기업(운영사)이나 중개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확인되고
있음. 웹툰·웹소설·과외 등 다수의 플랫폼들이 최소 10%에서 최대 30% 전후의 수수료를 책정
하고 있음. 이는 실질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적정하고 공정한 보수가 분
배되지 않게되는 원인 중 하나임. ILO에서는 직업안정법에 의해 운영되는 알선업체들의 경우
에도 10%를 적정 수수료로 판단하고 있고, 최근 유럽연합(EU)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이 제기
되고 있음.

[참조]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비율(2020)

○ 셋째, 조사대상 일자리 대부분 부업 성격보다는 전업 성격으로 일하는 자(심리상담, 퍼스널 트
레이닝, 웹툰, 과외, IT·SW, 중개보조)와 전업과 부업이 혼재되어 일하는 자(IT·SW·개발자, 과
외, 뉴미디어 웹소설, 번역)들 이었음. 사례 당사자들 중 종사상 지위를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인식하면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고, 업무 수행이 독자적인 공간(자택 및 외부 공간 등)에서 일
을 하는 형태임. 그러나 IT·SW 분야는 정규직과 혼재되어 한 팀을 이루거나 거래처에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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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을 하는 형태의 업무 수행도 확인됨.

○ 넷째, 기술발전 과정이 빠르게 도입 확산되고 있는 일자리들은 노동이 개인화되고 분업화 되면
서 종합적 능력(hybrid skill-set)과 사고를 갖춘 고숙련 일자리 형태보다는 노동분업(division
of labor) 현상이 확인되는 곳(웹툰)도 있음. 이는 앞으로 번역이나 디자인과 같은 영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일자리들 대부분 경제적 보상(단가)이 낮아 여성
(gender inequality)들이 많이 진입할 개연성이 높음,

○ 다섯째, 일과 삶의 균형보다는 장시간 노동(요일, 시간)이 확인되고, 근본적으로 플랫폼노동이나
프리랜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전업(웹툰, 웹소설, IT, 퍼스널 트레이닝 등)
대부분 주5일 노동을 하고 있고, 일의 마감기간에는 12시간 이상 노동의 문제점도 확인됨. 이
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 ‘과로’ 문제도 플랫폼노동 영역에서 나타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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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1>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종합 – 온라인 유형Ⅰ
온라인 유형

창작
웹툰

서비스업무
제공내용

주된 거래처
오프/플랫폼

게약
당사자
역할

규
모

에이전시/플랫폼 기업

웹툰 유통, 프로모션 진행
등
작가와 플랫폼 중개, 작품
중개업체
및 작가 관리, 플랫폼과 프
(에이전시)
로모션 협상 등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웹소설/시리즈
리디북스
문피아
중개업체와 계약, 웹소설
유통, 프로모션 진행 등
작가와 플랫폼 중개, 작품
및 작가 관리, 플랫폼과 프
로모션 협상 등

문학 예술인

문학 예술인
수입 월214만원

약 1,901명(‘19)

약 2630명
(전자출판제작서비스)

인구
학적 속성

20대~30대
(여성 다수)

다양한 연령

일감 수행
방식

플랫폼 기업의 연재 문의
플랫폼 기업에 개인 투고
에이전시를 통한 플랫폼 기
업 투고

무료연재 중 또는 직접 출
판사(매니지먼트)와 계약
후 플랫폼을 통해 연재 또
는 e-book 판매

해당
업계

표준
계약

IT소프트웨어
개발자, 게임개발

모바일앱
개발자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료
웹툰 창작 및 플랫폼을 통
공급에 관한 업무(시나리오
웹소설 연재 및 e-book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한 웹툰 제공
기획, 그래픽 디자인, 프로
단행본 판매
그래밍, QA 등)

플랫폼사
(앱)

통계청
업종

창작
웹소설

번역

‧ 번역 전문 업체 번역 업
무 제공
‧ 온라인 플랫폼 통한 번역
업무 제공

‧ 번역 전문 업체, 출판사
및 방송사
게임제작사,
온라인 개발자 커뮤니티 ‧ 플랫폼기업 (업워크, 프리
위시켓 등 일부 플랫폼
랜서닷컴, 플리토, 바벨탑
등)
온라인상 계약체약 및 비용
클라이언트 및 일감 매개,
해당없음
처리 지원(위시켓)
인건비 지급, 등
클라이언트 및 일감 매개,
해당없음
인건비 지급, 클라이언트노동자 소통 매개 등
2017년 게임산업 종사자
81,932명 (통계청, 문화체 약 33만명
육관광부 콘텐츠산업조사)

‧ 17,000명 (한국고용정보
원, 2018)

게임 제작 및 배급업 종사
자 34,665명 (위와 동일 약 27만명*
자료)
20-40대
20~40대
(남성 60% 이상)
(남성 다수)
개인 네트워크 중심
개인 네트워크
초급자(경력)의 경우 일부
플랫폼
플랫폼 활용(위시캣, 게임
웹사이트(카페 등)
잡, 외주나라)

‧ 개인 네트워크 (중급 경력
자)
‧ 번역 전문 업체 (중급 경
력자 + 초급)
‧ 플랫폼기업 (번역업무 진
출자 및 기존 중급 경력자)

프리랜서 개인- 표준계약
‧ 표준계약 없음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사용 체결
정부 표준계약 거의 미사용
정부 표준계약 거의 미사용 (암묵적 시장단가 넓은 범
하지 않음
팀 단위 다단계 용역- 계
위로 있음)
약 미체결 관행

전업, 부업 형태

전업 다수

전업, 부업 혼재

전업, 부업 혼재

전업, 부업 혼재

고용
형태

프리랜서

프리랜서

프리랜서
비정규직

상주 프리랜서
비상주 프리랜서

30%

프로젝트 대금의 10%

21%

-

49%

90% (원청징수 3.3% 공
제 후 지급)

50%~70%

출판사:작가 수익 비율
3:7-5:5
선인세 계약시 - 권당 약
100만원
연재중 - 월500만

보수액 선금/잔금 나눠지
급.
- 다단계 용역의 경우 팀
월 300~600만원
원별 총 도급액 1/n
플랫폼 수수료 10%
(가입비 없음)

‧ 문서(산업/기술) 번역가,
출판 번역가, 영상 번역가
차이 있음
‧
원고지:
장당
3,500~4,000원
‧ 영상: 분당 2만원~4만원

플랫폼사
30%~40%
(앱)
수수료
중개업체
분배
20~30%
(에이전시)
(100%)
플랫폼
50%~70%
노동자
보수
수수료
가입료

작가별 보수의 편차가 심
함.
스타작가가 아니라면 월 평
균 200~300만원.
가입료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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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해당없음

‧ 전업, 부업 혼재
‧ 일부 정규직 및 기간제
‧ 프리랜서 (전속 프리랜서,
비전속 프리랜서)
10-30% (플랫폼사 및 금
액에 따라 상이)
모름 혹은 약 30%

온라인 유형

창작
웹툰

창작
웹소설

IT소프트웨어
개발자, 게임개발

모바일앱
개발자

번역

‧ 번역 전문 업체는 수수료
얼마인지 파악하기 힘듦
‧ 플랫폼 수수료 건당
10-30%
근무
형태 장소
시간

주로 재택근무
또는 개인 작업장

재택근무

자율 (노동시간, 근무요일
이 작가 개인에 따라 천차 연재시 주5회
만별)
전업 일12시간 이상
요일별 연재 = 1주일당 1 부업 일4시간
화 연재

근무
요일
노동
시간

프리랜서: 정기 회의 외 재
상주: 계약기업
택근무 중심
비상주: 자유
비정규직: 상주

재택근무

프리랜서: 자율
비정규직: 고정(9-6)

자율 (마감 일정에 따라 유
동적)

상주: 고정(9-6)
비상주: 자유

<표 10-1-2>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종합 – 온라인 유형Ⅱ
온라인 유형
창작
웹툰

업무
레벨
등급
구분

플랫폼사 (앱)

없음

창작
웹소설

종
속
성

경제

번역

없음

1) 클라이언트에게 작업자의
이전 프로젝트 내역 및 평
가(후기) 제공
2) 작업자에게는 클라이언트
정보 제공(평가, 프로젝트
등록 수, 계약률 등. 우수
클라이언트의 인증마크 부
여).

-

‧ 자체 번역 툴, 프로모션

수익 배분비율 조정 등

-

-

‧ 암묵적 계약해지

리뷰, 댓글, 평점 등

리뷰, 댓글, 평점 등

-

휴재 없는 연재
독자의 리뷰/평점
판매 수익

주5회 연재
독자 리뷰/평점
판매 수익

연재중단, 프로모션, 배너
프로모션 선발
광고,

중개업체
계약해지
(에이전시)

노동
통제 평가
방식

모바일앱
개발자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 없음
없음. 경력과 포트폴리오가 기술사/기술자/기능사/자료
‧ 플랫폼, 번역 전문 회사
중요.
입력원 구분(한국소프트웨
테스트 통해 등급 구분
어산업협회 분류)

노동통제
평가방식

고객
이용자

IT소프트웨어
개발자, 게임개발

정해진 평가 기준 없음 ‧ 리뷰, 평점 등

프리랜서-정기 대면 회의를
‧ 플랫폼: 소비자 평점과 리
통한 직접 통제 및 온라인
뷰 (평가 공개)
통제 중심,
정해진 평가 기준 없음
‧ 번역 전문 업체: 비공식적
비정규직- 인사평가 및 정
평가
규직 전환 심사.

종속성 약함
장르에 따라 다양한 출판사
한 번에 1개 플랫폼과 계 와 계약
△ (경력이 높을수록 경제종
약하여 작품 연재하므로 높 다만 플랫폼-출판사의 비
약함
속성 낮음)
음.
대칭적 권력관계로 수익비
율 결정에 플랫폼 영향력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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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전문 업체 플랫폼기
업 모두 △
(독자적 일감 찾기 어려움,
계약조건 협상 여지 낮음)

온라인 유형
창작
웹툰

창작
웹소설

IT소프트웨어
개발자, 게임개발

플랫폼사
(앱)

약함

약함

△ 업무범위 관련 지시명령
없음. 안심계약 및 분쟁시
중재시 일부개입

중개업체
(에이전시)

없음

약함

-

모바일앱
개발자

‧ 경우에 따라 형성
(일감 중개 역할 강함)
‧ 단, △자체 번역 프로그램
이나 툴 제공시, △플랫폼
자체 번역가 평가 수행 시
종속성 형성
‧ 다소 낮음
(일감 중개 역할 강함)
‧ 단, 자체 번역 프로그램이
나 교육 제공시 종속성 형
성

사용

기술

작업비품

플랫폼의 기술적 통제 있
음.
약함
(독자 평가, 플랫폼의 배너
광고, 프로모션)

‧ 소비자 평점 및 리뷰 노
출
‧ 사용자가 제공하는 프로그
램 통한 작업 → 노동시간,
속도 측정

프리랜서: 없음.
플랫폼: △ (사용 후기 및 약함
평가 제공 방식)

태블랫 PC, 컴퓨터 프로그 노트북 및 일부 문서작성 PC, 개발 엔진, 소프트웨어
본인 마련
램 (본인 마련)
프로그램 비용 본인 소유 프로그램 등 (본인 소유)

사회
보험

회사 가입 없음
회사 가입 없음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가능

노동
안전

업무 스트레스
정신장애(공황장애)
손목, 어깨 질환

회사가입 없음

번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미가입
미가입

-

건강보험 가입
국민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수입 증빙 위한 가입 필요
성 체감)

댓글을 통한 비방, 욕설, 수정관련 업무스트레스. 비
디스크, 대사증후군 등 신 업무 스트레스
성희롱 등으로 인한 스트레 정규직 QA: 압박적인 정규
체적 질환
심야 노동
스
직 전환과정에서 스트레스.

업종 신규입직 단계에서 국
비지원 교육훈련제도 있음.
무료 포럼 및 세미나, 책
*QA는 교육훈련 전무
없음. 개인 스스로
등으로 스스로 훈련
프리랜서: 없음. 개인 스스
로.

교육
훈련

(無)개인 스스로

부당
대우
차별

여성작가 원고로 차별
플랫폼 PD의 폭언
수익 배분 조율한 작품에
임금지급의 지연
독자의 모욕적 댓글
대해서만 프로모션 진행
무리한 수정요청
블랙리스트에 있는 경우 플 독자의 모욕적 댓글
랫폼 배너광고에서 제외

이해
대변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
한국만화가협회
게임개발자연대. IT노조.
노동자지회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
외주/프리랜서 중심 협회 없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노동자지회
조직 또는 실질 노조 없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없음. 개인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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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전 합의한 과업
임금체불 및 미지급
내용 변경
무리한 수정 요청
대금 지급기한 연기

전문 협회, 일부 민간 학원,
번역협동조합 있으나 실질
적 이해대면 조직 없음

온라인 유형
창작
웹툰

창작
웹소설

IT소프트웨어
개발자, 게임개발

모바일앱
개발자

번역

한국웹소설협회 등

제도
요구

표준계약 정착
불공정 계약 감독
예술인복지 보완
심리상담
공유작업장

표준단가 및 표준계약의 마
련이 필요함.
도서정가제 이윤 배분 조정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 및
플랫폼의 독과점 형태 제약
갈등중재 관련 상담 및 고
충처리기구 마련.

‧ 표준단가 및 표준계약 마
표준계약서 활용
련 (특정 기간 내 인건비
비전공자 포함한 등급 기준
지급 규정 포함)
설정
‧ 법률 소송 등 고충처리
저숙련 개발자 훈련 지원
기구 마련(갈등 중재 등)

2) 노동보호와 이해관계
○ 첫째,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일자리 거의 대부분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지위의 신분 형태이기
에 사회보험(고용, 산재)과 교육훈련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다수의 일자리들이 일정
한 교육이나 자격증(퍼스널 트레이닝, 중개보조, 과외 등) 혹은 숙련이 필요한 업무 임에도 직
업능력향상을 위한 방안도 없었음.

○ 둘째, 조사대상 대부분 전통적인 일터에서의 산업안전 문제보다는 고객이나 플랫폼 운영기업
혹은 에이전시로부터의 거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스트레스, 감정노동(폭언 등) 정신
적 건강 문제들을 꼽고 있었음. 일부 직종(웹툰, 웹소설, 퍼스널 트레이닝, 중개보조 등)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에이전시나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등 인권 침해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음.

○ 셋째, 조사대상 대부분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 비용(웹툰, 채색 관련, IT·SW 프로그램 구입)이나 공
간 사용(작업 공간) 등이 주된 요구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었음. 물론 현재의 일이 부정기적이거
나 일이 단절되었을 때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상황이었음.

○ 넷째, 조사대상 일자리 중 각기 이해대변 조직으로 협회(심리상담, 퍼스널 트레이닝, 번역, 부동
산 중개, IT·SW)나 노동조합(웹툰·웹소설)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진행
되지 못하는 곳도 있고, 이해대변 조직 자체가 부재한 곳도 있었음. 협회의 경우 개별 구성원
의 권익보호보다는 조직발전 관련 이해관계에만 충실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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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3>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종합 – 오프라인 유형Ⅰ
오프라인 유형
심리상담

퍼스널
트레이닝

서비스업무
제공내용

‧ 민간 상담센터 통한 내담
자 중개 – 대면 심리상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교육
제공
서비스 제공
‧ 플랫폼 통한 비대면 상담

주된 거래처
오프/플랫폼

매칭형 - 숨고, 커넥츠 앱,
‧ 민간 상담센터
프로덕션, 정부/공공기관,
프람피 등
‧ 플랫폼기업 (네이버 익스
민간기업 등
오프(헬스장 및 PT샵)
마켓형 - 탈잉, 김과외, 크
퍼트, 트로스트)
플랫폼기업(크몽)
몽등

게약
당사자
역할

규
모

창작
뉴미디어

과외

학생-선생 계약을 중개
‧ 고객(내담자) 연결, 일정
학생 제안서 게시/배부
플랫폼사(앱) 조율, 상담비 지급, 고객과
선생 프로필 게시
의 문제 등 고충 처리 일부
수업별 검색 기능 제공
중개업체
(에이전시)
통계청
업종
해당
업계

‧ 고객(내담자) 연결, 일정
조율, 상담비 지급 등

부동산 중개

온라인/웹 플랫폼 기반 영
상 미디어 콘텐츠 제작 관 회원에게 운동 요령 강의와
부동산 중개 보조
련 업무(기획, 촬영, 편집, 식이조절
자막, 그래픽 등)

중개사무소

없음. (작업자의 계약서 요
청 등 문의가 있을 경우에
만 지원)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2018년 기준 체력단련시설
‧ 약 8만 3,500명 (사회복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18백 2019년 88,000명 (상위집 운영업 종사자 3,7300명
56만명**
지 및 상담전문가)
만 이상(2019)
단)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초중고 사교육비 약 21조
‧ 약 5만 5천명 (상담 학회
(2019)
2019년 기준, 2만 5000명 (사업자) 13만명***
회원 수, 2015)
과외만 4조6천(2019)

인구
학적 속성

‧ 여성 다수(80%)
‧ 30~40대 다수

다양한 연령

20-30대 중심
20~30대
(2018 방송산업 기준 남성
(남성 다수)
55%)

20대~30대
(남성, 여성)

일감 수행
방식

‧ 민간 상담센터 (입문자~경
력자)
‧ 개인 네트워크 (경력자)
‧ 플랫폼기업 (입문자~경력
자)

매칭형 - 학생의 질문 및
의뢰서에 제안서 발송하여
계약
마켓형 - 학생이 선생의 프
로필을 보고 선택하여 계약

개인 네트워크 중심.
업종 내 커뮤니티(네이버 카
페, 카톡방) 구인공고.
프리랜서 계약
정부/공공기관 입찰.
플랫폼기업(크몽).

중개사무소와 구두 계약을
맺고 중개사무소에서 업무
수행

약관
계약

‧ 표준계약 없음
‧ 아동상담의 경우 바우처
사업으로 인해 단가 범위
암묵적으로 있음

학생-선생 간 계약서에 대
해 플랫폼 일부가 표준계약
서 샘플을 참고로 제공함. 개인단위 용역계약 체결 또
플랫폼-선생간 표준계약서 는 계약 미체결
는 없으며 플랫폼의 이용약
관에 동의하는 것만 존재함.

전업
부업
형태

‧ 전업

전업, 부업 혼재

고용
형태

‧ 기간제
‧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고용계약 없음) 프리랜서, 자영업

10%~30%
한 달 수업의 약20-25%
플랫폼사(앱) (온라인/오프라인 상담에 따 제안서 건당 평균 5000원
라 수수료 단가 상이)
이상
수수료
중개업체
30%~50%
분배
(에이전시)
(100%)
수업 횟수/시간 따라 다름
플랫폼
(수업 횟수 많을수록, 기간
50%~90%
노동자
이 길수록 수수료 비율이
감소)
보수
수수료

전업, 부업 혼재

- 20%(50만원 미만)
12%(50만원~200만원)
6%(200만원 초과)
-

나머지

‧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첫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제
계약금액.
70%
안서 발송에 대해 플랫폼에
가입비 없음.
‧ 민간 센터 수수료 비용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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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표준계약서 없음
중개사무소 대표와 구두 합
의로 계약

전업, 부업 혼재

전업, 부업 혼재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고용계약 없음)

-

-

위장된 프리랜서: 기본급
기본급 + 계약건별 수수료
(80~100만원) + 회원 PT
(0~50%)
이용료의 약 40%의 커미션

오프라인 유형
심리상담

창작
뉴미디어

과외

30~50%
가입료가 있는 플랫폼 소수
‧ 플랫폼 수수료 10%~50% 존재함.

가입료

근무
형태
장소
시간

‧ 민간 센터에 마련된 상담
재택/방문
실 + 재택
비대면 수업(코로나19)
‧ 일부 방문

근무
요일
노동
시간

촬영스케줄에 따라 불규칙,
‧ 내담자와의 상담 일정에 학생과 상담하여 학생/선생
야간촬영 및 편집 등 심야
따름
일정 조율하여 정함
노동 있음.

촬영, 제작지원: 촬영현장
편집: 프로덕션 편집실(상주
형) 또는 재택근무.

퍼스널
트레이닝

부동산 중개

(+ 헬스장의 경우, 헬스장
가입 회원수에 따른 커미션)
진성 프리랜서: 회원 PT이
용료의 약 40%의 커미션
헬스장/PT샵이 근무장소
위장된 프리랜서: 정규근무
시간
사무소 상주
진성 프리랜서: PT수업 시
탄려적 근무
위장된 프리랜서: 근무교대
제(2교대제), 주5일 근무,
-고정(9-6)
일일 10시간 근무, 주말 당
-계약에 따라 유동적
번근무
진성 프리랜서: PT수업 시
탄려적 근무

<표 10-1-4>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종합 – 오프라인 유형Ⅱ
오프라인 유형

업무
레벨
등급
구분

노동통제
평가방식

과외

‧ 상담사 자격증 2급/1급
구분
‧ 상담 경력, 학위에 따라
구분됨

없음

중개업체
‧ 계약해지
(에이전시)

노동
통제 평가
방식

경제

‧ 별점, 리뷰 등

공식적 등급 구분 없음.

리뷰, 댓글, 평점 등

‧ 플랫폼기업: 종속성 낮은
편
약함
‧ 민간 센터: △
(독자적 일감 찾기 어려움)

부동산 중개

없음

없음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높음.

약함

중개업체 ‧ 자체 회의, 복무규정 등
(에이전시) 적용하기도 함

기술

퍼스널
트레이닝

위장된 프리랜서: 경제적 통
제(PT 이용료의 일부 인센
오프라인 수행업무(촬영, 제 티브 지급),
‧ 내담자 평가와 상급자의 플랫폼에서 평가/피드백 제
작지원): 직접 통제 방식. 직접적 지시 및 명령
없음
감독 (슈퍼바이징)
공
평가지표/체계 없음
진성 프리랜서: 경제적 통제
(PT 이용료의 일부 인센티
브 지급),

플랫폼사(앱) ‧ 약함
사용

창작
뉴미디어

‧ 전문상담사 등록(프로모 과외 성사율, 응답율 등으로 평가 및 후기, 검색결과 인
플랫폼사(앱) 션), 일정조율 및 상담 툴 등급/자체 인증 표시, 등급/ 기, 추천, 평점, 응답, 신규
제공
인증에 따라 노출 증가 등록순 필터별 노출,

고객
이용자

종
속
성

심리상담

낮음
-

‧ 플랫폼: 소비자 평점 및
리뷰 노출, 플랫폼이 제공하
는 스케줄러, 상담 채팅 프
약함
로그램 사용
(안전성 보장 측면도 발견
됨)

-

크몽: 인기순, 추천순, 평점
순, 응답순, 신규등록순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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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한 개의 사업장과
프리랜서 계약하므로 높은 강함
편임.

-

약간 있음

오프라인 유형
심리상담

작업비품

과외

창작
뉴미디어

퍼스널
트레이닝

부동산 중개

치료기법에 따라 필요한 기 수업에 따라 다름
촬영장비 및 기타 도구들
헬스장 및 PT샵에 비치된
구(놀이치료 등) 민간 센터 교과수업은 교과서, 문제집, 지원이 열악함. 대부분 개인
없음
운동기구
에서 지원
필기 도구 등
마련, 고가의 경우 렌트.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미가입
미가입

건강보험, 국민보험 가입
회사 가입 없음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 회사가입 없음

노동
안전

학생의 성별/나이를 허위로
기재하여 (특히) 여성 선생
내담자로부터의 폭언 폭행
과 레슨을 계약하는 등 성
업무 스트레스
희롱, 성폭력에의 노출 가능
성

실적 유지의 스트레스
장시간, 심야노동.
고객의 감정노동, 성희롱 등
업무스트레스(상시적 수정
성추행
의 괴롭힘
요청, 영상제작에 대한 클라
감정노동
상사로부터의 사업장 괴롭힘
이언트 이해 부재)
외모관리의 스트레스

교육
훈련

자격 유지 위해 필수적으로 기존의 축적된 기술, 능력을
요구되는 교육 있으나, 사비 이용하거나 개인이 학원 등 없음. 개인 스스로.
로 부담
사적 교육 기관을 이용

(無)개인 스스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온라인
PT샵 및 헬스장에 따라서
강의 수강
관리자에 의한 운동교육

부당
대우
차별

개약 미체결 관행, 저임금
학생이 허위로 부정적 댓글
서면계약 미체결, 사회보험
일자리.
이나 평점을 게시
사용자 부담 개인 전가
다중적 업무관계와 무리한
부정적 평가를 대가
수정요청.

관리자의 폭언
회원의 폭언 및 감정노동
스트레스, 성희롱
임금 미지급
위장된 프리랜서의 경우 실
질적인 업무의 명령과 지시
(사용자성)

이해
대변

학회 영향력이 크나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이라고 보기 이해대변 조직 없음
어려움

제도
요구

‧심리상담사 자격증 국가자
격증化
학생에 대한 정보 공개
‧상담 의료보험 적용
정당한 수수료 책정
‧4대보험 가입 지원 및 교육
훈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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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가입 없음
회사에 따라 일부 가입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
보험

자격증을 관리하는 사설 협
외(대한퍼스널트레이너협회
이해대변 조직 없음.
등)
노조 無
실질적 이해대변 조직 없음
표준계약 정착
표준계약 지침 및 서면계약
불공정 계약 시정
체결 정착.
위장된 프리랜서의 4대보험
장시간 노동 및 심야노동
가입 및 고용형태 변호 필
등 노동환경 개선.
요
교육훈련체제 마련.
실태파악 필요
고충처리 및 이해대변 기구
사업장 괴롭힘 문제 시정
마련.
필요

없음

기본급 보장
계약건당 수수료의 일정 비
율을 중개보조원 몫으로 설
정

2. 정책과제
1) 제도적 과제
○ 전 세계적 현상으로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연구조사 및 제
도적·정책적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그만큼 플랫폼노동 문제가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 형태에 적지 않은 변화와 충격을 줄 것이기 때
문임.
- 플랫폼노동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새로운 노무제공의 출현과 확대는 기존과 동일 유사한 접
근도 있지만 다른 접근도 논의되고 있음. 지난 2년 사이 국내에서 플랫폼노동과 관련하여
정부(중앙, 지방, 위원회)는 물론 노사정 및 이해당사자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음([그림
10-2-1]).
-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3차례 디지털 플랫폼노동 관련 노사정 합의가 발표되었고,
배달 관련해서는 노사정 및 노사 협약이 도출되었음.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플
랫폼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지원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임([그림 10-2-2]).

[그림 10-2-1] 국내 플랫폼노동 노사정 및 각 이해당사자 구성과 논의(2020.10)

중앙정부
경사노위
*고용노동부

지방정부
서울시
*경기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출범(’18.7.20.)

서울시 플랫폼 노동 공론화
위원회 출범(’19.8)

*노동부 플랫폼 사회적 대화
포럼(1기 배달, ‘20.4.1)

*경기도 공공배달앱TF,
조례 제정(‘20.10)

주요
흐름

전체회의 14회 및
간사단회의 4회 개최(1기 :
24차 회의)

협약
선언

쟁점

논의
테이블

노동단체
민주노총 플랫폼연대
라이더유니온
여성노조 미콘지최
화섬노조 타투유니온지회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사용·운영자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플랫폼 노동 각 조직
건설(’18년∼’19년)

플랫폼 기업 포함 사용자
단체 출범(’17)

공론화추진단
운영(’19.8∼11)
’19.11 시민
숙의회의(250명) 진행

3개 노동조합 조직 출범,
연대체 구성
각 조직 출범 이후 사회적,
정책적 요구 진행

플랫폼노동 이슈화 이후,
정부 및 각종 이해대변 대표
참여
기존 경총과 다름 표방

’19.2.18(기본 합의)
’10.5.25(IT·SW 합의)
’20.9.8(배달분과 합의)

’19.11월
시민 제안

* 배달 종사자
협약(‘20.10.6)

’18년 7월 사회안정망 가능
선언

중앙차원의 노사정간
논의∼합의, 정책 구체성
논의 한계

지방정부 차원 논의 진행,
정책과 사업 노사 참여도
문제 존재

노동권 및 근로자성
사회보험 및 적정 수수료,
안전 문제 제기, 조직
포괄성 과제

단체 성격, 회원사 이해대변
조율·조정 한계

* 주 : 4차산업혁명위, 일자리위원회 TF 논의는 제외. 노동부 플랫폼 사회적 대화 포럼 합의문 발표(‘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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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2] 플랫폼노동 접근과 보호의 차이 : 포괄성과 구속력
법률 보호 – 노동법 접근

법률 보호 – 경제법 접근

적용 범위 확대, 포괄적 보호

공정거래와 계약 관계 규율

ü [노동법률] 사회적 보호 입법 확대

ü [계약] 표준계약 및 부당거래 관계 강화

ü [사회보장] 산재 및 고용보헙 확대

ü [약관] 약관법 등 개정 통한 공정거래

ü [사회협약] 최소한 조건과 기준

ü [보수] 표준 수수료 등 공정보수 책정

정책 보호 – 가이드라인, 규칙

정책 보호 – 사업, 지원

투명하고 공정한 규칙 권고

경제활동과 종사자 지원

ü [일&업무] 계약, 업무, 보수, 시간, 휴식 등

ü [중재기구] 법률분쟁 상담구제 설치운영

ü [평등공정] 부당대우, 차별 조항 등

ü [주체지원] 단체 및 협동조합 등 지원

ü [법률분쟁] 분쟁해결, 상담 및 구제

ü [노동환경] 모니터링, 연구조사 지원

○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노동형태’와 ‘오프라인 노동형태’로 일의
수행 방식에 차이가 있음. 후자(오프라인)의 대표 사례인 배달 기사(라이더)나, 운전운송 기사
(드라이버) 등은 거의 대부분 전업 성격의 일을 수행하기에 ‘근로자성’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70) 반면 전자(온라인)는 프리랜서 형태의 1인 단독노무 제공자(개인사업
자, 1인 자영인)가 많아, 부업 성격의 일도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보호를 위해서는 몇까지 제도적, 정책적 보호방안
과 과제가 확인되고 있음. 이는 이 연구보고서 3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사례조사에서도 확인된 사항임. 국제노동기구(ILO)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지표로 이
미 제시한 권리(rights), 고용(employment), 보호(protection), 대화(dialogue)나 EU의 플랫
폼노동 관련 보호 방향을 준거로 하여 검토할 수 있음(<표 10-2-1>).71)
- 첫째, 포괄적인 입법의 확대나 혹은 최소한의 노동보호 규율이 가능한 입법적 과제가 필요할
70) 국내에서 근로자성 여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경제·사용 종속성 문제가 있고, 이는 ① 전속
성(“주로 하나의 사업에”) 여부, ② 업무의 계속성(“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 여부, ③ 업무를 수행함에 비대체성(“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
는 자”) 여부로만 판단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전속성 기준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지역/장소/위치기반
플랫폼노동자 문제는 더욱 논란이 될 것임. 또한 기술발전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듯, 전속성
기준에서 ‘기술 종속성’ 문제가 이제는 학계나 정부와 법원에서도 판단의 지표로 고민해야 함.
71) 국제노동기구의 ‘좋은 일자리’는 고용기회(employment opportunities), 적절한 임금 및 생산적 일
(adequate earnings and productive work), 적절한 노동시간(decent working time), 일-가정-개
인적 삶의 균형(combining work, family and personal life), 폐지해야 하는 일(work that should
be abolished), 일의 안정성과 보장성(stability and security of work), 고용의 동등한 기회 및 처
우(equal opportunity and treatment in employment), 안전한 노동환경(safe work
environment),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employers’ and
workers’ representation)로 구성됨.

- 275 -

것으로 판단됨. 기존 취업자 중심의 보호입법도 가능하지만, 과도기적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
와 같이 최소한의 조건과 기준(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플랫폼노동과 같이 기술발전이 일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표준
계약과 보수(표준단가, 수료율 등) 등 공정한 노동을 위한 약관 개정 등 경제법적 개정도 동
시에 필요 함. 프랑스는 플랫폼기업의 약관 승인 과정에서 노동자 협의 과정을 할 수 있도
록 한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그림 10-2-3]).
- 셋째, 플랫폼노동이나 프리랜서처럼 단독 노무제공자들이 일을 하면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노동기준으로서 가이드라인과 규칙이 제시되어, 일하는 현장에서 차별
받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넷째, 플랫폼노동이나 프리랜서 형태의 일을 수행하면서 부당대우나 차별적 처우를 겪을 경
우 상담이나 구제는 물론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해주는 ‘분쟁중재기구’와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은 해외 사례(독일 옴부즈 오피스)를 통해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그림 10-2-3] 프랑스 플랫폼 기업 약관 승인 절차

자료 : Coralie Larrazet(2020), 「이동성지향법과 플랫폼 기업 약관 : 프랑스의 플랫폼 기업」, 《국제노동브리프》, Vol.5,,
한국노동연구원,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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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과제
○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
의 한 형태들이 확인됨.
- 조사대상 사례만을 보더라도 기본적인 계약체결도 없고, 적정 단가(보수, 수수료) 기준도 없
는 곳들이 대부분이었음. 일부 사례에서는 계약체결 내용에서도 우월적 지위 관계에서 부당
한 조항도 확인됨.
- 게다가 일의 형태나 내용을 보면 주5일에서 6일 전업 형태의 풀타임 일자리들이 있어 노동
인권 차원의 보호 필요성도 확인됨. 특히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나 고객으로
부터 폭언이나 성희롱과 같은 인권침해도 확인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플랫폼노동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종
사자(1인 단독 노무제공자)들을 위해 일반적인 노동의 보호 기준((general labor standards
또는 norms)을 수립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표 10-2-1>)
- 첫째,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일반적 노동 규율과 규칙의 기준은 △가이드라인 수립(최소한
의 조건과 규정), △분쟁해결 및 상담구제 기구 운영(개인 혹은 단체), △제3의 조직 지원(노
동자협동조합 등)과 같은 방식이 모색될 수 있음.

<표 10-2-1>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관련 규칙 항목과 한국 검토 사항
장(章)

조항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목적, 대상, 범위

제2조

정의

제2장
고용관계 정보

제3조

노동조건 등 정보 제공의무, 시점, 방식

제4조

고용관계 변경, 차별 문제

제5조

일과 업무의 예측 가능성

제6조

보수 및 노동조건 변화 등(모니터링)

권익보호 관련 세부화

제7조

안전 및 건강, 휴일휴식, 교육훈련

인권 조항

제8조

단체협약

노동조합 설립 조직

제9조

노동조건 보장 권리

최소 기준

제10조

종사자 의사에 반하는 처우 또는 결과 보호

제11조

해고 보호 및 입증책임

제12조

벌칙

제13조

강행규정과 유리한 조항

제14조

적용과 이행(상담 센터 등), 위원회 검토

제15조

효력발생시기

제3장
노동조건
최소요건

제4장
보호 규정

제5장
최종 규정

내용

주 : EU 투명하고 평등한 근로조건 지침(2020)을 한국에 적합하게 연구진 재구성.

- 277 -

비고

데이터 접근

<표 10-2-2> 온라인 노동 관련 규칙 항목과 한국 검토 사항
EU

EU
한국

조항
제1조

적용대상

제2조

정의

제3조

한국

내용

약관의 변경

조항

우월지위 관계
부당조항 검토

내용

제11조

내부 고충처리 시스템

제12조

분쟁조정

제13조

조정기구의 설치

제14조

단체소송

제15조

국내법상 제재규정

제16조

집행위원회의 감독의무

제5조

상품 공급의 제한·유보·중
단
검색·배열순위(ranking)

제6조

부가 상품·서비스

제7조

차별적 대우

인권 침해 판단

제17조

자율규약

제8조

필수적 계약조항

최소 규정 조건

제18조

재검토

제9조

데이터 접근권

제19조

발효시기

제10조

최고우대조항(MFC)

제4조

개별 사업 필수화
분쟁중재기구
설치 운영

업종별 협약

주 :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최고 규정은 인권 차원의 ‘건강권’(감염질병 예방의 노동안전, 유급병휴가, 건강검진 지원)과 ‘휴식권’(최소한의
1년에 ** 휴식 권 → 웹툰/웹소설 휴재권), ‘인격권’(성희롱 및 감정노동) 등.

- 둘째,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일자리와 관련하여 분쟁기구 운영이나 상담 구제는 외국의 주요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현재 보고서 9장에서 소개된 독일의 옴부즈 오피
스(분쟁중재)나 프랑스 우버 관측소(노동환경)와 같은 형태는 유형별 검토 가능한 사례로 판
단됨.
- 셋째,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와 관련하여 제3의 지원 모델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협동
조합, 공제회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음. 벨기에의 스마트(SMart)협동조합, 프랑스의 코파남
(Coopaname)이나 사업고용협동조합(coopérative d’activité et d’emploi: CAE) 등이 주
요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유럽 및 미국 프리랜서 협동조합

국내 주요 노동자 협동조합

·(벨기에)
프리랜서 협동조합 ‘스마트(SMart)’ 통해 법률·행
정·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프랑스)
가. 프리랜서 협동조합(코파남, Coopaname) : 각종 계
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안정적인 지원, 급여‧세
금신고 및 환급‧보험 등 업무 수행을 위한 법률 및
회계 서비스 지원72)
나.
사업고용협동조합(coopérative d’activité
et
d’emploi: CAE)
·(미 국)
프리랜서스 유니온(freelancersunion) : 보험회사와
의 협상을 통해 프리랜서의 저렴한 의료보험 상품
가입 지원

·(노동자협동조합)
대리운전협동조합(2010년), 번역협동조합(2013년)
씨엔협동조합(2015년), 라이프 매직케어 협동조합
(2018년), 한국IT개발자협동조합(2019년)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오르그닷(2009), 영화제작소 눈(2009년)

72) 코파남은 협회는 플랫폼 종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 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행정지원과 소기업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플랫폼종사자들도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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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3> 디지털 플랫폼 노동 쟁점과 과제 – EU, 한국
EU 분석 결론

EU 정책과제

한국 정책과제 방향(안)

플랫폼 경제나 노동 정의, 개념 유럽 내에서
명확하지 않고, 플랫폼노동 내 이질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 부족

플랫폼경제, 플랫폼노동 정의 필요

플랫폼노동 ILO, EU 규정 준용

플랫폼 경제 규모와 유럽 노동시장에서 중요
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

플랫폼 경제 발전 : 모니터링 확대
플랫폼노동 정보 제공 위한 워스톱 서비
스 체계

플랫폼노동 연구조사,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등
* 프랑스 우버 관측소, 미국 관련 재단
들

플랫폼노동 매우 다양, 모델 지속적으로 변화

정책적인 조치들 : 플랫폼 경제의 이질
성 인식 필요

변화하는 플랫폼경제 지속적 논의 틀
형성

일부 노동조건은 기존 전통적 노동시장과 유
사하나,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은 과거 전통적
노동시장에 비해 덜 보호적인 상황

플랫폼노동 사회적 호보 논의 → 부정
성(불공정 계약, 수수료, 노동안전, 고용
보험) 정책 과제 수립

신기술사용 노동조건에 특수한 도전, 자동화된
업무 성과 리뷰는 노동시장 접근에 영향

일부 상황에서 부정적인 순위(랭킹)와
평가(리뷰) : ‘잊혀질 권리’ 논의 필요.
노동자-고객-플랫폼 상호 평가 필요

약관법 개정 등 노동자 보호
플랫폼 상호 평가제도 의무화 및 이행
준수

시간 지연 등이 방생되는 문제에 대한 플랫폼
의 노동자 보호 필요성

분쟁 해결 메커니즘 필요

플랫폼노동 차별이나 폭력이 발생 문제

분쟁해결 메커니즘 필요
알고리즘 : 차별적 판단하지 않도록 조
치 필요

플랫폼노동 분쟁해결기구 운영
*독일 크라우드 행동 수칙(Code of
Conduct)
*독일 옴브즈 오피스
*오스트리아 - 페어크라우드워크

플랫폼 노동자는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
해 과잉 자격인 것으로 판단

플랫폼 경제 발전 모니터링 확대

플랫폼노동 모니터링 노사정 및 관련
이해당사자 공동 시행
* 프랑스 우버 관측소

플랫폼노동은 고용지위 불명확성

플랫폼노동의 고용지위 분류 필요
고용지위 떠나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와 법적 보호 필요

고용형태와 무관한 사회적 보호 검토(단
독노무제공자 규정 ‘근로자’ 범위 확대)

플랫폼노동자의 특수한 고용지위

플랫폼 경제 발전 과정 모니터링

플랫폼경제의 노사정 공동 논의와 규
제 방안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 소득 불명확

플랫폼 결정 노동은 최저임금 준수
업무 매칭 전 투명성 확대

플랫폼 적정 보수와 수수료 통한 소득
안정성 강화

플랫폼노동자 소득 신고와 세제 문제

플랫폼 경제 : 부가 소득 제세 규제 간
소화(행정 부담 경감)

정부 차원의 소득 신고 체계 정비

대표성 약한 플랫폼노동자 문제
노동조합 통해 대표성 진행

플랫폼노동자 : 집단적 목소리 의견 수
렴 필요

플랫폼노동의 노동권 및 교섭권 부여
(ILO 기본협약 준수)
노사정 이해당사자와 시민 등이 플랫폼
공론화 논의

국가별 노동조합 공공적 공론화 주도

자료 : Eurofound(2018a) 유럽연합(EU) 내용에 한국 정책과제와 전략 연구진 추가하여 재구성.

운영되고 있음. 주요업무는 소상공인, 플랫폼 종사자들의 사회보장 지원 행정, 세금과 재정컨설턴트,
법률지원등 총괄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특히 소규모 사업 창업자들의 사업안정을 위한 사회
보장 정보제공과 사업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음(https://www.coopaname.coop/article/coopaname
-cest-pol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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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4> 국내 광역 지자체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관련 조례 현황(2020.10)
서울시
Ÿ
조례
명칭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
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
례
(2018.10.0
4.)

부산시
Ÿ

Ÿ
Ÿ
조례
목적

보수 및 고
용방식, 계약
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
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Ÿ
Ÿ

조례
정의

「근로기준
법」등 노동
관계법에 적
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
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
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
은 채 자유
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

Ÿ
Ÿ
조례
운영

Ÿ

Ÿ
실태
조사

Ÿ
지원
센터
운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
립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 안
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

권익 보호
활동 지원
위해, 계약형
태, 보수, 계
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
동환경 실태
부당 계약,
보수 지연지
급, 저작권
침해 등 불
공정거래 피
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위해 센터
설립운영

Ÿ

Ÿ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
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
례
(2020.07.1
5.)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
에서 제외된
프리랜서 지
원함으로써
일자리의 질
을 높이고
일자리 유형
변화 따라
늘어나는 프
리랜서 권익
보호 문제

경기도
Ÿ

경기도 프리
랜서 지원
조
례
(2019.08.0
6.)

Ÿ

「근로기준
법」 등 노동
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
외된 프리랜
서 지원, 경
기도 일자리
의 질 높이
고 고용악화
와 일자리
유형 변화
따라 늘어나
는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
적 대처

계약의 형
식에 관계없
이 「근로기
준법」·「고용
보험법」·「산
업안전보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
법상 원천징
수 대상 사
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
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
적용역을 행
하는 자

Ÿ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
립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
정거래 관행
보호 받을
수 있는 사
회적 보호
조치 추진

Ÿ

권익 보호
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하여 계약실
태, 계약조
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

Ÿ

Ÿ

Ÿ
Ÿ

없음

전남

계약의 형식
에 관계없이
「근로기준
법」·「고용보
험법」·「산업
안전보건법」
의 적용 대
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
법상 원천징
수 대상 사
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
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
적용역을 행
하는 자

종합계획 수
립·시행 계획
수립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 부당
대우와 불공
정 거래 관
행 보호 받
을 권리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계약실태, 계
약조건, 노동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
사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하
센터 설치
운영

Ÿ

Ÿ

전라남도 프
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
원
조례
(2020.08.0
6)

광주시
Ÿ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 조례
(2020. 9.
28)

Ÿ

청년프리랜
서를 지원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노동관
계법령의 사
각지대에 있
는 청년프리
랜서의 권익
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

권리 침해와
차별 해소
등 권익 보
호와 안정적
인 활동 지
원, 지역 일
자리 유형
변화에 적극
적으로 대처

충남
Ÿ

충청남도 프
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조
례
(2020.10.5)

Ÿ

프리랜서들
이 보수 및
고용방식, 계
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
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하여 안정적
인 경제활동
을할수있
도록 지원

Ÿ
Ÿ
Ÿ

「근로기준
법」·「고용보
험법」·「산업
안전보건법」
에 적용 받
지 않는 일
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
하는 사람

Ÿ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
립, 각종 지
원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

Ÿ

Ÿ

계약형태, 보
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
태

Ÿ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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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법」 제2조제
1항제1호의
근로자가 아
닌 19세 이
상 34세 이
하인 사람으
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타인을
사용하지 아
니하고 독립
하여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
는 사람

Ÿ
Ÿ
Ÿ

지원계획 수
립
목표 및 방
향, 부문별
추진전략청년
프리랜서 보
호

Ÿ

계약의 형식
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
을 받지 않
고 일정한
기업이나 조
직에 소속되
지 않은「소
득세법」에
따른 원천징
수 대상 사
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
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
적용역을 행
하는 사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
립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
정거래 관행
보호 받을
수 있는 사
회적 보호
조치 추진

Ÿ

계약실태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Ÿ

계약실태, 계
약조건, 노동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
사를 실시

Ÿ

없음

Ÿ

전담기구 설
치 운영

대전시
Ÿ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
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2020.
10. 14)

Ÿ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
써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

Ÿ

원천징수 대
상 사업소득
자 중 피고
용자 없이
계약에 따라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Ÿ

기본계획 수
립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안정적인 활
동 등을 지
원

Ÿ

Ÿ

권익 보호
와 지원을
위하여 계약
실태, 계약조
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

Ÿ

없음

서울시

Ÿ
공정
거래
지침

Ÿ

법적
보호

Ÿ
단체
지원
기타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과
계약상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
별 표준계약
서를 포함한
프리랜서 을
개발하여 보
급·적용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지
원(센터: 법
률·세무·노무
상담 및 대
응 지원, 불
공정거래 피
해 예방 및
구제)

권익보호 위
해 관련 사
업 추진 기
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
할 수 있도
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
정적·재정적
지원

부산시

Ÿ

서면계약을
체결해 계약
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
별 표준계약
서 제작

경기도

Ÿ

Ÿ
Ÿ

보호 및 지
원을 위한
대책
Ÿ

Ÿ
Ÿ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
관과 단체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
적 지원

전남

서면계약을
체결해 계약
상 권리 보
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
별 표준계약
서 제작

세무상담, 노
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
담서비스
무료소송을
지원

업종·지역·경
력 등에 따
라 연합한
프리랜서 단
체가 프리랜
서 권익 강
화를 위한
활동을 원활
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
서 지원

Ÿ

Ÿ

Ÿ

Ÿ

권익 보호
향상과 계약
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하여 전라남
도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
침, 개발하여
보급·적용

광주시

Ÿ

별도 언급
없음

Ÿ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청년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세
무·노무 상담
및 대응 지
원청년프리랜
서의 권익보
호를 위한
교육 및 홍
보청년프리랜
서의 경력개
발 지원

세무·노무 상
담 또는 계
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
담 서비스

권익보호 위
해 관련 사
업 추진 기
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
예산의 범위
행정적·재정
적 지원
건강검진 대
상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건
강검진 사업
을 추진

충남

Ÿ

별도 언급없
으나, 사회적
보호 및 권
리(4조)에 포
괄적 내용
포함

Ÿ

갑을 관계가
아닌 동등
한 계약 당
사자로서의
권리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Ÿ

Ÿ
Ÿ

단체 기관
지원 (지방보
조금 관리)
사업비 보의
일부 보조

주 : 기초 지자체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2곳인 동작구(2020.6.11.), 영등포구(2020.9.17.) 제정.
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 자치법규 프리랜서 조례 검색(http://www.law.go.kr, 검색일: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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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하
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
정적 지원

대전시

Ÿ

계약상 권리
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
계약서를 작
성

Ÿ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
정거래 관행
으로부터 보
호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조치
권익 보호
문화가 확산

Ÿ

Ÿ

예산의 범위
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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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제노동기구(IL0)의 플랫폼 이용 약관 개선(2018)73)
6.2 플랫폼 이용 약관 개선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플랫폼 이용 약관은 일반적으로 노동자 계정 및 프로필 관리, 작업 평
가 및 대가지불, 근로자의 사생활, 안전 및 삶의 질, 노동자의 법적 권리4개 분야의 근로 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용 약관 문서의 여러 조항이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
다. 이용 약관의 수정은 보다 공정하고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6.2.1 노동자 계정 및 프로필 관리
(계정 거절, Account rejection) 대부분의 이용 약관 문서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영역 중 하나는 사용
자 계정 생성에 관한 것이다. 이 섹션에플랫폼이 어떤 이유로든, 거부 사유를 사용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이 사용자 계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포함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차별금지 고용
법과는 대조적으로, 이 같은 규정은 플랫폼이 접근을 허용할 잠재적 노동자들을 결정하는데 있어 차
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거부 사유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의 박탈감 및 시간 낭비를 초
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거주지와 같은 단순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
로AMT에 의해 신청을 거절당한 잠재 노동자들은 거부 사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불필요하게 부적격한 신청서를 한 번 이상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노동자와 아마존 양 측
에 추가 업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신청 거절사유에 대한 설명 부재는 문의에 대응해야 하는 근로자
커뮤니티에게도 부담을 지우고, 동시에 일부 계정이 거절된 사유와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근거 없는 추측을 부추기게 된다. 좀 더 노동자 친화적인 이용 약관 문서에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신청 거부 사유에 대해 항상 명확하고 납득가능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명시할 것이다.

(계정 폐쇄/삭제, Account closure/deletion) 노동자 계좌가 처음 승인되면, 노동자는 자격 조건 유지
와 계정 상태 관리의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나 첫 계정 승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일부 플랫폼
의 이용약관은 플랫폼 사업자가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사용자의 계정을 닫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일반적으로 이용약관은 계정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시, 노동자가 플랫폼에 접근할 권리가
없다고 명시한다. 노동자의 계정 폐쇄에 대한 이의 제기 권한, 노동자의 자신의 콘텐츠 및 업무 이력
자료에 대한 소유권, 그들의 계정으로부터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자금 등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기타
우려사항들이 항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73) ILO, Digital labour platforms and the future of work: Towards decent work in the online
world, ILO, pp.95-111의 6장2절의 플랫폼 이용약관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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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노동자 친화적 이용 약관 문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 노동자들의 계정은 오직 플랫폼 이용 약관 위반이나 그 외 계약상 의무의 위반 시에만 폐쇄될 수
있다.
■ 플랫폼 사업자는 계정이 폐쇄된 근로자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노동자는 계정 폐쇄에 대해 제3자의 검토가 포함된 이의 제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 계정 삭제 시, 노동자는 계정에 있는 자금 전액을 지급받는다.
■ 계정 삭제 시, 노동자에게 자신의 작업 이력에 대한 모든 사본(human and machine-readable
copy)과 자신이 기여한 포럼 게시물, 프로필 콘텐츠, 다른 플랫폼 사용자에게 발송한 메시지 등을 다
운받고 저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노동자 제작 콘텐츠, Worker-created content) 온라인 플랫폼 종사 노동자들은 프로필 정보, 포럼
게시물 등 플랫폼 웹사이트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플랫폼 이용 조건은 종종 이 같은 정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노동자 친화적인 이용 약관 문서는 플랫폼이 콘텐츠(예
를 들어, 프로필 정보, 포럼에 대한 기여 등)가 삭제된 잠재적 노동자에게 삭제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사유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6.2.2 업무 평가 및 대가지불
플랫폼의 전체 근로자 평가 및 대가 지불 시스템이 이용 약관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
지만, 일반적으로 이용 약관은 평가 시스템, 수수료 구조의 개요, 업무 평가 및 노동자 대가지급 일정
의 개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용 약관은 또한 노동자가 미지급 또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객이 작업 결과물을 완전히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시할 수 있다.

이용 약관은 일반적으로 업무 평가 및 대가 지불과 관련한5개 분야(수수료 구조, 지불 요청, 업무 검
토 및 지급, 업무 거부 및 미지급, 노동자 및 고객 평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2장에서 사업모델에 관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는 고객이 노동자
의 완료된 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시점에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대한 백분율 기반의 비용을 지
불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용 약관은 노동자들에게도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도 포함
할 수 있다(예를 들어, 특정 플랫폼이 노동자들의 대금 지불을 위해 페이팔(PayPal)과 같은 결제서비
스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 부과 등). 노동자의 지불 요청에 대한 기타 사항을 다루는 조항은 또한
노동자가 지급을 받는 빈도,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금 지급을 받는지 혹은 플랫폼의 중간 계
정을 거쳐 지급을 받는지를 상술한다. 많은 플랫폼은 고객이 업무 비용을 지불할 때 플랫폼이 내의
노동자 계좌로 돈이 송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 다음 노동자들은 반드시 지불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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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불은 종종 특정한 빈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지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정한 최
소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용 약관은 노동자의 제출된 작업물을 검토하고 자금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하는
과정에 대한 일부 세부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검토 및 지급에 관한 섹션은 지급 시기를 명시하
는데, 때로는 지급 시기가 상당히 긴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작업 결과물 제출 후 고객에게 이
를 검토할 일정 기간이 주어진다. 가장 노동자 친화적인 이용 약관 문서에서는 고객이 검토를 하지
않을 경우, 평가과정에서 자동으로 고객이 작업결과물을 수용한 것으로 전환된다. 이때 플랫폼은 일반
적으로 노동자들의 계정으로 자금이 입금되어 인출이 가능해지기까지 일정한 시간을 둔다. 드문 경우
이지만, 이상적으로는 검토 및 지불을 위한 총 시간(즉, 작업물 제출과 자금 수령 사이의 총 시간)은
14일 이하여야 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은 고객이 작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7일 혹은 그 이상을
지정해두고, 그 시점 이후30일 이내에 노동자의 계정에 대한 지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이 제출된 작업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이용 약관은 일반적으로 업무 거부에 대한
일부 규칙과 미지급 가능성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이는 여러 플랫폼에서 공통적으로 종종 문제가
되며, 특히 고객이 작업물을 거부하더라도 작업물에 대한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경우 더욱 고
객 측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들은 거절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이는 노동자와 고객사이의 명백한 권력 불균
형으로 이어진다. 노동자 친화적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이다.
■ 플랫폼은 노동자가 작업물 거부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받도록 하는 데 동의하며, 제3
자 검토자의 개입 등을 포함하여 부당한 거부에 대해 노동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있다.
■ 노동자에게 적어도 한번 거부된 일을 재실행할 기회가 주어진다.
■ 노동자에게 거부된 작업을 재실행할 수 있는 날이 적어도 하루 이상 주어진다.

위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예외(예: 빠듯한 프로젝트 일정)가 있는 경우, 작업 지침서에 명확하게 명
시된 별도의 약관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용 약관에서 때때로 다루는 문제는 고객이 업무를 조기 종료할 수 있는 권한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상적으로, 고객의 이용 약관은 특정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취소될 지라도, 제출된 모
든 작업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또한 적절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요구됨을 명시해
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특정 방식으로10만 장의 사진에 태그를 거는 요청을 플랫폼에 게시
했다고 가정한다. 얼마 후, 노동자들이 이미1만 장의 사진에 태그를 걸었을 때 고객은 태그 요청을
게시했음을 깨닫고 나머지 작업을 취소한다. 이런 경우, 고객은 오류를 깨닫기 전에 이미 완료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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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대급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

(노동자 및 고객 평가/등급, Worker and client evaluations/ratings) 노동자 평가는 종종 지급과 직결
되기 때문에 이용 약관 문서에 적어도 어느 정도는 명시된다. 그러나 일부 이용 약관은 플랫폼이 노
동자의 등급을 징벌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언급한다. 평가 결과가 평균화되거나 전체
적으로 등급에 비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으나, 단 한번의 늦은 제출 또는 불완전한 작
업 완료와 같은 단발성 문제로 노동자 등급이0으로"재설정"될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문제
가 있다. 나아가, 거부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에는 설명과 이유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용 요건은 노동
자들이 부정적이거나 불공정한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객 평가나 등급은 이용 약관 문서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적으로는 고
객 등급이 근로자 등급과 동등한 방식으로 플랫폼 이용 약관의 일부를 구성해야 한다. 플랫폼에서 노
동자의 이력(완료한 작업, 고객 수용률)이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이, 노동자가 작업을
선택할 때에도 고객의 이력(지급 및 미지급 관련 정보)이 노동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오늘날 노동
자들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논의하기 위해 포럼이나 터콥티콘과 같은 외부 사이트에 의존해야 한다
(섹션6.1.1 참조). 이상적으로, 이 같은 등급 기능은 이용 약관 문서에서 다뤄져야 하며, 플랫폼에 직
접 구현되어야 한다. 이는 고객과 노동자 사이의 현존하는 권력 불균형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6.2.3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안전, 웰빙
(괴롭힘과 행동수칙, Harassment and codes of conduct)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이 노동자들, 플랫폼
사업자들, 플랫폼 고객들 간의 상호작용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 형태는 개인 메시지나 포럼 게시
물일 수 있다. 또한 노동자 프로파일, 고객 프로파일, 플랫폼FAQ 등 플랫폼 사용자들에 의해 만들어
진 의사소통 미디어의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가장 노동자 친화적인 이용 약관은 사용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규제한
다. 예를 들어, 크라우드플라워(CrowdFlower) 플랫폼의 이용 약관 일부로 포함된 행동 수칙은 노동
자 및 고객을 포함하여 모든 사용자의 행동에 대해6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상호작용
에 있어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고, 정중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외설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 혹은 이
미지의 사용을 삼가고,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정직해야 하며, 나이, 성별, 인종에 근거한 편견
과 차별을 삼가고, 타인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잠재적으로 심리에 해로운 작업, Potentially psychologically harmful tasks) 많은 마이크로태스크
플랫폼이 콘텐츠 조정(content moderation)을 위해 사용된다(Box 5.1 참조). 업무 특성 상 이러한 작
업은 불쾌하고 잠재적으로 심리적으로 해로운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부분의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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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의 이용 약관은 일반적으로 외설적인 콘텐츠를 금지하지만, 콘텐츠 조정의 경우 플랫폼은 이에 대
한 예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일부 플랫폼은 고객에게 잠
재적으로 유해하거나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작업에 별도의 라벨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지만,
고객들이 이를 항상 주의깊게 따르지는 않는다. 또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각기 다른 고객에 의한 각기
다른 라벨 표시는 노동자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다루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것을 어
렵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AMT의 네 가지"일반 정책"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외설적이거나 불쾌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HIT(작업/일감)*을 게시할 수 있는가?
*

HIT (human-intelligence task): 인간지능이 요구되는 일. AMT 플랫폼에 게시되는 업무들.

여러분의HIT에 외설적이거나 불쾌한 내용(예: 알몸 노출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 다음을 수행하
십시오:
(i) 다음 문구를HIT 제목에 포함시키십시오: "(경고: 이HIT는 성인용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
습니다. 작업자의 재량권을 발휘해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ii) 여러분의HIT를 작업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작업자의“성인용 콘텐츠 자격증(Adult Content
Qualification) 보유”를 설정하십시오. 이 자격요건은 작업자가18세 이상이며 잠재적으로 불쾌한 내용
을 작업하는 데 동의함을 인지하도록 합니다. 자격요건은 고객 웹사이트의 설계단계(Design step) 혹
은 개발자 도구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iii) 여러분의HIT를 미리보기 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작업자의"성인용 콘텐츠 자격증 보유"를 설정
하십시오. 이는 고객 웹사이트의 설계단계(Design step)에서“미리보기를 위한 자격요건(Required for
Preview)”을 클릭하거나 혹은 개발자 도구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들은 이 같은 설명을 전혀 포함하지 않아서 노동자와 고객이 전적으로 상황을 정리(또는
정리하지 않고 방치)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 친화적인 이용 약관 문서는 이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노동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존중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이며, (고객이나 근로자
가 아닌) 플랫폼 직원이 잠재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검토하고 명확하게 라벨 표시를 하도록 하는 조항
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 조정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고객 혹은 플랫폼이 비용을 지불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할 것이다.

6.2.4 노동자의 법적 권리
거의 모든 크라우드워크의 이용 약관은 근로자가 자영업자 또는"독립 계약자"임을 증언하는 조항들을
포함한다. 많은 노동권(labour rights)이 고용 상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같은 지정은 특히 중요하다.

노동자가 플랫폼이나 고객과 고용관계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용 약관은 노동
자의 자율성에 자영업과 양립할 수 없는 제약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크라우드플라워의 이용 약관은
노동자가 봇, 스크립트, AI를 사용하면 안되며, "이 외로 지시받은 대로 과제를 완료하지 않고 크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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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플라워로부터 보상을 받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크라우드플라워 이용
약관은 노동자는 자영업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진정한 자영업자라면, 노동자는 작업 완료를 하기 위해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방식 및 도구(자동화, 스크립트, 스크래핑 포함)의 활용을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자영업자는 어떤 불이익도 없이 근로 시기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도급 업무가 금지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들이 어떤 업무를
거절했을 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용 약관은 노동자가 플랫폼에 제출을 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지불을 받
는 대로 작업 결과물의 모든 지적재산권을 이전한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고객이 제대로 완료된 작업물을"거부"하여, 원하는 작업물을 얻으면서 대금 지불을 거부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자 친화적 이용 약관은 노동자가 최소한 대금 지급을 받을 때까지 자신의 작업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도록 명시할 것이다.

(중재 조항 및 표준 법적 권리에 대한 기타 제한, Arbitration clauses and other limits to standard
legal rights) 마지막 관심사는 중재를 위한 재판권 포기, 집단소송권 포기 등 일반적으로 포함된 일련
의 법적 권리의 포기이다. 두 가지 모두 심지어 합법적인 경우에도 노동자들이 플랫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제한한다.

ILO 보다 공정한 마이크로워크를 위한 18개 기준
1. 고용: 노동자가 사실상 노동자인 경우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는 자신이 노
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또는"독립 계약자"라고"동의"해야 한다.
2.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 단체 교섭, 그리고 다음의 같은 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노동 협의회(works councils)와
공동 결정권(co-determination rights)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알릴 수 있는 법적 구
속력이 있는 방법이 주어져야 한다.
3. 임금: 노동로 지정된 마이크로태스크 워커의 경우 근로자 소재지 기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4. 대가 지불 및 수수료의 투명성: 노동자들은 고객에게 청구된 금액 전액을 실물 통화로 지급받아야 한다.
5. 유연성: 노동자는 주어진 업무나 특정 시간에 근무할 요청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업무 또는 플랫폼 관련하여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시, 노동자들은 손실된 작업 시간 또는 업무량에 대한 대가를
치를 의무가 없다.
7.미지급: (가능하다면) 대금 미지급 문제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8.계약 조건: 플랫폼 조건(예: 지불 조건, 작업 평가, 분쟁 해결 등)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9. 노동자 평가: 노동자 평가는 대금 미지급 비율에 근거해서는 안 되며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유
를 제시해야 한다.
10. 행동 강령: 플랫폼은 단체 교섭 협약이 부재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불만 제기 관련 공식적으로 규정된 절차가 포함
된 명확한 행동 강령을 마련해야 하며; 플랫폼은 이 행동 강령을 실제로 집행해야 한다.
11. 노동자의 이의 제기: 근로자는 대금 미지급, 부정적 평가, 자격 시험 결과, 행동 강령 위반 고발, 계정 해지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12. 고객 평가 및 이력: 노동자도 고객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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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업무 지시: 플랫폼은 업무를 공지하기 전에 업무 지시를 검토해야 한다.
14. 작업 이력: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람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자신의 작업 및 평판 이력을 열람하고 발송할 수 있어
야 한다.
15. 노동자는 플랫폼 외부에서도 고객과 업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16. 고객 및 플랫폼 운영자는 근로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신속하게 예의를 갖추어 유의미한 내용으로 응답해야
한다.
17. 노동자는 고객이 누구인지 작업 목적이 무엇인 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18.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무(예: SNS상 혐오 발언, 폭력, 포르노 검열)의 경우, 플랫폼 운
영자가 표준적인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ILO 크라우드워크에 맞는 사회 보호 체계를 위한 3가지 추가 기준]
1. 사회 보험 체계를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모든 고용 형태의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
다.
2. 기술을 활용하여 분담금과 급부 지불 체계를 간소화 해야 한다.
3. 세금 기반 체계를 도입하고 강화해야 한다.
자료 : ILO. 2018. Digital labour platforms and the future of work: Towards decent work in the online
world.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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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프랑스 플랫폼노동 비권장, 권장 제안들(몽테뉴연구소)74)
□ 비권장 제안
비권장안 1. “편리성” - 플랫폼 노동자를 임금 노동자에 편입시킨다.
프랑스 판례법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손쉬운 해결책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선택은
임금제로 전환되는 것을 원치 않는 대다수의 플랫폼과 그에 속한 노동자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
다.

비권장안 2. “잘못된 묘안” –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제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한다.
법적 지위와 새로운 권리의 신설로 우리가 식별한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
겠지만, 경험상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을 때보다도 오히려 분쟁을 배가시킴으로써 또 다른 법적 문
제를 양산하는 빌미만을 제공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직업훈련을 강화하거나 계약해지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산업재해 보상권과 같은 일정 부분의 수급권이 프랑스 법률에 따라 이미 시행되었기에
이러한 신설을 위해 수급권 개시일을 늦출 수 없다.

□ 권장제안 – 16개 목표
I.

플랫폼 노동자의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플랫폼 개발을 허용한다.
제안 1: 플랫폼에 대한 독립 노동의 법적 해석을 확립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자유 및 자율성을 존중하는 혁신적인 법체계를 수립한다. 이를 통해 독립 노동을 중
개하는 플랫폼의 진출을 조정하고 판사의 결정에 따른 임금 노동의 재인증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제안 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정한다.
고려된 매개변수와 이 매개변수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인다(예를 들면,
고객과의 연결에 대한 평점 기준과 이 점수가 미치는 영향).

제안 3: 비차별적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간접적 또는 비자발적인 차별을 포함하여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모든 차별 현상을 방지하기 위
한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보장한다.

74) 부록2와 3은 프랑스의 주요 자료는 프랑스 몽테뉴연구소의 2019년 4월 발간한 <Travailleurs des
plateformes : liberté oui, protection aussi>의 원문을 중심으로 정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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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4: 플랫폼이 행정당국과 그 생태계와 상생하는 주체들(협력 보험사, 유럽공동체 정
보사이트 등)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그에 속한 노동자들과 정기적으로 공유하도록 장
려한다.
데이터를 활용하고 공공정책이나 민간 부분의 제안을 생성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플랫폼의 데이터를
통합한다.

제안 5: 독립 노동자에게 플랫폼 이용 조건의 변경을 명료한 방식으로 알린다.
플랫폼은 그 이용 조건이 크게 변경된 경우(서비스 요금 인하, 수수료 인상 등) 합리적인 통지 기간
과 명료한 정보전달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

제안 6: 독립 노동자와 주문형 노동 플랫폼 간의 협상 조건을 설정한다.
노동자의 집단적인 불만 및 관심 표명을 허용하고 협회 결성을 장려한다.

제안 7: 노동자가 플랫폼의 무형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플랫폼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동성을 촉진하고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에게 플랫폼
의 데이터(특히 서비스 점수)를 제공한다.

제안 8: 공동운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문형 노동 플랫폼의 우수사례를 장려한다.
플랫폼 운영 모델에 내재한 예상치 않은 변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각기 다른 플랫폼 이용자-노동
자의 평가 및 평점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구축을 장려한다.

II.

플랫폼 노동자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실험적인 사회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제안 9: 플랫폼 노동자에게 사회권 행사를 위한 모든 수단을 제공한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건강보험 수급권, 직업교육, 연금, 정부 지원금 수급, 사회보장
제도 등)가 한데 모여 있는 플랫폼 노동자 전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 295 -

제안 10: 산업재해를 비롯해 직업상 주요 사고 위험을 대비한 부문별 보험 가입을 의무
화함으로써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높인다.
보험급여 세부사항(내용, 적용률 등)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독립 노동자 대상의 “산업재해” 적용 범위
를 규정하기 위해 보험사와 행정당국이 참여하는 기술 실무그룹을 구성한다.

제안 11: 혁신적인 직업훈련 정책을 통해 직업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주문형 노동
플랫폼(특히 “비숙련” 일반인을 위해)을 만든다.
별도의 법적 의무를 신설할 것 없이 노동법과 이동성에 관한 기본법 이외에 플랫폼에서 조직한 특정
이니셔티브에 중점을 둔다.

제안 12: 총매출액 상한선을 초과한 보장 대상 범위 밖의 노동자(학생이나 임금 노동자가
아닌)를 위해 보충건강보험과 보충퇴직연금보험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확립한다.
더 보편적인 사회보장 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보충건강보험 또는 보충퇴직연금보험에 접근할 수 있는
대책을 자발적으로 마련한 특정 플랫폼의 이니셔티브를 장려한다.

제안 13: 플랫폼 노동자의 수요에 맞춘 저축 상품을 만들어서, 이들의 장기저축 가입을
유도한다.
현재 일시적으로 중단되긴 했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 제도에 플랫폼 노동자가 소득의 일
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14: 독립 노동자에 대한 완전한 실업급여 보장(부분적 의무)을 유지하고 “경제 위
기” 관련 실업급여 보장제(의무)를 신설한다.
전체 독립 노동자 계층의 일거리가 급감할 때를 대비한 사회보장 안전망을 구축한다.

제안 15: 새로운 주택보증 제도를 개발해 주거 문제에서 임금 노동자와 독립 노동자 간
의 격차를 줄인다.
서민주택보증기금을 통해 추가 위험을 부담해야 할 은행을 지원하거나 서민주택보증기금의 위험 비용
부담률을 80%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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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16: 임금 조건부 용역근로 모델을 참조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개별적 위험을 분산
하고 맞춤형 집단 보증제를 도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위한 플랫폼”의 출현을 촉진한
다.
일상 업무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플랫폼 독립 노동자에게 “중앙집중식” 조직(경제이익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에 가입하도록 제안한다. 이러한 조직은 공공단체, 협회, 협동조합 또는 민간단체의 성
격을 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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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프랑스 플랫폼 자율규제 사례 : 우버, 스튜어트, 딜리버루
프랑스에서의 상황은 이러한 입법 제안을 뛰어넘거나 그 범위 내에서 플랫폼 측이 강력한 혁신 정책
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원”(노동자들)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의 맥락에서 자신들을
압박해 오는 법적이고 정치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플랫폼들은 그 사업 모델
의 책임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로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거나 때로는 놀라운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 시행규칙을 관보에 게재하지 못하는 등 「2016년 8월 8일 노동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시
행과 관련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서, 대부분의 주요 플랫폼 업체는 첫 번째 서비스 제공 시부터
노동자의 보험료를 전액 플랫폼 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업무상 재해‧질병 보장을 담당하는 민간
보험사들과 협상을 맺기로 결정했다.

전술한 플랫폼 측이 제공하는 보장은 다음과 같이 「엘콤리법」의 전제조건과 비교하여 높거나 낮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Ÿ

가입 상한선이 없다는 점에서 더 높다(사회보장보험 연간 최고 보장액보다 13% 더 높음)

Ÿ

보장 범위가 항상 임금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질병 보장 수준이 아닌 만큼 합리적 비용을 유지하
기 위해 더 낮다.

<전체 사례 가운데 일부를 다음과 같이 소개>

악사(AXA)와 딜리버루 간 파트너십
악사와 딜리버루 간의 파트너십은 2017년 1월 딜리버루의 모든 배달원을 위한 무상 직장인 책임보험
계약 체결로 시작되었다. 2017년 9월 1일부터 딜리버루 배달원은 운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딜리버
루 측에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 상품 가입으로 보험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딜리버루 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

“이것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딜리버루가 우위를 점했다는 증표이다. 딜리버루는 가장 유리한 가
격을 배달원에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달업계 최고 수준의 노동자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딜리버루의 배달원이 운행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 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Ÿ

사회보장보험 환급 기준의 200% 한도 내에서 치과 진료비를 포함한 의료비 환급

Ÿ

사회보장보험 환급 기준의 200% 한도 내에서 입원비 환급

Ÿ

배달원이 업무 중단으로 입을 수 있는 소득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상해 발생 시 1,000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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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에서 정액 보상금 지급
Ÿ

장애 또는 사망 시 배달원 또는 그 권리 승계자에게 2만 5,000유로의 정액 보상금 지급

배달원은 텔레그램 메신저 서비스 또는 딜리버루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에 사고를 접수할 수
있다.

악사와 우버 간 파트너십
악사와 우버 간에 맺은 첫 번째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우버는 2017년 우버 프랑스의 독립 운전자와
배달원을 대상으로 무상 사회보장 보험 공급(의료비 및 재해보상)을 제안했다. 또한 2018년 6월 1일
부터 우버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의료비 환급 및 재해보상 혜택을 받고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업무
중단 및 입원이나 자녀 출생 시에도 그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보험료는 전액 우버 측
이 부담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 보험은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시에 다음의 내용을 보장한다.
Ÿ

의료비 부분 환급:
- 사회보장보험 환급 기준의 100% 한도 내에서 개인병원 진료비(예: 검진비, X선 검사비 등)
및 입원비 환급
- 사회보장보험 환급 기준의 150% 한도 내에서 치과 보철비 및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비용 환
급

Ÿ

중대 사고 발생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
- 영구 노동능력 상실 시 운전자에게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현금성 급여 또는 연금 지급
- 사망 시 그 가족에게 보상금 지급(배우자, 자녀 및 직계존속에게 연금 지급)

이러한 파트너십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악사와 우버는 양질의 유사한 보험 및 연금 상품(의료 및 재해 보험, 저축상품 및 연금)을 독립 노동
자에게 제안하고자 공동 운영되는 디지털 플랫폼 개발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스튜어트
스튜어트(Stuart)는 2015년 설립 당시 배달원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는 업계 최초의 기업이었다.
2017년 스튜어트는 특혜 가격 조건으로 보충건강보험을 위한 협상을 하고 딜리버루와 우버처럼 악사
와의 협상을 거쳐 배달원에게 업무 중 사고에 대한 종합보험을 제공했다.

특히 프랑스 우정공사[La Poste, 자회사 지오포스트(GeoPost)를 통해 스튜어트 플랫폼 지분의 100%
를 보유]의 지원으로 독립 노동자인 배달원을 우정공사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실험적인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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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했다.

다음은 플랫폼이 제시한 바와 같은 3개의 기본 방향과 이에 따른 조치들이다.

스튜어트의 사회보장 혁신 정책
플랫폼 독립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스튜어트는 배달원의 평상시 안전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a. 신입 노동자 연수 시에 독립 배달원에 대한 안전규칙을 소개한다.
b. 2017년 12월부터 자전거 관련 이러닝(e-learning) 안전교육을 제공한다.
c. 예상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는 문제해결 지침서와 온라인 우수실행 문서를 제공한다.
d. 안전헬멧, 자전거 안전조끼, 배달용 백팩 및 외장형 배터리 등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한다.
사고 발생 시:
a. 중대 위험(사망, 장애, 일시적인 업무 중단)에 초점이 맞춰진 업무 중 재해 보험을 2018년 1월부
터 제공한다. 이 보험은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신입 노동자의 첫 번째 업무부터 적용된다.
보험료는 100% 스튜어트 측이 부담하며 기존의 민사책임을 보완한다.
업무용 필수 장비 구입비를 비롯한 자금 지원
a. 쿠프(Coop) 매장에서는 전기자전거 구매 시 저렴한 협상가격으로 제공한다.
b. 프랑스 우정신용금고인 라 방크 포스탈 피낭스망(La Banque Postale Financement, LBP
Financement)은 운송수단 구매를 위한 대출을 제공한다.
c. 라 방크 포스탈 피낭스망은 사회통합의 주요 대상인 스튜어트 배달원을 위한 소비자금융대출을 제
공한다.
주거 지원
모든 배달원을 위해 사회주택 청약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이러한 지원은 사회주택 담당자가 직접 이행한다(상담 시 무료전화 이용). 이와 관련된 이니셔티브
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Ÿ

대항력 있는 주거권 달로(Dalo) - 사회주택 청약신청 구성에 대한 이러한 개별 지원은 사회주택 담
당자가 수행한다.

Ÿ

임차인 보증 제도인 비잘(Visale)을 통한 상호보증 – 이 보증은 부모의 소득과 연계되어 장학금을 받
지 못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30세 미만의 모든 청년(임금 노동자, 비임금 노동자, 실업자 및 학생)
에게 제공된다. 관련 절차로는 임대인에 대한 안내 브로슈어를 제공받고 사회주택 담당자의 도
움을 받아 비잘 승인서를 발급받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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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플랫폼 기반 노동에 관한 프랑크푸르트 보고서(2016.12)

플랫폼 기반 노동에 관한 프랑크푸르트 보고서(2016.12)
플랫폼 사업자, 고객, 정책 입안자, 노동자, 노동단체에 대한 제안
코펜하겐․프랑크푸르트․시애틀․스톡홀름․비엔나․워싱턴
2016년 12월 6일

참가 기관: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Arbeiterkammer)‧오스트리아 노동조합연맹(ÖGB)
‧덴마크 상업 및 사무직 노동자 노동조합(HK)‧독일 금속노조(IG Metall)‧ 국제 트럭 운전사 연대,
로컬 117‧국제서비스노동조합‧스웨덴 사무직 노동조합(Unionen)
기술 자문:
미리암 A. 체리(Miriam A. Cherry), 세인트루이스대학교 로스쿨‧
데이비드 더워드(David Durward), 카셀대학교 경영정보학과‧토
마스 클레베(Thomas Klebe), 휴고 신즈하이머 노동법연구소
(Hugo Sinzheimer Institute for Labor Law)‧토비아스 캠프(Tobias Kämpf), 뮌헨
사회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ISF)‧재닌 버그(Janine Berg) 및 발레리오 데
스테파노(Valerio De Stefan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ffice) 포용적 노동시장과
노동관계 및 근로조건 부서‧
카츠토시 케즈카(Katsutoshi Kezuka), 연대기반사회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Solidarity-Based
Society)‧윌마 리브만(Wilma Liebman),
럿거스대학교 경영 및 노사관계대학원‧트레버 숄츠(Trebor Scholz), 뉴스쿨(The New School)‧피터
아렌펠트 슈뢰더(Peter Ahrenfeldt Schrøder), 덴마크 노동조합총연맹(LO)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이란 불특정 다수의 “대중(crowd)”의 참여로 일을 해결하는 방식을 의
미한다. 보통 현대의 크라우드소싱은 흔히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기술적 중개자(technological
intermediary)를 통해 인터넷에서 수행된다. 지난 10년 동안 모든 부문에 종사하는 각종 규모의 개인
과 단체는 크라우드소싱을 직원이나 특정 계약자를 고용하는 대안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크라우드소싱이 인터넷을 통해 수행되는 소규모 저임금 정보업무에서 활용되었지만, 점차 “플랫폼 기
반 노동(platform-based work)” 모델이 원격 서비스와 대면 서비스, 저임금 업무와 고임금 업무를
비롯해 광범위한 서비스 부문 업무에 적용되었다. 이제 플랫폼은 산업 및 그래픽 디자인, 엔지니어링,
프로그래밍, 관리 업무, 마케팅 및 고객 서비스, 과학 연구, 운송 및 물류(택시 및 운송 서비스), 가
사, 소매 품질관리(“미스터리 쇼핑”), 법률 서비스, 회계 및 성 관련 업종에서 고용 중개자(labor
broker)의 역할을 담당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운영회사에 의해 독립 계약자(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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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직원(employee)에 대해
수립된 법적·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된다.
2016년 4월 13~1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암마인(Frankfurt am Main)에서 열린 제1회 플랫폼 경제 노
동조합 전략 국제 워크숍에서는 앞서 열거한 기관의 직원과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의 법률 전문가
와 기술 전문가가 한데 모여 다음 사항을 논의하였다.
Ÿ

지방·국내·국제 노동시장에서 크라우드소싱과 플랫폼 기반 노동의 성장으로 경제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기존 및 향후의 긍정적·부정적 결과

Ÿ

아래에 명시된 바처럼 지난 2세기 동안의 노동 쟁의에서 어렵게 쟁취한 “전통적인” 고용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반 노동이 “개발도상”국의 노동자 등 기존에 배제되었던 대
규모 집단에 노동시장 접근성을 제공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 활동에 전례 없는 자유와 유연성
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
◦ 최저임금
◦ 주 35~40시간 근무하여 생활을 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
◦ 저렴한 의료 접근성
◦ 업무 중 상해를 입을 경우의 보상
◦ 사회보장과 같은 국가 사회보호제도 혜택
◦ 차별, 괴롭힘, 부당해고로부터의 법적 보호
◦ 결정적으로 단결권(right to organize), 단체행동권(right to take collective action), 단
체교섭권(right to negotiate collective agreement)
이는 더 많은 사람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온라인 노동 플랫폼(online labor
platform)의 약속을 실현하는 데 있어 노동단체가 담당하는 역할로 요약할 수 있다.

Ÿ

노동자, 고객, 플랫폼 사업자, 투자자, 정책 입안자, 노동단체가 협력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성
과를 향상시키는 “플랫폼 경제”에서 노사관계의 “협력적 전환” 가능성

Ÿ

플랫폼 사업자, 고객, 정책 입안자, 연구자 및 연구자금 지원기관, 기타 플랫폼 경제 관련 행위
자에 대한 잠재적 권고

이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는 워크숍 토론에서 제시된 주요 주제를 열거한다.
워크숍 토론의 주요 논점
국내법 및 국제원칙 준수
Ÿ

온라인 노동 플랫폼은 기존 고용형태 기준(직원 대 독립 계약자), 임금법, 과세 요건, 관련 노동
시장 규제,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와 같은 관련 국제노동협약,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분담금 요건 및 관련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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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존 법률의 형식과 내용을 “우회”하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는 대신, 노동자 관할 구역의 법률을

포함한 관련 법률이 플랫폼 사업자의 등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률보다 노동자를 더 광범위하
게 보호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기반 노동이 노동자 관할 구역의 법률을 포함한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 및 국가 차원에서 노동자, 고객, 노동단체, 정책 입안자와 협력해
야 한다.
고용 지위의 명확화
Ÿ

많은 온라인 노동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고용주(employer)임을 부인하며, 노동자가 직원
(employee)이 아닌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또는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라는 점에 동의하도록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기본적인 근로 조
건을 통제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고객과 노동자)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서로
노출되는지, (고객과 노동자)에 의해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그리고 이 정보가 어떻게 표시되
는지” 결정하며, “어떤 거래가를 허용할 것인지,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 어떤 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가격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플랫폼에서 임금이 직접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신규 노동자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수요가 많은 기간 동안 가격
을 인상하는 등 노동 가능성과 노동자 사이의 균형을 규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Ÿ

많은 플랫폼이 노동자를 통제하며, 일부 플랫폼은 다른 기업이 “전통적인” 독립 계약자를 통제
하는 것보다 더 강력히 통제한다. 비록 간접적 통제라 하더라도, 기술을 바탕으로 일부 플랫폼
은 많은 기업이 전통적인 직원을 통제하는 것보다 더 강력히 통제한다. 이러한 통제를 바탕으로
일부 노동자는 자신들이 플랫폼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노동자들이 오분류(misclassification)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Ÿ

하지만 다른 노동자는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들 노동자는 이러한 분류가
정확하다고 믿거나, 직원 지위로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계약자 지위로 얻는 자유가 더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Ÿ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나 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통제되고 있음을 자각한 모든 노동자(예: 플랫폼
이 배정한 업무를 거절한 경우 불이익을 당함)는 고객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리하게끔 불균형
하게 이익을 배분하는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Ÿ

고용 분류 문제는 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다. 플랫폼이 노동자를 더 강력히 통제할수록 법률상 플
랫폼이 고용주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며, 따라서 관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간주될 가
능성이 더 높아진다. 노동자, 노동단체, 정책 입안자, 선의의 플랫폼 사업자는 사실상 직원에 해
당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실제 직원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Ÿ

현재 계약자로 분류된 플랫폼 기반 노동자는 직원 지위로 전환될 경우 자유를 잃을 것을 우려
하며 특히 업무와 근무시간을 선택할 자유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온
라인 노동 플랫폼이 고용관계에 관한 최저 기준 내에서 고객, 플랫폼 및 직원에게 유연성과 자
유를 제공하는 고용 형태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노동자, 플랫폼 사업자, 노동단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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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단결권
Ÿ

노동자와 고객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플랫폼과도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근로 조건
을 개선하고자 하는 플랫폼 기반 노동자의 적절한 협상 상대는 플랫폼 사업자이다. 어떤 경우에
는 고객이 적절한 협상 상대일 수도 있다.

Ÿ

플랫폼의 정책과 정보 흐름은 그 지위가 직원이든 독립 계약자이든 관계없이 플랫폼의 모든 노
동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독립 계약자로 분류된 플랫폼 기반 노동자가 플랫폼 사업자와
단체협약을 구성하고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재검토해야 한다.

Ÿ

우리는 노동자 단결권이 중추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강력하게 동의한다. 이 권리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노동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비롯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주요 국제 선언에
노동과 관련하여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충분한 이유도 함께 제시되어 있
다.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의 조직화는 노동자의 경제적 안녕(economic well-being)과 “선진”국
의 중산층 발달 및 유지와 수십 년 동안 상관관계를 보여 왔다고 한다. 당연하게도 규제와 경제
변화로 조직 노동(organized labor)이 약화된 국가에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증가해왔다.

임금
Ÿ

연구에 따르면, 많은 플랫폼 기반 노동자(아마도 선진국 노동자가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됨)가 자국의 최저임금 또는 관련 단체협약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비용 차감 후 및
세금 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확립된 노동 기준과 지배적인 사회규범에 위험을 초래한
다.

Ÿ

플랫폼 기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목표는 적어도 다음 4가지 과제에 직면한 것으
로 파악된다.
◦ 플랫폼 기반 노동에 대한 임금은 시간 기준이 아닌 분담 또는 프로젝트 기반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
◦ 사업자는 플랫폼상의 업무량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
◦ 정보업무를 원격으로 수행하는 노동자는 가정 내 부양가족 돌봄과 같은 다른 활동 사이
에 정교하게 업무를 “배정받을” 수 있다.
◦ 종종 사전 심사(예: 자격시험) 없이 노동자가 업무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 사업
자와 고객은 생산된 업무의 유용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노동자의 자격
확인과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최저임금만을 보장할 경우 고객에게 상당한 재정
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Ÿ

우리는 전 세계의 많은 노동자가 다수의 온라인 노동 플랫폼에 종사하고 있으며, 같은 업무를
두고 경쟁하면서 폭넓은 범위의 생활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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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우리는 높은 생활수준을 가진 국가에서 온라인 노동 플랫폼을 주요 또는 독점적인 소득원으로
삼은 노동자가 다양한 이유(예: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 돌봄 책임, 장애, 범죄 기록)로 다른
유급 노동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으며, 따라서 더 적은 임금으로도 노동을 제공할 의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Ÿ

상기 과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동자의 법적 지위나 기타 노동 기회와 관계없이 온라인 노동
플랫폼을 통해 수행한 가능한 한 많은 노동에 대해 적어도 노동자 관할 구역의 최저임금(비용
차감 후 및 세금 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우리는 고객과 플랫폼 사업자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 노동단체, 그리고 적절하다면 정책 입안자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
다.
◦ 이러한 목표를 채택한다고 해서 분담 또는 프로젝트 기반 지급 방식을 배제하는 것은 아
니다. 그 대신 이러한 목표는 고객 및 플랫폼 사업자가 적절한 자격을 갖춘 노동자에 의
해 수행되는 예상 작업 기간을 추정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책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
히, 일부 플랫폼은 이미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분담 또는 프로젝
트 기반 노동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정책을 완벽히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정책의 당위성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
다.

사회보장
Ÿ

고용 분류와 관계없이 플랫폼 기반 노동자는 각국 상황에 적절한 공공 및 민간 사회보장제도
(실업급여, 장애보험, 건강보험, 연금, 모성 보호 및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보상 포함)
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해당 혜택에 대한 분담금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노동자,
플랫폼, 고객,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며, 각국 상황에 적절한 경우 비례 배분되고 전환이
용이하며 의무적인 형태로 수립되어야 한다.

분쟁 해결
Ÿ

일부 플랫폼은 고객과 노동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한다. 그러나 플
랫폼 설계 형태에 따라 고객과 노동자 사이의 기대, 상호작용, 결과가 형성된다. 고객이 완료된
업무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 플랫폼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조정 업무를
거부하더라도 다른 노동 환경이라면 임금 도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가 합법으로 간주되거
나 심지어 정상으로 인정되는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Ÿ

우리는 일부 대규모 플랫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가 노
동자, 고객, 연구자, 노동단체 및 기타 행위자와 적절히 협력하여 고객과 노동자 사이의 분쟁을,
그리고 필요한 경우 노동자 상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법을 개발
할 것을 제안한다.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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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플랫폼 기반 노동자가 업무를 찾고 완료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단
계의 절차는 많은 플랫폼에서 노동자와 고객 모두에게 불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업무 배정 절차(플랫폼을 통해 노동자에게 업무가 배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평판 및 기타 자격
등의 산정, 업무 평가, 노동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고객이 매긴 평가에 근거한 계정 폐쇄(온
라인상의 해고) 등의 절차가 포함된다.

Ÿ

온라인으로 수행되는 업무의 경우, 노동자는 대개 최종 활용 형태나 고객을 알지 못한 채 업무
를 수행한다. 주요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은 직원, 중개자, 프로젝트 그룹 등의 이름으로 온라인
에 업무를 게시하여 자신들이 온라인 노동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
다.

Ÿ

각 지방, 지역, 국가, 국제 수준의 정책 입안자는 온라인 노동 플랫폼을 통해 수행되는 거래의
수와 거래액, 고객과 노동자의 지리적 위치 및 인구통계, 또는 기업의 경영전략(business
strategies)과 노동자의 생계전략(livelihood strategies)에 대한 플랫폼 기반 노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거의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요컨대 건실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이 모든 정보를 보유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을 확보하고 있다.

Ÿ

따라서 우리는 플랫폼 사업자, 연구자, 노동자, 노동단체, 정책 입안자 및 기타 행위자가 협력하
여 플랫폼 기반 노동의 세계에서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안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필요한 경
우 익명화된 관련 데이터를 정책 입안자, 연구자 및 사회적 협력자(social partner)와 공유하도
록 요청받을 상황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투명성 강화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첫 번째 목
표는 노동자와 고객이 여러 온라인 노동 플랫폼에 참여하거나 그중 하나를 선택할 때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정책 입안자가 온라인 노동 플랫
폼을 규율하는 건실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앞서 열거한 행위자
들의 협력을 통해 다음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 모든 플랫폼 행위자에게 “내부” 플랫폼 절차를 명확히 밝힌다.
◦ 노동자가 누구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업무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정책 입안자가 건실한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규정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데이터 및 정보 공유 관행과 인프라를 개발한다.

지속적인 개선
Ÿ

우리는 플랫폼 기반 노동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기반 노동의 거
버넌스 또한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업무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
해 기존 확립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진화해야 한다.

협력적 노사관계
Ÿ

플랫폼 사업자와의 대화에서 우리는 많은 플랫폼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
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고용 형태가 아니라 고객과 노동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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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의 장기적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바라고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는
대다수 플랫폼 사업자가 노동자의 필요와 고객의 무관심에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지 않고 있음
을 확인했다.
Ÿ

따라서 플랫폼 기반 노동의 성장이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전환(co-operative turn)”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고 제안한다. 노사관계의 “전통적” 갈등 과정을 통해 노동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중요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가 기업의 장기적 번영, 그리고 사회 전반의 안녕이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노동자가 양질
의 일자리를 확보할 가능성에 달려있음을 이해하는 한, 노사 간 미래의 상호작용은 모든 당사자
가 깊이 공유하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모든 당사자가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맺음말
우리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Labor is not a commodity)”라는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원칙을 간략히
되돌아보며 이 문서를 마치고자 한다. 이 원칙은 해당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맥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관심을 막론하고 인간의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존엄성을 주장하는 철학적 원칙이다. 이 원칙은 노동
자의 단결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분명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 원칙과 그 정책적 함의
는 산업혁명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보화 시대”의 품위 있는 사회(decent society)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현명한 형태를 갖춘 정보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동자, 고객, 노동단체, 연구자, 언론인, 플랫폼 사업자,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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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이탈리아 라치오주 플랫폼노동 조례 (2019.4)

2019년 4월 12일 라치오 지역, 지역법 제 4호
- 디지털 근로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항
라치오 지역법 2019년 4월 12일
디지털 근로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항
B.U.R. 2019년 4월 16일, 31호
지역 협의회와 지역의 의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법을 공포한다.
제I 장
일반 조항
제1조
(원칙)
1.해당 지역은, 제 4 조, 32, 41 및 117, 세 번째 단락, 헌법 및 법령 제 6 조의 이행에 따라, 근로자
에게 안전하고 합당한 일을 보장하기 위해 직장에서 건강과 및 안전의 보호를 촉진하는 기본 원칙을
정한다.
2.이 지역은 여러 형태의 혁신을 지원하고 경제 성장과 새로운 고용의 요인으로서 디지털 경제의 책
임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 제 3 조에 따라 인류의 완전한 발전을 막는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장애물의 제거를 통한 업무 보호를 보장한다.
3. 의회는 2017 년 11 월 17 일 유럽 평의회와 유럽 연합위원회가 선포 한 유럽의 사회적 권리 조항
에 따라, 고용 관계의 유형과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근로 조건과 안보, 사회 보호 및 훈련등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4.이 지역은/라치오 (Lazio) 에서 디지털 노동자의 새로운 문화를 촉진한다.
제2조
(목적 및 범위)
1.제 1 조에 규정 된 원칙을 이행하여, 다음을 목표로한다:

(a) 디지털 근로자의 위엄, 건강 및 안전을 보호;
(b) 근로자가 제6조에 언급된 정보에 완전히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노동 시장의 투명
성을 개선한다.
(c) 안전하지 않은 작업과 모든 형태의 불평등한 상황들을 제거하려 노력한다.
(d) 운영, 컨설팅 및 계획 도구를 식별한다
2.이 법은 고용 관계의 유형과 기간에 관계없이 회사에 자신의 서비스 활동을 제공 할 수있는 근로자
(이하, 디지털 근로자라고 함)에게 적용되며, 이하 디지털 플랫폼이라고한다. IT 응용 프로그램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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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서비스 특성을 결정하고 가격을 설정하여 타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을 구성한다.
제 2 장 안전에 관한 조항
제3조
(건강 및 안전 보호)
1. 지역 이사회는 2008 년 4 월 9 일 입 법령 제 7 조에 언급 된, 위원회위원회와 지역 조정위원회
와 협의하여 사업장에서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관해 심의를 통해 조치를 식별한다. 4, 5, 6 및 7 조
에 의해 제공된 보호를 구현 한 디지털 플랫폼의 참여와 함께 디지털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2. 대상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디지털 작업자에게 서비스 활동의 사고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은 디지털 작업자의 직장에서 건강 및 안전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여, 특
히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위험과 손해에 대한 중재 및 조치를 채택한다.
3.디지털 작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불한 디지털 플랫폼은 직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보호 장치를 디지털 작업자에게 제공하고 서비스 활동에 사용되는 수단 및 도구의
유지보수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제4조
(보험 및 복지에 관하여)
1.디지털 플랫폼은 디지털 근로자에게 별도에 비용없이 직장에서의 사고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 서
비스 활동 수행 중 제 3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 및 출산 보호를 제공한다.
2.제 1 항에 언급 된 보험에는 디지털 근로자가 지불 할 공제금이 없다.
3. 보험료 산정 및 사고 보험 적용과 관하여, 일일 수당을 참조하여 계산한다.
4.디지털 근로자는 국가법에 따라 의무적 인 보험/복리 혜택 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헌법 제 38 조와 117 조에 따라, 해당 지역은 복리 기관이나 유사 기관의 참여와 함께 복리/보험
에 관한 수당을 제공한다.
제5조
(보상 및 특별 수당)
1.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제 시간에 이루어져야하며, 노동 조합이 서명 한 단체 노동 협약
에 의해 결정된 최소 시간당 요율 이상이어야한다. 디지털 작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노동 조합과 협의한 금액으로 긴급 수장을 제공한다.
2.디지털 근로자는 노동 조합에 의해 서명 된 단체 노동 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범위 및 방식으로 시
간당 더 높은 보수를받을 권리가 있다
3.직장에서 안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수는 나눠서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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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디지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사전 정보)
1.디지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은 사전에 포괄적 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서비스 작업이 수행되는 특정 방법과 관련된 일반적인 위험 및 특정사항에 속할 수 있는 위험;
(b) 서비스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
(c) 서비스 활동의 대상;
(d) 보수 및 특별 수당;
(e) 지정된 보호 수단;
(f) 알고리즘이 서비스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일치를 결정하는 방법;
(g) 제 7 조 (2) (c) 에 언급 된 검증 절차.

제7조
(평판 등급에서 동등한 대우 및 차별 금지)
1. 개인 정보 보호와 동등한 기회 및 차별 금지에 관한 현재의 법률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은 디지털
작업자에게 수요와 서비스 활동 간의 일치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기능에 관한 투명한 정보를 보장한
다.
2. 지역 협의회는 제 13 조 제 3 항에 규정 된 활동과 디지털 플랫폼이 디지털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데 유용한 기타 활동을 장려한다.

(a) 서비스 활동의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켜주는 알고리즘의 투명한 사용;
(b) 평판 등급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명확하고 투명한 수행 평가;
(c) 디지털 작업자의 요청에 따라 평판 등급의 공정한 검증 절차;
(d)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 할 때 평판 등급의 이동성;
제8조
(처벌)
1.3, 4, 5, 6 및 7조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면 €500.00 ~ €2,000.00 사이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행정 처벌이 발생한다.
2.벌금, 위반 확인 절차, 통지 및 수집 절차는 노동 문제에 대한 책임위원회와 상담 후 지역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제3장
도구
제9조
(지역의 디지털 서비스 포털)
1.지역의 디지털 서비스 포털이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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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 1항에 언급된 포털은 디지털 근로자의 지역 등록부 (이하 등록부) 와 디지털 플랫폼의 지역 등
록부 (이하 등록부) 로 구성된다.
3.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근로자는 관할 등기소에서 등록 할 수 있다. 등기소에서 등록은 무
료이며, 디지털 근로자는 제 12조에 언급된 연간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한다.
4.디지털 플랫폼은 해당 규정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준수 할 시, 등기소에 등록 할 수 있다. 등기소에
등록은 무료이며 플랫폼은 제 12조에 언급된 중재 프로그램에 액세스 할 권한이 주어지며, 해당 지역
에서 인정되는 “공정 경제”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5.이 법 시행 후 90 일 이내에 지역 협의회는 관할위원회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한 후 채택 될 특별
결의안을 등기소에 등록을 위해 기준, 방법 및 기한을 정한다.
제10조
(지역 디지털 업무 협의회)
1.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디지털 노동 지역 협의회는 이하 이사회라고 하며, 이는 지역 노동기
관의 디지털 고용 정책과 관련하여 영구적인 상담 기관으로서 설립된다.
2. 이 법 시행 후 90 일 이내에 지역 협의회는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지역 협의회 의장 업무를 맡은
이사회의 구성원을 정한다. 동시에, 경제 개발을 담당하는 위원회/구성원 및 위원회 의장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해당 위원회는 고용 분야, 고용 분야의 다양한 역량에 관여하는 공공 및 민간 단체, 디지털
업계를 담당한다.
3. 이사회의 구성원은 지역 회장(의원)의 법령으로 임명된다.
4.이사회:

(a) 제 12 조에 언급 된 연간 운영 프로그램의 수립을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b) 디지털 작업에 대한 연구와, 필요한 조사등을 제공한다.
(c) 디지털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에 관한 국가 법률의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지역 협의회에 제
안을한다.
(d) 등기소의 데이터, 디지털 경제 발전 및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유사한 내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e) 디지털 근로자를위한 건강 및 안전 보호 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한다.
(f) 지역 내에서이 법의 올바르게 적용/이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협의회 / 위원회의 연간 보고서
를 제출한다.
(g) 플랫폼, 디지털 근로자 및 소셜 파트너 (기관)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장려한다.
5.이사회의 기능은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지역 이사가 결정합니다.
6.이사회의. 설립은 지역 예산과 무관이다.

제11조
(디지털 근로자의 권리)
1. 이사회는 사회에서 조화로운 발전과 지역 사회의 역할 인식을 위해 (소비자 책임 원칙과 디지털
근로자 및디지털 플랫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위원회가 검토할 디지털 근로자의 권리 헌장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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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간 운영 프로그램)
1.이 지역은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재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a) 권리에 관한 정보
(b) 건광 관련 안전 교육;
(c) 보충 연금 및 보조 보호 형태로 제공;
2. 지역위원회는 제 10 (4) (a)에 따라 협의에 의해 작성된 계획표에 근거하여, 주어진 예산의 한계
내에서, 제 1 항에 언급 된 연간 지원 프로그램을 채택해야한다.
제13조
(준비 과정에 관한 정책)
1.이 지역은 국가 사회 보장 기관 (INPS)과의 계약 체결과 제 4 조에 언급 된 보호 규정의 사회 보
장 및 보험의 이행에 관한 국가 사회 보장 기관 (INPS) 직업 사고 보험 (INAIL) 및 보험 회사등을
지원합니다.
2. 제 8 조를 이행하고 새로운 디지털 일자리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이나 관리 도구의 효과를 향상시키
기 위해 해당 지역은 국가 노동 감독원 소속인 감독 기관과의 협약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
다.
3.이 법 시행 후 90 일 이내에 지역 협의회는 디지털 작업/서비스 분야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
되는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의 대조적인 수행 평가를 진행합니다.
제14조
(재정 규정)
1.제 9 조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2019 년과 2020 년 총 예산인 [2019-2021 차감된 예산
금 포함] 1,000,000.00 유로에서"노동 시장 개발 서비스", "고용 및 직업 훈련 정책.", "현재 발행하
는 비용.","디지털 근로자 보호 및 보안 기금"을 지원하며, 기타 자금 [미션 20의 기획안 제3] 으로
선정된 부분도 함께 지원하기로 한다.
2. 제 9 조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인 미션 15의 제 1.2 '자본 계좌의 지출'로 기관
이 부담한다. : "디지털 노동 포털의 설립과 관련된 지출 " 등은, 해당 지역에 주어진 2019년 예산에
(100,000,00 유로) 차감되며,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2019-2021예산확보 계획표에 (미션20 3.2)
언급되는 자원 감소 전략을 적용한다.
제15조
(시행일)
1.이 법은 지역 공식 게시판에 게시한 다음 날에 발효됩니다. 이 지역법은 해당 지역의 공식 관보에
게시됩니다. 해당 법령이 라지오 지역의 법령으로 인정하고 준수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다.

로마, 2019 년 4 월 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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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독일노총의 플랫폼노동 요구사항(2019.10)75)

독일노총은 플랫폼노동에 대한 체계적인 구현 방안을 요구하는 바이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플랫폼 노동에서의 독립성 검증

원칙적으로 디지털 방식의 노동에서도 실제로 경제적인 독립성을 확보한 종사자만 근로기준법
및 사회법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적용하는 절차에서는 노동
자의 인적 및 경제적 종속성과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 플랫폼 종사
자는 일반적으로 플랫폼에 의해 마련된 근로 조직에 편입되며, 최신 방식으로 전달되는 근로
관련 지시를 받는다.

최근의 기술적인 조정 및 감독 방식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인적 지시를 대체하면서도 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부분적으로 업무 내용, 이행 방법, 시간 및
(장소에 종속된 업무의 경우) 장소에 대한 지시 사항을 전달받는다. 이와 같이 최신 방식의 업
무 및 소통 수단과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조정 방식은 인적으로 업무 사항을 지시하는 형태
의 고정된 근로 구조로 조직이 편입되는 방식을 대체한다. 이 경우 지시를 내리는 주체가 알고
리즘인지 또는 인간인지를 분류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정보적 종속성'). 플랫폼을 통
한 근로의 감독 및 조정 수준은 (전통적인 피고용인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플랫폼 종사자가
누릴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확장하기는커녕 더 제한한다. 이는 플랫폼 상에서의 업무 또는 플
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노동이 대체로 근로 관련 지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주도면밀하게 감독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대개 자유롭게 시장에 접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서비스 가격을 책
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 이는 시장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보 및 수익 방법을 결정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종속성을 높이는, 디
지털 플랫폼상의 평판 및 리뷰 절차가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적으로 플랫폼에 종속되고, 디지털 조정 방식을 통해 플랫폼 상에서 지시를 받으며, 플랫
폼을 통해 마련된 근로 조직에 소속되고, 자유롭게 시장에 접근할 수 없으며,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의 디지털 감독 및 평가 시스템 하에서 노동을 해야 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자영업자가 아닌 종속적인 피고용인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바탕
75) DGB(2019), Regeln für Plattformarb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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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피고용인의 고용 형태가 정규직, 파견직 또는 단순 근로 중개를 통
한 노동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예를 들어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입법 절차
를 진행 중인 법률(Super Ct. No. BC332016)이 따르고 있으며, 이 법률은 최신 감독 방식 등
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과제를 다루고 종사자를 정규 사업 활동의 일부로 통합하는 과정을 종
속적 고용의 특성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독일의 지위 확인
절차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을 적절하게 조정하
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2.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 행사 방법 간소화

종사자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증책임의 전환을 이용하여 이러한 지위
문제의 해결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 상에서의 업무는 종속적 고용으로 간
주된다. 단 플랫폼 운영자 또는 위탁자가 해당 근로가 실제로 독립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예외이다. 최소한 고용 관계를 나타내는 간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노동 활동이 실제 자영업으로서의 행위였음을 증명 및 소명하도록 입증책임분배를 규정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조정, 랭킹 및 평판 시스템을 이용하여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근로의 작동 방식에 대한 투명성도 불가결한 요소이다. 누가, 얼마나 플랫폼 상에서
노동을 영위하는지 알려야 하는 명시 의무를 통해 인적 및 경제적 종속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의 10% ~ 20%가 플랫폼 노동 활동의 80%를 처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락인 효과(Lock in)에 대응하여 개별 플랫폼에서 성취한 평판을 다른 플
랫폼에도 적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이동성).

디지털 근로 환경의 피고용인은 (이미 매우 파편화된 플랫폼 워킹의 특성으로 인해) 직접 권
리를 행사하고 이해를 관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플랫폼에 종속된 피고용인이 최소한의 권리
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이행 방법으로 유효한 노동조합 단체소송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노동조합은 플랫폼 피고용자에 대한 디지털 접속권도 보유해야 한다. 이외에도
플랫폼 운영자는 건설 분야에서 유지되고 있고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같은 일반기업책임 의무를 져야 한다.

3.

플랫폼 운영자에 대항하는 권리 확장

근본적으로 플랫폼 상에서의 고용 관계를 고려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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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편으로 플랫폼 운영자의 전횡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따라서 사용자 계
정 차단, 제한 또는 삭제 시 플랫폼 운영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하는 의무를 지고 종사자는 이
의 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를 도입해야 한다. 종사자는 업무 증명서(플랫폼에서 처리한 업무 '이력') 발급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도 보유해야 한다.

플랫폼 상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근로 및 건강보호정책을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플랫
폼 종사자는 외설적이거나 폭력을 미화하는 콘텐츠를 범주화하거나 분류하는 업무와 같은 건
강에 유해한 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 전) 업무의 의미와 목적,
관련 고객 정보 및 잠재적인 정신적 위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을 도입해
야 한다. 또한 플랫폼 약관 및 기타 계약에서 비밀유지조항의 범위도 제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지위와 무관하게 적절한 협상 파트너(플랫폼 운
영자 또는 개별 위탁자)와 근로 조건(보수, 업무 절차, 위탁자, 업무)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져야 한다.

4. 플랫폼 상에서 실제로 독립적인 근로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사회적 보호 보장

1인 자영업자도 근로기준법 및 사회법적인 최소한의 보호를 보장받아야 하며, 불안정성에 대
한 위험도 최소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질병, 업무능력상실, 실업, 사고, 고령의 경우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는 것도 포함
된다.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부터 보호의 경우에는 독일 현행법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를
통해 최대한의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영업자가 법적 의료 보험에서 납부해
야 하는 최소 분담금에 대한 산정 기준이 현 입법 회기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낮춰졌다.

업무능력상실에 대한 보호 및 노후보장과 재활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위탁자 및 플랫폼 운영
자가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법적 연금 보험을 근로자 보험으로 확장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또
한 상해 보험 보장 정책도 개발해야 한다.

종속적 피고용인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비교적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이와 함께 비교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에게는 피고용인과 플랫폼 간의 눈높이에 맞춘 협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의
무적인 최저 근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내근로법 상의 기존 법적 수단을 확장
하여 장소와 무관한 플랫폼 워킹 분야의 독립적인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사회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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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워킹이 제기하는 현
재 과제에 맞춰 가내근로법을 어느 수준까지 조정하고 적용 기준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다.

또한 '유사 노동자' 범주도 오늘날의 상황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하나의
고용주에게 종속되어 근무를 하도록 하는 요건을 없애야 하며, 하나의 고용주에게서 받는 소득
이 전체 소득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제한 규정에서 해당 기준을 1/3 수준으로 낮
춰야 한다. 마지막 사항은 오늘날 이미 예술가, 작가 또는 기자 직군에서 적용되고 있다.

최저 한계선으로써 부문별 최저 임금도 도입해야 한다.

그 이외에도 플랫폼 워킹 구성 요건의 범위에서 특히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와 자영업자
가 임금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하여 경쟁법 및 독점금지법 관련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공동결정권과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 개념을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한편
으로는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가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올바른 근로 조건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와 관련
하여 독일노동조합협회는 몇 가지 제안 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 316 -

<부록 7> 유럽연합 온라인중개서비스 기업 이용자의 공정성과 투명
성 증진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2019/1150호
(2019.06.20.)76)
(유럽경제지역 관련 문서)
유럽 의회 및 이사회는 다음을 고려한다.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특히 제114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규정안
아울러, 입법 초안을 유럽연합 의회에 상정한 후 유럽연합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고
지역 위원회와 협의한 후 일반 입법절차에 따라 이 법안을 처리한다.
전문:
(1) 온라인 중개 서비스는 기업가정신, 신규 사업 모델, 거래 및 혁신의 핵심 조력자이며, 소
비자 복지도 개선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신
규 시장과 상업적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 기업이 역내 시장의 혜택을 이용하는 것을 허
용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온라인에서 경쟁력이 있
는 가격을 제공하는 것에 기여하여 유럽연합 내 소비자가 이러한 혜택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
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처하여야 하는 과제도 제기한다.
(2) 온라인중개서비스는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위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상업
적 성공에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면
기업이 상업적 관계를 가지는 온라인중개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로 가속화되는 온라인중개서비스를 통한 거래 중개의 증
가는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위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이용자, 특히 중소기업
(SME)의 의존성을 높이므로 이러한 신뢰는 중요하다. 의존성의 증가를 고려하면, 온라인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우세한 협상력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실제로 불
공정할 수 있고 기업 이용자 그리고 간접적으로 유럽연합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에 유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상업
적 행위에서 과도하게 벗어나거나 선의와 공정한 거래에 반하는 관행을 일방적으로 기업 이용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이러한 마찰 가
능성에 대처한다.
(3) 소비자는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이용을 수용한다. 회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위 및 경쟁하는
76)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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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생태계는 소비자 복지에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 간 관계에서 온
라인 플랫폼 경제의 투명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소비자 신뢰를
개선하는 것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발전이 소비자에
게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다른 유럽연합 법률, 구체적으로 소비자 법체계에 의하여 다루어진
다.
(4) 마찬가지로, 온라인 검색엔진은 웹사이트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위한 인터넷 트래픽의 중요한 출처가 될 수 있으므로, 역내 시장에서 상품 및 서비스
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의 상업적 성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를 통하여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한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 순위는 소비자의 선택과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의 상업적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
공자는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와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실제로 불공정할 수 있고 기업 웹사이
트 이용자 그리고 간접적으로 유럽연합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에 유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
방적 행위를 할 수 있다.
(5) 또한,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와 기업 이용자 간 관계의 성질은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
의 일방적 행위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기업 이용자가 배상을 구할 가능성이 제한되는
상황을 자주 발생시킨다. 여러 사례에서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접근이 가능하고 효과적
인 내부 불만처리시스템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존의 대안적 법원 외 분쟁해결제도는
전문 중재인의 결여 그리고 기업 이용자의 보복에 대한 우려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6) 온라인중개서비스와 온라인 검색엔진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로 촉진되는 거래는 본
질적으로 외국과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유럽연합 역내 시장의 적절
한 기능을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 특정 서비스 제공자의 잠재적으로 부당하고 유해한 상관례
그리고 효과적인 배상제도의 결여는 그 가능성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하며 역내 시장의 적절한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7)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신뢰를 받는 온라인 사업 환경을 역내 시장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목표 지향적인 일련의 의무적 규칙이 유럽연합 수준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내에서 국경을 초월한 사업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역내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개
선하며 이 규정이 적용되는 특정 분야의 새로운 분화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히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기업 이용자에게 유럽연합 전역에서 적절한 투명성과 효과적인 배상 가능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8) 또한 이러한 규칙으로 특히 온라인 검색 엔진이 생성한 검색 결과에서 기업 웹사이트 이
용자의 순위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장려책이 규정되어야 한다. 동
시에 이러한 규칙으로 광범위한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중요한 혁신 가능성을 인정하고 보호하
며 소비자 선택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경쟁을 허용하여야 한다. 국내 민법 규칙이 유럽
연합 법률에 부합하고 이 규정이 관련 상황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정이 국내 민

- 318 -

법, 특히 계약의 유효성, 성립, 효력 또는 해지에 관한 규칙과 같은 계약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회원국은 이 규정이 관련 상황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일방적 행위나 부당한 상관례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본국법을 여전히 자유롭게 적용
할 수 있어야 한다.
(9) 온라인중개서비스와 온라인 검색엔진은 일반적으로 세계적 관점을 받게 되므로, 이 규정은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가 회원국에서 설립되었는지 또는 유럽연합 역외에서 설립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두 가지 가중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기업 이용자나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가 유럽연합에서 설립된다는 조건 두 번째는 기업
이용자나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가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최소한 거래의 일부를 위하
여 유럽연합에 위치한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건 기업 이용자나 기업 웹
사이트 이용자가 유럽연합 내에 위치한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판단
하기 위하여 기업 이용자나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가 1개국 이상의 회원국에 위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분명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215/2012호 제17조제(1)항제(c)호 그리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593/2008호 제6조제(1)항제(b)호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는 유럽연합에 위치하여야 하지만, 유럽연합에 거주지가 있거나 회원국
국적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은 기업 이용자나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가 유럽
연합에서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유럽연합에서 설립되었지만 오로지 유럽연합 역외에 위치한 소
비자 또는 소비자가 아닌 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중개서비스나 온라
인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 규정은 별도로 계약에 적
용되는 법률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10)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광범위한 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생태계 구축 사업모델을 기반으
로 하는 다면 서비스를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중개된다. 관련 서비스
를 포착하기 위하여 온라인중개 서비스는 정확하고 기술 중립적인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특히, 서비스는 그 거래가 궁극적으로 온라인, 문제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
포털이나 비즈니스 사용자의 포털 또는 오프라인에서 체결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즈니스
사용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접 거래의 시작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사회 서비스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이 규정의 범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중개 서비
스의 전제 조건으로 비즈니스 사용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 관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단
지 한계적 성격의 서비스가 포함된다는 것만으로 특정 웹사이트나 서비스의 목표가 온라인중
개서비스에서 의미하는 거래의 촉진이라고 간주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서비스는 서비스 제
공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이용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영구적 매체를 통하여 명백한 방식으로 그에 기속될 의사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관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1) 이 규정이 적용되는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예시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
되는 기술에 관계없이 기업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동의 시장을 포함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장, 앱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소셜미디어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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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결과적으로 포함되어야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온라인중개서비스도 음성지원기술을 통하
여 제공될 수 있다. 또한 기업 이용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금전 지급이 수반되는지 또는
그 거래의 일부가 오프라인에서 체결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기
업 이용자와 무관한 P2P 온라인중개서비스,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기업간 온
라인 중개서비스 그리고 직거래의 개시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며 소비자와
계약관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온라인 광고도구나 온라인 광고 거래소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동일한 이유로 이 규정은 검색엔진 최적화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광고 차단 소프트
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순히 하드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기술적 기능과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이나 인터페이스가 특정 온라
인중개서비스와 직접 연결되거나 그 서비스에 부속될 수 있는 경우 관련 온라인중개서비스 제
공자는 이러한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차별 대우에 관한 투명성 요건을 따라야 한다. 또
한 이 규정은 온라인 결제서비스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이는 자체적으로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본질적으로 관련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
래에 부수적이기 때문이다.
(12) 유럽사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법에 따라 그리고 기업 이용자의 의존적 지위가 자연인의 형
태인 소비자에 대한 게이트웨이로 기능하는 온라인중개서비스에 대하여 주로 고려되었다는 사
실을 고려하여 이 규정의 범위를 기술하기 위하여 이용된 소비자의 개념은 자신의 거래, 업
무, 제작이나 전문 분야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오로지 자연인만을 의미하
는 것으로 이해하여야한다.
(13) 혁신의 빠른 속도를 고려하면, 이 규정에서 이용되는 온라인 검색엔진의 정의는 기술 중
립적이어야 한다. 특히, 그 정의는 음성 요청을 포함하는 것으로도 이해하여야 한다.
(14)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사전에 작성된 약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기업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계약관계의 약관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약관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는 종합적 평가에 따라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한다. 종합
적 평가의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상대적 규모, 협상을 하였다는 사실 또는 약관의 특정 조항
이 협상의 대상이었고 관련 서비스 제공자와 기업 이용자가 함께 이를 정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결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상업적 관계의 계약전단계를 포함하여 기업
이용자가 약관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기업
이용자가 이 규정에 따른 투명성을 박탈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성공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계약관계의 일반 약관으로 기업 이용자가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이용, 해지 및 정지에 관
한 상용 조건을 판단하고 사업관계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
여 이러한 약관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중요한 상업적 쟁
점에 대한 세부사항이 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아니하거나 결여되어 있어서 기업 이용자에게
계약관계의 가장 중요한 측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합리적인 정도로 제시하지 아니하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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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작성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혼
동되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16) 기업 이용자가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가 어느 지역에서 누구에게 시판되고 있는지에 관
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유통경로와 계열사의 잠재적 활동의 투명성을
기업 이용자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추가 경로와 계열사 활동은 기술 중립적인 방식으로 이해
되어야 하지만, 특히 비즈니스 사용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판하기 위하여 사용되
는 다른 웹사이트, 앱 또는 다른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17) 온라인 지적재산권의 소유와 지배는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와 기업 이용자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기업 이용자를 위한 명료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그 이해
를 높이기 위하여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기업 이용자의 지적재산권 소유와 지배에 관한
약관이 있는 경우에 그 약관의 종합적 효력에 관한 일반적 정보 또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
하는 바에 따라 약관에 추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특히 로고 상표나 상표명의 일반적
이용과 같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18) 일반 약관에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업관계를 증진하고 기업 이용자에
게 해로운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일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
공자도 계약 이전 단계의 잠재적 비즈니스 사용자를 포함하여 상업적 관계의 모든 단계에서
약관이 간단하게 공개된다는 것 그리고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이 맞으며,
15일 이상으로 정해진 고지 기간 내에 약관의 변경 사항이 관련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고지된
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변경안에 따라 기업 이용자가 변경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술
적 또는 상업적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상품 및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상당히 조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고지기간은 이에 비례하여 15일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고지기간은
관련 기업 이용자가 분명한 방식으로 이를 포기한 경우에 그 범위에서 또는 유럽연합 법률이
나 본국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나 규제에 따른 의무로 인하여 고지기
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변경사항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범위에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예정된 편집상 변경은 약관의 내용이나 의미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변경’이란 용어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변경안을 영구적 매체로 고지하라는 요건에 따
라 기업 이용자는 이후의 단계에서 이러한 변경사항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기
업 이용자에게 변경사항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부여되어
야 한다. 다만, 국내 민법에 따르는 경우와 같이 이보다 짧은 기간이 계약에 적용되는 경우에
는 그에 따른다.
(19)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온라인 중개서
비스에 제시하는 것은 기업 이용자가 약관 변경에 요구되는 고지기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명백한 적극적 행동으로 보아야한다. 그러나 약관의 변경으로 비즈니스 사용자가 상품이나 서
비스를 기술적으로 상당히 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여 합리적인 고지 기간이 15
일보다 긴 경우, 비즈니스 사용자가 신규 상품과 서비스를 제시하더라도 고지 기간은 자동적
으로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기업 이용자가 접속하였던 온라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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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서비스의 전체 기능이 삭제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또는 기업 이용자가 온라인중개서비스를
통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상품을 조정하거나 서비스를 재구성하여야 하는 경우 온라
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약관의 변경으로 기업 이용자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예측하여야 한다.
(20) 기업 이용자를 보호하고 양측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규정을 위반한 약관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 즉, 소급하여 일반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는 규정을 위반
한 약관의 특정 조항에만 영향을 미쳐야 한다. 다른 조항은 규정을 위반한 조항과 분리될 수
있는 범위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집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존 약관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기
업 이용자의 영업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 기업 이용자에게 미치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고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하여 고지기간을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수정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 즉, 그러한 수정이 소급하여 일반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본다.
(21) 비즈니스 사용자가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
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는 비즈니스 사용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표시하거나 관련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상주하는 것을 완전히 막아
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 금지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발표 또는 관련 온라인중
개서비스 상주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기업 이용자의 권리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기업 이용자의 개별 상품 및 서비스를 목록에서 삭제하
거나 검색 결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업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제
한, 정지 또는 종료를 결정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정지
외에도 순위를 낮추는 것을 포함하여 강등을 통하여 또는 기업 이용자의 외관에 부정적 영향
을 주는 것 등으로 기업 이용자의 개별 목록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관련
기업 이용자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기업 이용자는 제한
이나 정지가 시행되기 전 또는 그 시행과 함께 그 결정에 대한 이유서를 영구적 매체로 받아
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결정이 기업 이용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
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그 결정으로 이어지는 사실을 해명할 기회를 내부 불만처리절차의
틀 안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이는 기업 이용자가 가능한 경우에 이행을 다시 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또한, 온라인중개서비스제공자는 그 결정에 오류가 있거나 결정으로 이어지는 약관
침해가 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치유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제
한, 정지 또는 종료하는 결정을 취소하면, 부당한 지연 없이 관련 기업 이용자를 원상태로 복
원하여야 한다. 이에는 해당 기업 이용자가 그 결정 전에 열람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나 그 밖
의 데이터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 정지 또는 종료하는 결정에 관한 이유, 서로 비즈니스 사
용자가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범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비즈
니스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에 배상을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선한다. 이유서로
서비스 제공자가 사전에 그 약관에 규정하였던 근거를 기준으로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고 제3
자 통지를 포함하여 그 결정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관련 정황을 적절한 방식으로 언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법적 의무나 규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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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제한, 정지 또는 종료 이유서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온라인중
개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기업 이용자가 약관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서 문제의 온라인중개서비
스 전체의 제공 종료를 야기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이유서는 요구되어서는 아니된
다.
(23) 온라인중개서비스 전체의 종료 그리고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거나 온
라인중개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서비스 종료에 따라 삭제하는 것은 필수 정
보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 이용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규정으로 기업
이용자에게 부여된 다른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중개서비스 전체의 제공 종료가 시행되기 최소 30일 전에 이유서
를 영구적 매체로 관련 기업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적 의무나 규제에 따른
의무로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기업 이용자에 대한 온라인중개서비스 전체의 제공을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 이러한 고지기간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마찬가지로 구체적 사례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고 양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계량하여 합의된 해지 시점까지 또는 고지기
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해지를 허용하는 유럽연합 법률에 따라 본국법의 해지권을 행사하면,
30일의 고지기간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의
반복적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30일의 고지기간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0일의 고
지기간에 대한 다양한 예외는 특히 불법이거나 부적합한 콘텐츠,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전, 가
짜, 사기, 멀웨어(malware), 스팸(spam), 데이터 유출, 다른 사이버보안 위험 또는 미성년자
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기업 이용자의 개별 상품 및 서비
스만을 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온라인중개서비스 전체의 종료는 가장 심각한 조치에 해당
한다.
(24)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상품 및 서비스 순위는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
로,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이용자의 상업적 성공에도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순위란 기업 이용자의 제안의 상대적 중요성 또는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나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 배열, 등급이나 평가 제도, 시각적 강조 또는 그
밖의 시각적 강조 도구를 이용하거나 이를 결합하여 제시하거나 조직하거나 전달한 바에 따라
검색 결과에 부여된 관련성을 말한다. 예측 가능성에는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임의적이
지 아닌 방식으로 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수반된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기업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고 기업 이용자가 순위제도의 작용을 더욱 이해하도록 돕고 기업 이용자
가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순위 실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순위를 정하는 주요 요소
의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공개의무의 구체적 설계는 순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훨씬 많은 수의 요소중에서 가장 관련이 있는 일련의 제한된 요소의 식별을 의미하므
로 기업 이용자에게 중요하다. 이와 같이 상세한 이유를 제시하는 설명으로 기업 이용자가 상
품 및 서비스 또는 그 내재적 특성을 제시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주요 요소
의 개념은 일반적 기준, 과정, 알고리즘에 통합된 구체적 신호 또는 순위와 관련하여 이용되
는 다른 조정이나 강등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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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또한, 순위를 정하는 주요 요소에 대한 설명에는 기업 이용자가 대가에 따라 적극적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상대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 포함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가란 순위 상승을 주요 목표로 하거나 오로지 순위 상승을
위하여 이루어진 지급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수적인 서비스나 고급 기능의 이용과 같은 종류의
의무를 기업 이용자가 추가로 승낙하는 형태의 간접적 대가를 말한다. 주요 요소의 숫자와 유
형을 포함한 설명의 내용은 구체적 온라인중개서비스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으로 기업 이용자가 자신이 제공한 실제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순위제도가 고
려하는 방법 그리고 해당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소비자와의 관련성을 적절히 이해하여야 한다.
기업 이용자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용된 지표, 편집자의 이용과 편집자
가 상품 및 서비스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역량, 대가가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그리고
온라인 제안의 발표 기능과 같이 상품 및 서비스 자체와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아주 적은 요
소는 순위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에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추가되는 경우에
기업 이용자가 순위제도의 기능을 적절히 이해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하는 주요 요소의 예시가
될 수 있다.
(26) 마찬가지로,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 순위, 특히 이를 통하여 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순위는 소비자의 선택과 기업 웹사이트 이
용자의 상업적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는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의 웹사이트와 다른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연동된 모든 웹사이트의 순위를 정
하는 주요 요소 그리고 이러한 주요 요소의 다른 요소에 비한 상대적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 그리고 소비자와의 관련성에 더하여 온라인 검색엔진의
경우에 이러한 설명으로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가 이동 통신장치의 화면을 위한 최적화와 같이
웹사이트에 이용된 구체적 디자인 특징이 고려되는지 여부와 고려되는 경우에 그 방법과 범위
에 대하여 적절히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가 대가에 따라 적극적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상대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 포함
되어야 한다.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와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이러한 설명은 관련온라인 검색엔진의 명확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서 일반에게 공
개되어야 한다. 이용자가 로그인하거나 등록하여야 하는 웹사이트의 영역은 단순하게 이해되
고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설명은 최신 상태로 유지되
어야 한다. 이에는 주요 요소의 변경을 간단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 주
요 요소에 대한 최신 설명의 존재는 온라인 검색엔진의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 이외의 이용자
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부 사례의 경우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의 통지
를 근거로 특정 사례의 순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웹사이트를 순위에서 제외하기로 결
정할 수 있다.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와 다르게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는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제3자의 통지에 따른 순위의 변경이나 제외를 기업 웹사이트 이
용자에게 직접 고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는
일반 대중이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등에서 통지의 내용을 조사하여 특정 사례
의 순위 변경이나 특정 웹사이트의 제외로 이어지는 통지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경쟁자가 순위 제외로 이어질 수 있는 통지를 남용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에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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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27)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나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는 이 규정에 따라 알고리즘을
포함한 순위제도의 세부적 기능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를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 제3자의 악의적 순위 조작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능력이 손상되어서
는 아니 된다. 주요 순위 요소에 대한 일반적 설명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보호하여야 하며 동
시에 기업 이용자와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가 특정 온라인중개서비스나 온라인 검색엔진의 이
용과 관련하여 순위의 기능을 적절히 이해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나 온라인 검색 엔진 서비스 제공
자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가 순위를정하는 주요 요소 공개의 거절로 이어져서는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규정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6/943을 침해하지 아니하지
만, 제시된 설명은 적어도 이용된 순위 요소의 관련성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28) 집행위원회는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순위 투명성 요건을 적용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순위를 정하는 주요 요소가 식별되고 기업 이용자와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에게 제시
되는 방식을 최적화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29) 부수적 상품 및 서비스는 기업 이용자가 제공하고 있는 1차적 상품 및 서비스를 보완하
기 위하여 온라인중개서비스로 개시된 거래의 완료 직전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
스로 이해하여야 한다. 부수적 상품 및 서비스란 기능을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1차적 상품
및 서비스에 의존하며 1차적 상품 및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제품을 말한다. 따라서 본질적으
로 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제의 1차적 상품 및 서비스에 더하여 판매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는 부수적 상품 및 서비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부수적 서비스의 예시에는 기업 이
용자가 제공하고 있는 특정 상품 및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특정 상품의 수리서
비스 또는 차량 대여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부수적 상품에는 업그레
이드를 구성하여 기업 이용자가 제공하고 있는 특정 상품을 보완하는 상품 또는 특정 상품과
관련된 주문제작형 도구가 포함될 수 있다. 자신의 온라인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업 이용자
가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수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중개서
비스 제공자는 제공되고 있는 부수적 상품 및 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약관에 기재하여
야 한다. 이러한 설명은 부수적 상품 및 서비스가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
고 있는지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약관에서 열람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설명은 기업 이용자가 상품 및 서비스가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판
매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종합적이어야 한다. 그 설명에는 구체적 상품 및 서
비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이용자의 1차적 제품을 보완하여 제공되
고 있는 제품의 유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설명에는 기업 이용자
가 온라인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1차적 상품 및 서비스에 더하여 자신의 부수적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허용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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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온라인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스스로 특정 상품 및 서
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 이용자를 통하여 이와 같이 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지배하지 아니하는 온라인중개서비스의 다른 기업 이용자와 직
접 경쟁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제적 이점 그리고 자신이 직접 제공하거
나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 이용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기술적 편의나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온라인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능력을 줄 수 있다.
이는 기업 이용자의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약화시
키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투명한 방
식으로 행위하고 기업 이용자가 제공하는 상품및 서비스와 비교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제공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포함한 기능과 같이 법적, 상업적 또는 기술적
수단을 통한 차별 대우를 적절히 설명하고 이러한 차별 대우를 검토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의무는 온라인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개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준이 아니라 전체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수준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31)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온라인 검색엔진을 통하여 스스로 특정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를 통하여 이와 같이
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지배하지 아니하는 온라인 검색엔진의 다른 기업 웹
사이트 이용자와 직접 경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검색 엔진서비스 제공자가 투
명한 방식으로 행위하고 경쟁을 하는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비
교하여 스스로 제공하거나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를 통하여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법적, 상업적 또는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는 차별 대우에 대하여 설명
을 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의무는 온라인 검색엔진서비
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개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준이 아니라 전체 온라인 검색엔진의 수준에
서 적용되어야 한다.
(32) 계약관계가 선의에 따라 공정한 거래를 근거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구체적
계약조건, 특히 협상력이 불균형한상황은 이 규정에서 다루어야 한다.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은 기업 이용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알 수 있는 현실적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약관의 변경은 법적 의무나 규제에 따른 의무를 근거로 하거나 기업이용자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소급효가 부여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기업 이용자에게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
와의 계약관계가 해지될 수 있는 조건이 명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
는 해지에 관한 조건이 언제나 균형적이며 부당한 장애 없이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여
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이용자는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이 만료된 후에 기업 이
용자가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생성한 정보에 대하여 유지하는 접속
에 관하여 완전한 고지를 받아야한다.
(33)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열람하고 이용하는 능력은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일반적
으로 그리고 관련 기업 이용자와 온라인중개서비스를 위하여 중요한 가치를 창출할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기업 이용자에게 특정 범주의 데이터를열람하고 이용하는
범위, 성질 및 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그 설명은 균형적이어야
하며 실제 데이터나 데이터의 범주에 대한 철저한 식별이 아니라 일반적 열람 조건을 의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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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기업 이용자와 관련성이 높을 수 있는 특정유형의 실제 데이터의 식별과 이
에 대한 구체적 열람 조건도 설명에 포함될 수 있다.이러한 데이터에는 비즈니스 사용자가 온
라인 중개 서비스에서 축적한 등급과 평가가 포함될 수 있다. 요컨대 그 설명으로 기업이용자
가 제3자 데이터 서비스의 보유 가능성을 포함하여 가치 창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이
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4) 같은 맥락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기업이용자의 중개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생성된 데이터
를 제3자와 공유하는지를 기업 이용자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업 이용자는 특히 서비스
제공자가 상업적 고려에 따라 데이터를 현금화하는 경우와 같이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적절한
기능에 필요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제3자와의 데이터공유를 알아야 한다. 기업 이
용자가 이러한데이터 공유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을 허용하기 위하여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 공유를 사후에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
이 기업 이용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5) 이러한 요건은 개인정보나 개인적이 아닌 정보를 기업 이용자에게 배포하거나 배포하지
아니하는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의의무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투명성에 관한
조치는 데이터 공유 증가에 기여하고 혁신과 성장의 중요한 근원으로 유럽의 공통된 데이터
공간을 설립한다는 목표를높일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자연인의 보호
그리고 전자통신의사생활 존중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법률 제도, 특히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6/679, 지침(EU) 2016/680 및지침 2002/58/EC를 준수하여야 한다.
(36)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특정한 경우에 약관에서 온라인중개서비스 이외의 다른 수단
을 통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용자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특히 제한에 대하여 경제적, 상업적 또는
법적으로 중요한 고려사항을 언급하여 그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공개의
무는 경쟁 및부당한 상관례의 분야 그리고 법률의 적용을포함한 유럽연합의 다른 법률 또는
유럽연합법률에 부합하는 회원국 법률에 따른 제한의적법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이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7) 관련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이용이 제한, 정지 또는 종료되었던 자를 포함한 기업 이용자
가 즉각적이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내부 불
만처리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내부 불만처리시스템은 투명성의 원칙과 동일한 상황에 동일
한 처우가 적용된다는 원칙을 근거로 하여야 하고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와 관련 기업 이용
자가 합리적 기간 내에 불만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쌍무적으로해결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
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이의제기 기간에 기존 결정을 유지할 수
있다.내부 불만처리절차를 통하여 합의에 도달하려는 시도는 내부 불만처리절차 중이나 이후
에 언제든지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나 기업 이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기업 이용자가 서로 다른 온라인중개서비
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할수 있는 쟁점의 주요 유형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쌍무적 해결에
도달할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내부 불만처리시스템의기능과 유효성에 대한 정
보를 공표하고 적어도 매년 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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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내부 불만처리시스템에 관한 이 규정의 요건은 내부 불만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불만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행정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라인중개서비스제공자에게 합
리적인 수준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필요
한 경우에 특정 기업 이용자가 내부 불만처리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에 균형적인 방식으로 대응
하는 것을 내부불만처리시스템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비
용을 고려하여 집행위원회 권고 2003/361/EC의 관련조항과 연계하여 소기업에 해당하는 온
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이러한 의무를면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집행위원회 권고
2003/361/EC에 규정된 병합 규칙은 우회가방지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면제는이 규정
에 규정된 기준을 준수하는 내부 불만 처리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소기업의 권리에 영
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39) ‘내부’라는 용어의 이용은 내부 불만 처리시스템을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나 다른 사업형
태에 위임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나 다
른 사업형태가 완전한 권한 그리고내부 불만처리시스템이 이 규정의 요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40) 중재는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와 기업 이용자에게 긴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이많이 들
수 있는 소송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있는 수단을 제
공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구체적으로 이용할의사가 있는 민관 중재
인 2명 이상의 신원을 확인하여 중재를 촉진하여야 한다. 최소한으로 정해진 수의 중재인의
신원을 확인하라고 요구하는 목표는 중재인의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 역외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인은 그 서비스의 이용이 이 규정의 요건 그리고 개인정보와 영
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을 포함하여유럽연합 법률이나 회원국 법률에 따라 관련기업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법적 보호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박탈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보장되는 경
우에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그신원이 확인되어야 한다. 접근이 가능하고공정하며 가급적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중재인은 특정된 구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와 기업 이용자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 그들이 선
택한 중재인의 신원을 공동으로 자유롭게 확인하여야한다.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52/EC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중재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진행을 담당하고 언제든지
이를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임의적 과정이어야 한다. 임의적 성격에도 불구하
고,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이 규정으로 정한 중재의 이용 요청을 선의로 검토하여야 한
다.
(41)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건의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중재의 총비용을 합
리적 비율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를위하여 중재인은 개별 사건에서 합리적 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약관에서 중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필요성과 관련된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권고 2003/361/EC의 관련 조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에 대하
여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권고 2003/361/EC에 규정된 병합 규칙은 이러한
의무의 우회가 방지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중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소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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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언제나 이용할 의사가 있는 중재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
고 이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중재 시도 내내 선의로 참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의무는 기업
이용자의 중재제도 남용을 막는 방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기업 이용자도중재에 선의로 참여
하여야 한다. 기업 이용자가 자신이 과거에 중재를 구하는 절차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중
재인이 해당 기업이용자가 선의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한 주제에 대하여 절차를 제
기하는 경우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중재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성립되지 아니하는 중재 시도를 반복하는 기업 이용자와 중재에 참여해서는 아니된
다. 중재인이 중재의 주제가 이전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사건을 중재에 회부
하는 기업 이용자의 능력이 이러한 예외적 상황으로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43) 유럽연합 내에서 중재를 이용한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재 구성되지 아니한 전문 중재단체의 설립
을 권장하여야 한다. 온라인중개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정 산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중재인의 관여는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
며 해당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44) 재정적 수단의 제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약관의 배타적 법률 및 재판지 선택 조
항과 같은 다양한 요인은 특히 기업 이용자나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인식이
가능하게 행위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기존의 사법적 배상 기회의 유효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의 효과적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 이용자나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협회 그리고 회원국에 설립된 특정 공공단체는 국내의 절차적 요건을 포함한 본국법에
따라 각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기회가 인정되어야 한다. 각국 법원의 소송은 이 규정에
따른 규칙의 침해를 멈추거나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사업관계를 약화시
킬 수 있는 장래의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단체나 협회가 그 권리
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행사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나 협회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단체나 협회는 회원국 법률에 따른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고 비영리단체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목표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으로
특정 소송이나 이윤 창출을 위한 단체나 협회의 임시 설립이 방지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을
지원하는 제3자가 이러한 단체나 협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것
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기업 이용자나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를 대표하는 단체나 협회는 특
히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나 온라인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의 부당한 영향력의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차단되어야 한다. 구성과 자금 출처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게 모두 공개하여 각국
법원이 적격기준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촉진하여야 한다. 공공단체가 설립된 회원
국에서 관련 공공단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본국법의 관련규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집단적 이익이나 일반적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제기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해당 공공단체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소송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별
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 이용자와 기업웹사이트 이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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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회원국이 이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단체, 협회나
공공단체의 세부사항은 집행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달 과정에서 회원국은 해당
단체, 협회나 공공단체의 설립근거인 관련 본국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야 하고 해당되
는 경우에 그 단체나 협회가 등록된 관련 공부(公簿)를 언급하여야한다. 회원국은 이와 같이
추가 지정을 선택하여 기업 이용자와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법
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는 사법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간략
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단체, 협회나 공공단체의 목록이 유럽연합관보에 공표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목록 포
함 여부는 소송을 제기한 단체, 협회나 공공단체의 행위능력에 대한 반증이 가능한증거로 기
능하여야 한다. 지정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단체, 협회나 공공단체를 지정한 회원국은
이러한 문제를 조사하여야 한다. 회원국이 지정하지 아니한 단체, 협회나 공공단체는 이 규정
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행위능력에 대한 심리에 따라 각국 법원에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46) 회원국은 이 규정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별개의 집행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국내집행기구를 신규로 설립해서는 아니 된다.회원국은 법원을
포함한 기존 당국에 이 규정의 집행을 위임할 선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규정으로 회원국
에 직권에 의한 집행을 규정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의무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47)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 규정의 적용을 계속하여 모니터링 하여야 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위원회는 관련 전문 기구, 연구 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경제 관측소
를 강화하여 광역 정보 교환 네트워크의 설립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맥락에
서 보유하는 관련 정보를 요청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권
한 행사는 이 규정이달성하고자 하는 기업 이용자와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업적 관
계 그리고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와 온라인 검색엔진 간상업적 관계의 전체적 투명성 강화에서
이익을 얻어야 한다. 모니터링 및 검토 의무를이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
행위원회는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해당되는 경우에 이러한 데이터 수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의로 협조
하여야 한다.
(48) 관련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나 협회가 마련한 행동강령은 이규정의
적절한 적용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권장되어야 한다. 행동강령을 작성하는 경우관련 이해당사
자 전원과 협의를 하여서 관련분야의 구체적 특징과 중소기업의 구체적 특징이 고려되어야 한
다. 이러한 행동강령은 객관적이고 차별적이지 아니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49) 집행위원회는 특히 기술적 또는 상업적으로 관련된 발전을 고려한 개정의 필요성을 결정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 규정을 평가하고 이 규정이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정
한 약관에서 배타적 법률 및 재판지 선택 조항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기업 이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정 분야의 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평가는

회원국과

관련

이해당사자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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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

결정

C(2018)2393에 따라 설립된 온라인 플랫폼 경제 관측소의 전문가 그룹은 집행위원회가 이 규
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전문가그룹이 제
시하는 의견과 보고서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평가 후에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조항이 특정 분야에서 지속되는 불균형과 부당한 상관례
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입법적 성질의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
는 적절한 것이 될 수 있다.
(50) 이 규정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제연합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과 연계하
여 장애인의 구체적 필요를 가능한 범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51) 이 규정의 목적, 즉 역내 시장에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신뢰를 받는
온라인 사업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회원국에 의하여 충분히 달성될 수 없지만 그 규모와 효과
로 인하여 오히려 유럽연합 수준에서 달성될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조약 제5조에
규정된 보완성의 원칙에 따라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유럽연합조약 제5조에 규정된 비례 원
칙에 따라 이 규정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바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52) 이 규정은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47조에 규정된 효과적인 구제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존중을 보장하고 헌장 제16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의 자유의 적용을 증진하는
것을 모색한다.
이에 이 규정을 채택한다
제1조(주제 및 범위)
1. 이 규정의 목적은 온라인중개서비스의 기업 이용자 그리고 온라인 검색엔진과 관련된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에게 투명성, 공정성 및 효과적인 배상 기회가 적절히 제공된다는 것을 보장
하는 규칙을 정하여 역내 시장의적절한 기능에 기여하는 것이다.
2. 이 규정은 유럽연합에서 설립되거나 유럽연합에 거주하며 온라인중개서비스나 온라인검색
엔진을 통하여 유럽연합에 위치하는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용자와 기
업 웹사이트 이용자 각자에게 제공되거나 제공이 제안된 온라인 중개서비스와 온라인 검색엔
진에 적용된다.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나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의 설립 장소나 소
재지 그리고 별도로 적용되는 법률은 이와 무관하다.
3. 이 규정은 직거래의 개시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며 소비자와 계약관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온라인 광고 도구나 온라인 광고 거래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규정은 유럽연합 법률에 따라 이 규정이 관련 상황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방
적 행위나 부당한 상관례를 금지하거나제재하는 국내 규칙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국내 민법 규칙이 유럽연합 법률에 부합하고 이 규정이 관련 상황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국내 민법, 특히 계약의 유효성, 성립, 효력 또는 해지에 관한 규칙과 같은 계약법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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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이 규정은 유럽연합 법률, 특히 민사 사안, 경쟁, 데이터 보호, 영업 비밀 보호, 소비자 보
호, 전자상거래 및 금융서비스 분야의 사법공조에 적용되는 유럽연합 법률을 침해하지 아니한
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의 목적상,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이용자”란 거래, 사업, 제작이나 전문 분야와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온라인중개서비
스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업적 역량이나 전문 역량으로 행위를
하는 개인 또는 이와 같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온라인중개서비스”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a)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2015/1535 제1조제(1)항제(b)호에 규정된 정보사회서비스를
구성한다.
(b) 그 거래가 궁극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이용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거
래 개시를 촉진할 목적으로 기업 이용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
한다.
(c)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이용자 사이
의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제공된다.
(3)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란 온라인중개서비스를 기업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제안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4) “소비자”란 거래, 사업, 제작이나 전문분야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5) “온라인 검색엔진”이란 이용자가 키워드, 음성 요청, 문구 또는 기타 입력의 형태로 이루
어진 주제에 대한 질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체 웹사이트나 특정 언어의 전체웹사이트를 검색
하기 위하여 질문을 입력하도록 하고 요청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형태를 결
과로 보여주는 디지털서비스를 말한다.
(6)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란 온라인 검색엔진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제안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7)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란 거래, 사업, 제작이나 전문 분야와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소비자
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나 그 일부를 포함하며 소프트웨어를 의미하
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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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법인을 말한다.
(8) “순위”란 온라인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된 상품 및 서비스에 부여된 상대적 중요성 또
는 제안, 조직이나 전달에 이용된 기술적 수단에 관계없이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나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가 각각제안, 조직 또는 전달한 관련성을 말한다.
(9) “지배”란 이사회 규정(EC) 제139/2004호 제3조제(2)항에 규정된 기업의 소유 또는 기업에
대하여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말한다.
(10)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와 그 기업 이용자 사
이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며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모든 약관이나 세
부적 내용을 말한다. 일방적 결정은 종합적 평가에 따라 평가되며 관련 당사자들의 상대적 규
모, 협상을 하였다는 사실 또는 약관의 특정 조항이 협상의 대상이었고 관련 서비스 제공자와
기업 이용자가함께 이를 정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11) “부수적 상품 및 서비스”란 기업 이용자가 온라인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1차적
상품 및 서비스에 더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온라인중개서비스를 통하여 개시된 거래의 완
료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12) “중재”란 지침 2008/52/EC 제3조제(a)호에 정의된 체계적 절차를 말한다.
(13) “영구적 매체”란 기업 이용자가 자신을 직접 수신인으로 하는 정보를 장래에 참고하기
위하여 그 정보의 목적에 적합한 기간에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게 하며 보관
된 정보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약관)
1.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그 약관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보장한다.
(a)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작성된다.
(b) 기업 이용자가 계약전단계를 포함하여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와의 상업적 관계의모든
단계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다.
(c) 기업 이용자에 대한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제공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또는 종료하거나
다른 종류의 제한을 부과하는 결정의 근거를 정한다.
(d) 이를 통하여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기업 이용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시판
할 수 있는 추가 유통경로와 계열사의 잠재적 활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e) 약관이 기업 이용자의 지적재산권 소유와 지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반적 정보가 포함
된다.
2.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약관의 변경안을 관련 기업 이용자에게 영구적 매체로 고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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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은 예정된 변경 사항의 성질과 범위 그리고 관련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고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행되지 아니한다. 그 고지기간은 온
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기업 이용자에게 변경안에 대하여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상으
로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기업 이용자가 변경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술적 또는 상업적 조
정을 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15일 이상의 고지기간을 부여한다.
관련 기업 이용자는 고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해지는 제1문단에 따른 고지를 수령한 날부터 15일까지 유효하다. 다
만, 15일 미만의 기간이 계약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관련 기업 이용자는 제1문단에 따른 고지를 수령한 때부터 언제든지 진술서 또는 분명하고 적
극적인 행위로 제2문단에 규정된 고지기간을 포기할 수 있다.
고지기간에 온라인중개서비스에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은 고지기간을 포기하는
분명하고 적극적인 행위로 본다. 다만, 약관의 변경으로 기업 이용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기
술적으로 상당히 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여 합리적인 고지기간이15일 이상인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경우 기업 이용자가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제시하여도 고지기간
이 자동적으로 포기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약관이나 약관의 특정 조항 그리고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실행한 약관의 변경은 무효이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제2항 제2문단에 규정된 고지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 제2문단에 규정된 고지기간을 준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법적 의무나 규제에 따른 의무의 대상인 경우
(b)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사기, 멀웨어, 스팸, 데이터 유출 또는 다른 사이버보안 위험
에서 온라인중개서비스, 소비자 또는 기업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예상하지 못한 급
박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약관을 예외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5.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중개서비스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용자
의 신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제4조 (제한, 정지 및 해지)
1.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기업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별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 이용자에 대한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정지하기로 결정하면, 제한이나
정지가 시행되기 전 또는 그 시행과 함께 그 결정에 대한 이유서를 영구적 매체로 관련 기업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2.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기업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온라인중개서비스 전체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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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결정하면, 적어도 종료 시행 30일전까지 그 결정에 대한 이유서를 영구적 매체로 관련
기업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3. 제한, 정지나 해지의 경우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제11조에 규정된 내부 불만처리절차
의 틀 안에서 사실과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기업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온라인중개서비스 제
공자는 제한, 정지 또는 종료를 취소하면, 부당한 지연 없이 기업 이용자를 원상태로 복원한
다. 이에는 제한, 정지 또는 종료가 시행되기 전에 관련 온라인중개서비스 이용으로 생성된
개인정보나 그 밖의 데이터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업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포
함된다.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고지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고지기간을 준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특정
기업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온라인중개서비스 전체를 종료하라고 요구하는 법적 의무나 규제에
따른 의무의 대상인 경우
(b)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유럽연합법률에 부합하는 본국법에 따라 필수적 이유로 해지
권을 행사한다.
(c)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기업이용자가 약관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서 문제의 온
라인중개서비스 전체의 제공 종료를 유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제2항의 고지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부당한 지연없이 관련 기업 이용자에게
그 결정의 이유서를 영구적 매체로 제공한다.
5. 제1항, 제2항 및 제4항제2문단에 규정된 이유서에는 제3자 통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언급 그리고 제3조제
(1)항제(c)호에 규정된 결정에 적용되는 근거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다.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구체적 사실이나 상황 또는 적용되는 근거에 대한 언급을 제공하
지 아니하는 법적 의무나 규제에 따른 의무의 대상자인 경우 또는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기업 이용자가 약관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서 문제의 온라인중개서비스 전체의 제공 종
료를 유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이유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순위)
1.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순위를 정하는 주요 요소 그리고 주요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그 약관에 규정한다.
2.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는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순위 결정에 가장 중요한 주요
요소 그리고 이러한 주요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규정한다. 이는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
는 표현으로 작성되며 일반이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는 설명으로 서비스제공자의 온라인 검색
엔진에서 제공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그 설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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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한 주요 요소에 기업 이용자나 기업웹사이트 이용자가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한
직간접적 대가에 따라 순위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제공자는 이러
한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그대가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순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설명도 규정한다.
4.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의통지에 따라 구체적 사례에서 순위를 변경하였거
나 특정 웹사이트를 순위에서 제외하였다면,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가 그 통지의 내용을 조사
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설명은 기업 이용자나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가 순위제도
가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고려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범위를 적절히 이해
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a) 온라인중개서비스나 온라인 검색엔진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특
징
(b) 해당 소비자에 대한 이러한 특성의 관련성
(c) 온라인 검색엔진의 경우 기업 웹사이트이용자가 이용하는 웹사이트의 디자인 특징
6.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는 이 조의 요건을 이행하는 경
우에 검색 결과의 조작을 통하여 소비자 기망이나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합리
적으로 확실한 알고리즘이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 조는 지침(EU) 2016/943을 침해
하지 아니한다.
7.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가 이 조의 요건을 준수하고 이
를 집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는 이 조에 규정된 투명성 요건에 지침을 첨부
한다.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나 제3자가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 상품을 포함
한 부수적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되
는 부수적 상품과 서비스의 유형에 대한설명 그리고 비즈니스 사용자가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부수적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그 허용 조건에 대
한 설명을 약관에 규정한다.
제7조 (차별 대우)
1.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한편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 또는 그 서비스 제공자가
지배하는 기업 이용자가 온라인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다른 기업 이용자가 온라인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
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제시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차별 대우에 대한 설명을 약관에
추가한다. 그 설명에는 이러한 차별 대우에 관한 주요한 경제적, 상업적 또는 법적 고려를 언
급한다.
2.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는 한편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 또는 그 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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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가 지배하는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가 온라인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
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다른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가온라인중개서비스
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제시하거나제시할 수 있는 차별 대
우에 대한 설명을 약관에 규정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설명은 해당되는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온라인중
개서비스 제공자나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가 취하는 구체적 조치를 통한차별 대우 또
는 그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를 다룬다.
(a) 기업 이용자,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나 소비자가 관련 온라인중개서비스나 온라인 검색엔진
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생성된 개인정보나 그 밖의 데
이터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지배하는 기업 이용자나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것
(b) 다른 기업 이용자가 온라인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다른 기업 웹사이트이용자가
온라인 검색엔진을 통하여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소비자가 접속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 제공자가 적용하는 순위나 다른 설정
(c) 관련 온라인중개서비스나 온라인 검색엔진의 이용에 대하여 청구되는 직간접적 대가
(d) 기업 이용자나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와 관련되며 관련 온라인중개서비스나 온라인검색의
활용에 직접 연결되거나 부수적인 서비스나 기능 또는 기술적 인터페이스에 대한접속, 그 이
용조건 또는 그 이용에 대하여 청구되는 직간접적 대가
제8조 (구체적 계약 조항)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와 기업 이용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선의로 진행되고 공정한 거래를
근거로 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이행한다.
(a) 약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적 의무나 규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거나 소급적 변경이 기업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b) 기업 이용자가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정
보가 약관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c) 기업 이용자가 제공하거나 생성하며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와 기업 이용자 사이의 계약
이 만료된 후에 서비스 제공자가 보존하는 정보를 계약상 기술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대한 설
명 또는 이와 같이 열람할 수 없다는 설명을 약관에 추가한다.
제9조 (데이터 열람)
1.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기업 이용자나 소비자가 관련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이용을 위하
여 제공하거나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생성된 개인정보나 그 밖의 데이터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업 이용자가계약상 기술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대한 설명 또는 이와 같이 열람
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을 약관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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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규정된 설명을 통하여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기업 이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적절히 고지한다.
(a)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기업 이용자나 소비자가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생성된 개인정보나 그 밖의 데이터 또는 두 가
지 모두를 열람하는지 여부 그리고 열람을 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범주와 조건
(b) 기업 이용자가 관련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공하거나 자신과 자신
의 소비자에 대한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생성된 개인정보나 그 밖의 데이터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열람하는지 여부 그리고 열람을 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범주와
조건
(c) 제(b)호에 더하여 기업 이용자가 집계된 형태를 포함하여 전체 기업 이용자와 그 소비자가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생성된 개인정보나 그 밖의 데이터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열람하는지 여부 그리고 열람을 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범주와 조건
(d) 제(a)호의 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것이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적절한 기능에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데이터 공유의
목적을 명시하는 정보와 기업이용자가 이러한 데이터 공유를 사후에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
3. 이 조는 규정(EU) 2016/679, 지침(EU)2016/680 및 지침 2002/58/EC의 적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10조(다른 수단을 통하여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제한)
1.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기업 이용자가 온라인중개서비스이외의
다른 수단을 통하여 다른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제
한하면, 이러한 제한의 근거를 약관에 추가하고 대중이 이러한 근거를 쉽게 열람하도록 한다.
이러한 근거에는 그 제한에 대한 경제적, 상업적 또는 법적으로 중요한 고려사항이 포함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의무는 다른 유럽연합 법률이나 유럽연합 법률에 부합하는 회원국 법률의
적용에 따르며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의 부과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내부 불만처리시스템)
1.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기업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수립한다.
내부 불만처리시스템은 기업 이용자가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 기간 내에 처리
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이는 투명성의원칙과 동일 상황에 대한 동일 처우의 원칙을 근거로 하
며 불만의 중요성과 복잡성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취급한다. 기업이용자는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 중 어느 하나에 관한 불만을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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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에 따른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기업 이
용자("신청인")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b)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제공에 직접 관련되며 신청인에게 영향을 미친 기술적 쟁점
(c)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제공과 직접 관련되며 신청인에게 영향을 미친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나 행위
2.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내부 불만처리시스템의 일환으로 다음을 이행한다.
(a) 제기된 불만 그리고 제기된 쟁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그 불만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하는 후속 조치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b) 제기된 쟁점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불만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c) 내부 불만처리절차의 결과를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작성하여 개별화된 방
식으로 신청인에게 전달한다.
3.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내부 불만처리시스템의 이용과 기능에 관한 모든 관련정보를
약관에 규정한다.
4.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내부 불만처리시스템의 기능과 유효성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대중이 이를 쉽게 열람하도록 한다.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적어도 매년 그 정보를 확인
하고 상당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그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그 정보에는 불만이 제기된 총 건수, 불만의주요 유형, 불만 처리에 필요한 평균 시간 및 불
만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집계된 정보가 포함된다.
5. 이 조는 권고 2003/361/EC의 부속서에 규정된 소기업에 해당하는 온라인중개서비스제공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중재)
1.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제11조에 규정된 내부 불만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
는 불만을 포함하여 관련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서비스 제공자와 기업
이용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 외에서 기업 이용자와의 합의로 해결하는 데에 이용하고자 하는
중재인 2명 이상의 신원을 약관에 기재한다.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기업 이용자가 유럽연합 역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인
으로 인하여 유럽연합 법률이나 회원국 법률에 규정된 법적 보호의 혜택을 결과적으로 박탈당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유럽연합 역외에서 중재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인의
신원을 기재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중재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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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정하고 독립적일 것
(b) 중재서비스 비용이 관련 온라인중개서비스의 기업 이용자에게 합당할 것
(c)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와 관련 기업이용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약관의언어로
중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d) 기업 이용자의 설립지나 거주지에서 물리적으로 또는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쉽
게 이용이 가능할 것
(e) 부당한 지연 없이 중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f) 기업 간의 일반적인 상업적 관계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고 분쟁 해결 시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3. 중재의 임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와 기업 이용자는 이 조에 따
라 진행되는 중재 시도의 전 과정에 걸쳐 선의로 참여한다.
4.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개별 사건에서 중재의 총비용 중 합리적 비율의 금액을 부담한
다. 총비용 중 합리적 비율은 중재인의 제시를 기초로 하고 해당 사건의 모든 관련 요소, 특
히 분쟁 당사자들의 청구의 우열, 당사자들의 행위 그리고 당사자들의 상대적인 규모와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5. 이 조에 따라 중재를 통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려는 시도는 온라인중개서비
스 제공자와 관련 기업 이용자가 중재절차 중 또는 그 후 언제든지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있
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중재 개시 전이나 그 도중에 기업 이용자가 요청을 하면,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는 그
활동과 관련된 중재의 기능과 유효성에관한 정보를 해당 기업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7. 제1항에 규정된 의무는 권고2003/361/EC의 부속서에서 의미하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온라
인중개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조 (전문 중재인)
집행위원회는 온라인중개서비스의 국경을 초월하는 성질을 특히 고려하고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업 이용자와의 분쟁을 법원 외에서 해결하는 것을 촉진한다는 구
체적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이를 대표하
는 단체와 협회에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며 중재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를 하
나 이상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설립하라고 권장한다.
제14조 (대표 단체나 협회 그리고 공공단체의 소송절차)
1. 기업 이용자나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를 대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단체와 협회 그리고 회
원국에 설립된 공공단체는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나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제공자가 이 규
정에 따른 관련 요건을 불이행하는 것을 중지시키거나 금지하기 위하여소송이 제기되는 회원
국 법률의 규칙에 따라 유럽연합의 각국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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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위원회는 관련 공동단체나 관련 당국이 각국 법원에서 강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
위의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러한 등록부에 따라 다른 회원국과 모범실무 및 정보를 교
환하는 것을 회원국에 권장한다.
3. 단체나 협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보유한
다.
(a) 회원국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설립된 경우
(b) 단체나 협회가 지속적으로 대표하는 기업 이용자나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 집단의 집단적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
(c) 비영리적 성격인 경우
(d) 재정을 지원하는 제3자, 특히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나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제공자가
의사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위하여 단체나 협회는 구성과 자금 출처에 대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모두 공개한다.
4. 공공단체가 설립된 회원국의 경우 해당공공단체는 관련 회원국의 본국법에 따라 기업 이용
자나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의 집단적 이익의 방어 또는 이 규정의 요건 이행의 보장을 담당한
다면,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보유한다.
5. 회원국은 제1항에 규정된 권리가 부여되는 단체로 다음과 같은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a) 그 단체나 협회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회원국에서 설립되며 적어도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
는 단체나 협회
(b) 해당 회원국에서 설립되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단체회원국은 지정된 단체, 협회
나 공공단체의 명칭과 그 목적을 집행위원회에 전달한다.
6. 집행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협회 및 공공단체의 목록을 작성한다. 그 목록에
는 이러한 단체, 협회 및 공공단체의 목적이 명시된다. 그 목록은 유럽연합 관보에 공표된다.
목록의 변경은 지체 없이 공표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6개월마다 업데이트된 목록이 작성되어
공표된다.
7. 법원은 청구인의 목적이 특정 사건에서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지를 심리하는 법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단체, 협회나 공공단체의 행위능력에 대한 증거로 제6항에 규정된
목록을 인정한다.
8. 회원국이나 집행위원회가 단체나 협회의제3항의 기준 준수 여부 또는 공공단체의제4항의
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 제5항에 따라 해당 단체, 협회나 공공단체를 지정한
회원국은 문제를 조사하고 경우에 따라 그 기준을 하나 이상 준수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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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온라인중개서비스제공자나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
정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개별 권리를 근거로소송이 제기
되는 회원국 법률의 규칙에 따라 기업 이용자와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가 각국관할법원에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집행)
1. 각 회원국은 이 규정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한다.
2. 회원국은 이 규정의 침해에 적용되는 조치를 정하는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이 실행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규정된 조치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
제16조 (모니터링)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규정이 온라인중개서비스와 기업 이용자 사이의 관
계 그리고 온라인 검색엔진과 기업웹사이트 이용자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
니터한다. 이를 위하여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관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정
보를 수집한다. 이에는 관련 연구의 수행이 포함된다. 회원국은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수집된 관련 정보를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 집행위원회를 지원한다. 이 조와 제18조
의 목적상, 집행위원회는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모색할 수 있
다.
제17조 (행동강령)
1.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협회가
중소기업과 이를 대표하는 단체를 포함한 비즈니스 사용자와 함께 이 규정의 적절한 적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특징과 중소기업의
구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행위규범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협
회가 특히 제5조의 적절한 적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집행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행동강령이 존재하고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경우에 온라인중개서
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특정 분야의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8조 (검토)
1. 집행위원회는 2022년 1월 13일까지 그리고 그 후 3년마다 이 규정을 평가하고 유럽의회,
이사회 및 유럽 경제사회위원회에 보고한다.
2. 이 규정에 대한 1차 평가는 특히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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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에 규정된 의무의 준수 그리고 이러한 의무가 온라인 플랫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b)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된 행동강령의 영향과 유효성을 평가한다.
(c) 더 나아가 기업 이용자의 온라인중개서비스 종속으로 발생되는 문제와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의 부당한 상관례로 발생되는 문제를 조사하고 부당한 상관계가 여전히 만연하는 정도
를 판단한다.
(d) 기업 이용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거나
지배하는 상품 및 서비스 사이의 경쟁이 공정한 경쟁을 구성하는지 여부 그리고 온라인중개서
비스 제공자가 이와 관련하여 비밀 자료를 오용하는지를 조사한다.
(e) 이 규정이 운영체계 제공자와 기업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불균형 관계에미치는 영
향을 평가한다.
(f) 이 규정의 범위가 특히 '기업 이용자'의 정의에 관하여 적절하고 허위 자영업을 조장하지
아니하는지를 평가한다.1차 평가와 후속 평가로 역내 시장에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
가능하고 신뢰를 받는 온라인 사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추가
규칙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집행위원회는 평가 후에 법률안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
3. 회원국은 집행위원회가 제1항에 언급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4. 이 규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 경제 관측소의전문가
그룹이 제출한 의견과 보고서를 고려한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에 제17조에 규정된 행동강령
의 내용과 기능을 고려한다.
제19조 (시행 및 적용)
1. 이 규정은 유럽연합관보에 공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0년 7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은 전체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고모든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된다. 브뤼셀, 2019년 6월 20일
유럽의회 대표, 의장
A. 타자니(TAJANI)
이사회 대표, 의장
G. 시암바(CIA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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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유럽연합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1152호 (2019.06.20.)77)
유럽 의회 및 이사회는 다음을 고려한다.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특히 제153조제(1)항제(b)호와 제153조제(2)항제(b)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
회원국 의회에 입법안을 전달하였으며 다음을 고려한다.
유럽경제사회이사회의 의견
지역위원회의 의견
그리고 통상적 입법절차에 따라 다음의 지침을 제정한다.
전문
(1)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31조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 안전 및 존엄성을 존중하는
근로조건, 최대근로시간 제한, 일일 및 주간 휴식시간,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규
정하고 있다.
(2) 2017년 11월 17일 예테보리에서 선포된 유럽 사회권 핵심(EPSR)의 제5 원칙은고용관계의
유형 및 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조건, 사회적 보호 및 교육에 대한접근과 관련하여 공
정하고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무기한 고용형태로의 전환이 촉진되어야 하며 고용
주가 경제적 상황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이 법령과 단체협약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
고 양질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근로 형태가 촉진되어야 하며 기업가정신과 자영업
이 권장되고 직업 이동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변칙적인 계약의 남용 금지를 포함하
여 불안정한 근로조건을 초래하는 고용관계가 방지되어야 하며 수습기간은 합리적인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유럽 사회권 핵심 제7원칙은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고용 개시 시기에 고용관계에
서 비롯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서면으로 고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고 전에 합리적인
통지기간으로 그 이유에 관한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효과적이고 공평한 분쟁 해결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정당하지 아니한 해고의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포함하여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77) Directive (EU) 2019/11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transparent and predictable working conditions in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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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회 지침91/533/EEC 채택 이후, 노동시장은 새로운 형태의 고용 창출을 가져온 인구
통계학의 발달과 디지털화로 인하여 광범위한 변화를 겪었으며 혁신 강화, 일자리창출 및 노
동시장 성장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형태의 고용 중 일부는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전통적인 고
용관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관련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권리와 사회적 보호 측면
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렇게 진화하는 노동계에서근로자는 자신의 필수적인 근
로조건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 고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그러한 정보 고지는 제때에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면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고용 발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근로자에게 고용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최소한의 권리를 제공하는 한편 회원국 간 상향 수렴의성취와 노동
시장 적응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지침 91/533/EEC에 따라, 유럽연합 근로자의 대다수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 정
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침91/533/EEC는 유럽연합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1991년 이후 노동시장 발달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고용과 관련하
여 보호의 허점이 나타났다.
(6) 따라서 유럽연합의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투명성과예측 가
능성을 보장하는 한편 비표준적 고용의 합리적인 유연성을 유지함으로써 근로자는 물론 고용
주에게도 그 편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관계의 필수적인 양상에 관한 정보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필수 요건이 유럽연합 수준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54조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새로
운 권리의 확립을 위하여 지침91/533/EEC의 범위와 유효성의 개선과 목표의 확대에 관하여
사회적 동반자들과 2단계 협의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협의는 그러한 문제에 관한 교섭에 관하
여 사회적 동반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의 의
견을 구하는 공개 공적 협의의 결과로 확인되듯이, 새로운 발달에 맞춰 현행 법률제도를 현대
화하고 개편하는 방식으로 이 분야에 대한 유럽연합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8)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이하 사법재판소라 한다)는 판례법에서 근로자 신분 판정 기준을 확
립하였다. 그러한 기준에 관한 사법재판소의 해석이 이 지침의 시행 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사근로자, 주문형 근로자(on-demandworker: 모바일 기술
및 IT 인프라를 통해 소비자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간헐적 근로자,
바우처 기반근로자(voucher based-worker: 정부가 수요자에게 바우처, 즉 이용권 또는 상품
권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바우처를 제시
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이용한 근로자), 플랫폼 근로자(platform worker:스마트
폰 앱에 본인의 전문 능력을 등록했다가 고객이 등장하면 일감을 받는 근로자),연수생 및 도
제는 이 지침의 범위에 포함 될 수 있다. 진실한 자영업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
에 이 지침의 범주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개별국 법률에서 정의한자영업자 신분의 남용은
국가 수준에서 또는국경을 초월하는 상황에서 종종 신고되지 아니한 노동과 관련이 있으며 허
위로 신고되는 노동의 한 형태이다. 허위 자영업은 해당인이 특정 법률 또는 회계 관련 의무
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용관계의 특징적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신고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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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발생한다. 그러한 사람은 이 지침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고용관계의 존재에 대한판
정은 실제 근로 수행과 관련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러한 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진술을
신뢰해서는 아니 된다.
(9) 회원국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의무 또는 고용조건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특정 범주의 공무원, 공공응급서비스, 군대, 경찰, 판사, 검사, 수사관 등의 법집행업무
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특정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선박이나 어선의 선상에서 수행되는 근로와 양립할 수 없는 병행고용, 근로의 최소 예측
가능성, 근로자의 다른 회원국 또는제3국 파견, 다른 형태의 고용으로의 전환, 사회보험료를
받는 사회보장기관의 정체성에 관한 정보 제공과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요
건은 고용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원과 해양 어업인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지침
의 목적상 이사회 지침2009/13/EC 및 (EU) 2017/159에서 정의한선원과 해양 어업인이 회원
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회원국 국적선이나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할 때에는 유럽연합에서 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1) 지침 91/533/EEC 제1조에 따라 회원국에 의하여 지침의 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회원국이 그러한 제외를 하는 대신에 미리 결정된 근로시간과 실
제 근로시간이 연속적인 4주의기준기간에 주당 평균 3시간 이하인 고용관계에는 이 지침의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고용계
약이나 고용관계에서 보장되거나 예상된 시간 외에 연장근로나 보충근로와 같이 실제로 고용
주를 위하여 근로한 모든 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그러한 기준치를 초과한 순간부
터 이 지침의 조항은 고용계약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수나 근로자가 그 후에 작업한 근로시간수
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2) 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주문형 계약을 체결한 일부 근로자와 같이 보장된
근로시간이 없는 근로자는 특히 더 취약한 상황에 직면한다. 따라서 이 지침의 조항은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수와 관계없이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3) 다양한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그 밖의 주체가 실제로 고용주의 기능과 책임을 담당할 수
있다. 회원국은 이 지침이 고용주와 관련하여 규정한 모든 의무가 충족된 경우에 그러한 의무
의 집행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담당할 사람을 보다 더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그러한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가 고용관계의 당사자
가 아닌 자연인 또는 법인에 배정되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
(14) 회원국은 다양한 종류의 고용 요구에 대한 고려와 응답, 의무적 교육의 무료 제공, 이 지
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할 서류에서 누락된 정보의 경우에 유리한 추정에 근거한 구
제절차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요건에서 가정의 가사근로자의 고용주 기능
을 할 사람을 제외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을 수립할 수 있어야한다.
(15) 지침 91/533/EEC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고용계약 또는 고용관계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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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소 목록을 제시하였다. 회원국은노동시장의 발달, 특히 비표준적 형식의 고용 증가를 고
려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록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16) 고정된 작업장이나 주된 작업장이 없는 경우 작업장 간 이동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이동
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17) 고용주가 제공하는 교육이 존재하는 경우 연간 교육일수를 포함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정보와 고용주의 일반적인 교육방침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18)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절차에 관한 정보는 해고에 대
한 이의 신청 기한을 포함할 수 있다.
(19) 근로시간에 관한 정보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88/EC에 따라야 하며 작업 중
의 휴식시간, 일일 및 주간 휴식기간, 유급휴가의 양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러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20) 제공될 보수에 관한 정보는 해당되는 경우 현금 또는 현물 지급 형태의 사회보험료, 연
장근무수당, 상여금 및 근로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받는 그 밖의 권리를 포함하여 보수의
모든 요소를 항목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일회성 지급과 같은 보수의 추가
적인 요소를 제공할 고용주의 자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수의 구성요소가 그러한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그러한 요소
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1) 주문형 계약의 경우와 같이 고용의 특성 때문에 고정된 근로일정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대와 근로 배정 시작 전 최소 통지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확정방법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2)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정보는 적절한 경우에는 질병급여, 출산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
여 및 육아휴직급여, 산재급여, 직업병급여, 노령급여, 폐질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퇴직준
비급여 및 가족급여와 관련된 사회보장보험료를 받는 사회보장기관의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포
함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사회보장기관을 선택한 경우 고용주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사회보장 보호에 관하여 고용주가 제공하는 정보는 관련 있는 경우 유럽 의회 및 이사
회 지침 2014/50/EU와 이사회 지침 98/49/EC에서 정의한 보충연금제도를 이용한 보장에
관한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23) 근로자는 고용관계에서 비롯하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고용 개시 시기에서면 고
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기본정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늦어도 최
초 근무일부터 1주 이내에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나머지 정보는 최초 근무일부터 1개
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최초 근무일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근
로 수행을 시작한날로 해석한다. 회원국은 고용관계 관련 정보가 최초로 합의된 계약기간의
종료 전에 고용주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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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디지털 통신 도구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이 지침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되
어야 할 정보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25) 고용주가 제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적용 가능한 법률
제도에 관한 적절하고 충분히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 수준의 기본양식을제공할 수 있
다. 그러한 기본양식은 더 나아가 국가 당국과 사회적 동반자에 의하여 특정 부문 또는 지역
수준에서 개발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적절한 경우에 회원국이 기본양식과 모델을
개발하여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6) 해외로 파견되는 근로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
러 회원국이나 제3국에서 연속적으로 수행될 근로가 배정되는 경우 여러 개의 근로 배정은 최
초 출발 전에 그 배열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나중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될 수 있
다.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96/71/EC에 따라 파견근로자 자격이 인정된 근로자에게는 자
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파견근로자 유치 회원
국에 의하여 개발된 단일 공식 국가 웹사이트를 고지하여야한다. 회원국이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한 의무는 해외 근로기간이 연속 4주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27) 수습기간을 통하여 고용관계 당사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근로자와 고용된 직무에 적합한지를 검증할 수 있다. 노동시장 신규 진입이나 새로운 직무로
의 전직 시에는 불안정의 장기화를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유럽 사회권핵심에서 확립
되었듯이 수습기간은 합리적인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28) 상당수의 회원국은 3개월부터 6개월 사이의 기간을 합리적인 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을
일반적인 최대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관리직이나 경영직 또는 공공서비스직과
같이 고용의 특성상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특히 청년 근로자를 위한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 상황과 같이 근로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 근로자가 질병이나 휴가로 인하여 수습기간에 결근한 경우 수습기
간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해당 직무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기간 동안 연장
될 수 있다. 12개월 미만의 고정기간으로 이루어진 고용관계의 경우 회원국은 수습기간의 길
이가 예상되는 계약기간과 직무 특성에 비추어 적당하고 비례적일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
다. 국가의 법률이나 관행으로 인정된 경우에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 취업권을 획득할 수 있
다.
(29) 고용주는 근로자가 고용주와 수립한 근로일정 외에는 다른 고용주와 고용을 개시하지 못
하도록 금지해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
다. 회원국은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제한하는 이용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근
로시간 제한, 영업비밀 보호, 공공서비스의 청렴성 또는 이익충돌 회피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와 같은 객관적인 이유로 다른 고용주를 위한 근로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
한다.
(30) 직무 배정 방식과 같이 직접적이든 또는 근로자가 고객의 요청에 응하여 작업하는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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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간접적이든 대체로 고용주에 의하여 근무일정이 결정되는 경우 전체적으로나 대체적으로
근무형태를 예측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는 최소 수준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1) 기준시간 및 기준일은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근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대로 해석하여
야 하며 고용관계를 개시할 때 서면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32) 합리적인 최소통지기간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무가 고지되는 시기와 그러한 직무가 시
작되는 시기 사이의 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근무형태가 전체적으로나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고용관계의 경우에는 근무 예측 가능성에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를 구성한다. 통지기
간의 길이는 관련 부문의 필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에 대하여 적당한 보호를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최소통지기간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2/15/EC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3) 근로자는 근무 배정이 기준시간 및 기준일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최소통지기
간에 근무 배정이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거부로 인
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 근로를 수락할 수
있어야 한다.
(34) 근무형태가 전체적으로나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근로자가 특정 직무를 담당하기로
고용주와 합의한 경우 근로자는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합의된 직무의 때늦
은 취소로 인하여 근로자가 소득손실을 입는 경우 적절한 보상수단으로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35) 고용주가 필요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를 요청하는 유연성을 가진 주문형 고용계약 또는
유사한 고용계약(0시간 계약 포함)은 근로자에게는 특히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러한 계약을 허용하는 회원국은 그러한 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적절히
시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계약의 이용 및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의
형식, 이전의 기준기간에 근로한 시간 또는 그 밖에 남용 관행의 효과적인 방지를 보장하는
동등한 조치에기초하여 유급 시간이 보장된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의 존재에 대한 반박 가능
한 추정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36) 고용주가 비표준적 형태의 고용에서근로자에게 정규직 또는 무기한 고용계약을제안할 수
있는 경우 유럽 사회권 핵심에서 수립된 원칙에 따라 보다 더 안정적인 고용형태로의 전환이
촉진되어야 한다. 보다 더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러한 고용형태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고용주로부터 고용주와 근로자의 필요를 고려한 이
치에 맞는 서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회원국은 그러한 요구의 빈도를 제한할 수 있어
야 한다. 이 지침은 회원국이 경쟁시험을 통하여 임용되는 공공서비스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단순 요구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근로조건이 보다 더 예측 가능하고 안
정적인 고용형태를 요구할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아니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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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고용주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직무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유럽연합 법률이나 국
내법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한 교육이 비표준적 형태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교육의비용은 근로자에게 청
구하거나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징수를 하거나 공제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교육은 가능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 수행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또는 국가의
법률이나 단체협약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가 아니면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 유지 또는 갱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교육은 그러한 의무에 포함되
지 아니한다. 회원국은 교육 남용 관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38) 사회적 동반자의 자율성과 근로자 및 고용주의 대리인 자격은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동반자는 특정 부문이나 상황에서 이 지침의 목적을 추구하려면 이 지침에서 규정한
특정 최소 기준보다 다른 조항들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회원국은 전반적인
근로자 보호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면 사회적 동반자가 이 지침에 포함된 특정 조항과는 다른
단체협약을 유지, 교섭, 체결,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39) 유럽 사회권 핵심에 관한 공적 협의에서 유럽연합 노동법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
시행 강화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규제 적합성 및 성과프로그램
(REFIT)에 따라 수행된 지침91/533/EEC에 대한 평가에서 강화된 시행체계가 유럽연합 노동
법의 유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기초한 구제
체계는 서면 진술서를 발표하지 아니한 고용주의 경우에 일시불이나 허가 상실과 같은 처벌도
함께 규정한 체계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도 그 협의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피고용인이
고용관계 중인 기간에 구제를 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협의에서 확인되었는데,
그러한 현상은 근로자가 고용관계의 본질적인 특징을 숙지하도록 보장하려는 서면 진술서 규
정의 목적을 위태롭게 한다. 따라서 고용관계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 유리한
추정의 사용, 또는 누락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고용주에게 부과하고 그러한 의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절차의 사용,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사용을 보장하는 시행규정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관련정보가 누락된 경우 그러한 유리한 추정은 근로자가 무기한의 고용관계
를 가지고 있다는 추정, 수습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추정, 또는 근로자가 정규직이라는
추정을 포함할 수 있다. 구제는 정보가 누락되었으므로 제때에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것을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대리인, 그 밖에 관할 당국이나 단체와 같은 제3자가 고용주에
게 통지하는 절차에 따를 수 있다.
(40) 지침 91/533/EEC 채택 후 특히 평등한 대우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사회적 경험을 위한
광범위한 시행조항 체계가 채택되었으며 근로자가 민사법원이나 노동법원과 같은 효과적이고
공평한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접근권과 유럽 사회권 핵심 제7원칙을 반영하여 적당한 보상을
포함할 수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침의 요소들이 이 지침에 적용
되어야 한다.
(41) 특히, 효과적인 법적 보호에 대한 권리의 기본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이 지침
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된 고용관계 종료 후에도 계속 그러한 보호를 누려

- 350 -

야 한다.
(42) 이 지침의 효과적인 시행은 이 지침에 따라 제공된 권리의 행사 시도, 고용주에 대한 이
의제기 또는 이 지침의 준수를 강제집행하기 위한 법적 또는 행정적 소송으로 인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적당한사법적, 행정적 보호를 필요로 한다.
(43) 이 지침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는근 로자는 그러한 권리 행사를 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문형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무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가능한 해고를 위한 준비와
같이 해고 또는 그와 동등한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그러한
이유로 해고 또는 그와 동등한 피해를 당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근로자와 관할 당국이나 단체
는 고용주에게 해고 또는 그와 동등한 조치의 적절하게 증명된이유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44) 근로자가 법원 또는 그 밖에 관할 당국이나 단체에서 자신이 이 지침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거나 해고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조치를 당하였다고 추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할 때 근로자가 그러한 이유로 해고 또는 그와 동등한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고용주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법원 또는 그
밖에 관할 당국이나단체가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 특히 해고가 사전에 그러한 당국이나 단체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체계에서는 그러한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5) 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른 의무 위반에대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 효과가 있는 처
벌을 규정하여야 한다. 처벌은 벌금이나 보상 지급 및 그 밖의 유형의 처벌과 같은 행정적,
금전적 처벌을 포함할 수 있다.
(46) 이 지침의 목적, 즉, 노동시장 적응성을 보장하는 한편 보다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고
용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공통적인 최소요건의 제정 필요성으로 인하
여 회원국 수준보다는 유럽연합 수준에서 더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조약 제5조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같은 조에서
규정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이 지침은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
하지 아니한다.
(47) 이 지침은 최소요건을 규정하기 때문에 보다 더 유리한 조항을 도입하고 유지할 수 있는
회원국의 특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기존의 법률제도에 따라 획득된 권리는 이 지침에 의하
여 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도입된 경우가 아니면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이 지침의 시행은 이
분야에서 기존 유럽연합 법률이나 국내법에서 정한 기존 권리를 감축하는 데 이용될 수 없으
며 이 지침의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근로자에게 제공된 일반적 보호수준을 감축하기 위한
유효한 근거로서 이용될 수 없다. 특히 이 지침의 시행은 0시간 계약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고
용계약의 도입 근거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8) 이 지침을 시행할 때 회원국은 미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달을 저해할 행정적, 금
전적, 법률적 제약을 부과하는 행위를 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원국은 미소기업과행정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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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중소기업이 불균형하게 지나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
하여 회원국의 국내법상 수용조치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
여야 한다.
(49) 사회적 동반자들이 이 지침의 시행을 위임할 것을 공동으로 요구하고 회원국이 이 지침
에 따라 추구되는 결과가 사회적 동반자들에 의하여 언제나 보장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
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 회원국은 사회적 동반자에게 이 지침의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회
원국은 사회적 동반자의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이 지침의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 및 강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0) 회원국은 예컨대 적절한 경우에 검사를 수행하는 것과 같이 이 지침에서 비롯하는 의무
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1) 지침 91/533/EEC는 이 지침으로 그 목적, 범위 및 내용 측면에서 실질적 변화가 도입
되었기 때문에 개정하기보다는 폐지하여야 한다.
(52) 설명 문서에 관한 회원국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2011년 9월 28일자 공동정책선언에
따라 회원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상 수용 조치의 통지와 함께 지침의 구성
부분과 자국의 국내법상 수용된 위임입법의 해당 부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 이상의 문
서를 동봉하기 시작하였다. 이 지침과 관련하여, 입법자는 그러한 문서전달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이 지침을 채택한다.
제I장 일반규정
제1조(목적, 주제 및 범위)
1. 이 지침은 노동시장 적응성을 보장하는 한편 보다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고용을 촉진함
으로써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지침은 사법재판소의 판례법을 고려하여 각 회원국에서 시행 중인 법률, 단체협약 또는
관행에서 정의한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를 체결한 유럽연합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소
한의 권리를 규정한다.
3. 회원국은 사전에 결정된 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이 연속적인 4주의 기준기간에 주당 평균
3시간 이하인 고용관계를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동일한 기업, 집단 또는 독립체를 구성하는 모든 고용주와 함께 일한 시간은
그러한 3시간 평균에 합산되어야 한다.
4. 제3항은 보장된 유급근로의 양이 고용 시작 전에 미리 결정되지 아니한 고용관계에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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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다.
5. 회원국은 이 지침으로 정한 고용주와 관련된 모든 의무가 이행되는 경우에 그러한 의무의
집행 담당자를 결정할 수 있다. 회원국은 그러한 의무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고용관계의 당사자
가 아닌 자연인이나 법인에 배정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이 항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2008/104/EC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회원국은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 공공응급서비스, 군대, 경찰 당국, 판사, 검
사, 수사관 등의 법집행업무에 적용할 수 없도록 정할 수 있다.
7. 회원국은 근로가 가정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고용주 기능을 하는 가정 내 자연인에 대
하여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제(a)호에 규정된 의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8. 이 제침 제II장은 선원과 해양 어업인에 적용되나 지침 2009/13/EC와 지침(EU)2017/159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제(2)항제(m)호와 제(o)호,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
조에서 규정한 의무는 선원이나 해양 어업인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의 목적상,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 “근무일정”은 근무 수행이 개시되고 종료되는 시간과 날짜를 결정한 일정을 의미한다.
(b) “기준 시간과 날짜”는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근무가 발생하는 지정된 날의 시간대를 의미
한다.
(c) “근무형태”는 고용주가 결정한 특정 형태에 따른 근무시간과 그 분포의 조직 형태를 의미
한다.
제3조 (정보 제공)
고용주는 각 근로자에게 이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고 저장 및 인쇄가 가능한 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고
전달하여야 하며 전달 또는 영수의 증거를 고용주가 보존하여야 한다.
제II장 고용관계에 관한 정보
제4조 (정보제공의무)
1. 회원국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고용관계의 필수적인 양상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
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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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서 언급한 정보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고용관계 당사자의 신원
(b) 근무지. 고정되거나 주된 근무지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여러 장소에 고용되거나 자유
롭게 자신의 근무지를 결정한다는 원칙, 그리고 등록된 영업장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고용주
의 주소
(c)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i) 고용된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의 명칭,등급, 특성 또는 범주
(ii) 간략한 업무 명세나 설명

(d) 근로관계의 개시일
(e) 기간이 고정된 고용관계의 경우 종료일 또는 예상 기간
(f) 파견근로자의 경우 알려진 시기에 즉시, 사용 기업의 정체성
(g) 수습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의 기간과 조건
(h) 고용주가 제공하는 교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자격요건
(i)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의 양, 또는 그러한 양이 정보 제공 시에 표시될 수없는 경
우에는 그러한 휴가의 책정 및 결정절차
(j)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에 공식적인요건과 통지기간을 포함하여 고용주와 근로자가 지켜
야 할 절차, 또는 정보 제공 시에 통지기간의 길이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통지
기간의 결정 방법
(k)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의 최초 기본급과 그 밖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표시한 보수와 지급
빈도 및 방법
(l) 근무형태가 전체적으로나 대체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표준 근무 날짜와주, 초
과근무와 그에 대한 보수에 관한 계약, 해당되는 경우 교대제 근무 변경에 관한 근무형태가
전체적으로나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다음에 관하여 통보하여
야 한다.
(i) 근무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원칙, 보장된 유급시간수와 그러한 보장된 시간 외에 추가로 수
행된 근무에 대한 보수
(ii) 근로자가 근무하여야 할 기준 시간수와일수
(iii) 과업 개시 전에 근로자에 대한 최소 통지기간과 해당되는 경우 제10조제(3)항에서 언급한 취
소기한

(n)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또는 특별공동단체 또는 기관에 의하여 사업체외부
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
(o)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관련 보호가고용주의 책임인 경우 고용관계에 부가된 사회보험료
를 받는 사회보장기관의 정체성과고용주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관련 보호
3. 제2항제(g)호부터 제(l)호까지 및 제(o)호에서 언급한 정보는 적절한 경우에 같은 호에 적용
되는 법률, 규정 및 행정적 또는 제정법의 조항이나 단체협약에 대한 참조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제5조 (정보의 시기와 수단)
1. 이전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2)항의 제(a)호부터 제(e)호까지, 제(g)호, 제(k)호,
제(l)호 및 제(m)호에서 언급한 정보는 최초 근무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 중에 하나 이상의 문
서 형태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 밖에 제4조제(2)항에서 언급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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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근무일부터 1개월 이내에 문서 형태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회원국은 제1항에서 언급한 문서의 기본양식과 모델을 개발하여 단일 공식 국가 웹사이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수단 등을 통하여 근로자와 고용주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법률, 규정 및 행정적 또는 법적 조항 또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체협약
에 관한 정보가 기존의 온라인 포털을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으로 원격지에서 무료로 일반적으
로 이용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투명하며 종합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
제6조 (고용관계의 변경)
1. 회원국은 제4조제(2)항에서 언급한 고용관계 양상들의 변경과 제7조에서 언급한 다른 회원
국이나 제3국에 파견된 근로자를 위한 추가 정보에 대한 변경이 최대한 일찍, 늦어도 효력 발
생일까지 문서 형식으로 고용주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언급한 문서는 단지 제5조제(1)항에서 언급한, 그리고 관련 있는 경우 제7조에
서 언급한 문서에서 인용된 법률, 규정 및 행정적 규정이나 법률적 조항 또는 단체협약의 변
경을 반영한 변경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다른 회원국이나 제3국으로 파견된 근로자를 위한 추가 정보)
1. 회원국은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회원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이나 제3국에서 근로하도록 고용
주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출발하기 전에 제5조제(1)항에서 언급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그러한 문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
다.
(a) 해외 근무가 수행될 국가(들) 및 예상기간
(b) 보수 지급에 사용될 통화
(c) 적용되는 경우 근무 배정과 관련된 현금또는 현물 형태의 혜택
(d) 근로자의 본국 송환이 제공되는지에 관한 정보. 근로자의 본국 송환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2. 회원국은 지침 96/71/EC에 해당하는 파견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이 통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a) 파견근로자 유치 회원국의 준거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게 될 보수
(b) 적용되는 경우 파견에 따른 특별수당과 여비 및 숙식비 지급 계획
(c)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67/EU제5조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 유치 회원국에 의
하여 개발된 단일 공식 국가 웹사이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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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제(b)호와 제2항제(a)호에서 언급한 정보는 적절한 경우에 그러한 정보에 관한 법률,
규정 및 행정적 또는 법률적 행위나 단체협약의 구체적 조항에 대한 언급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4. 회원국이 달리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제1항과 제2항은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회
원국이 아닌 해외에서 수행하는 각 근무기간의 지속기간이 연속 4주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III장 근로조건에 관한 최소요건
제8조 (수습기간의 최대기간)
1. 회원국은 국내법이나 관행에서 정의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고용관계의 경우 그 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기간이 고정된 고용관계의 경우 회원국은 그러한 수습기간의 길이가 예상되는 계약기간 및
근무의 특성과 비례하도록 보장하여야한다. 같은 기능과 업무에 관한 계약 갱신의 경우 고용
관계는 새로운 수습기간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원국은 고용의 특성상 정당화되거나 근로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더 장기적인 수습기간을 규정할 수 있다.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결근하는 경우회원국은 그
러한 결근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9조 (병행고용)
1. 회원국은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주 자신과 체결한 근로일정 이외에 다른 고용주와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러한 고용관계를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건강과 안전, 영업비밀 보호, 공공서비스의 무결성 또는 이익충돌의 회피와 같은
객관적인 이유로, 고용주에 의한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의 이용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최소한도의 근무 예측 가능성)
1. 회원국은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전체적으로나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두 조
건이 충족된 경우가 아니면 고용주가근로자에게 근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a) 근무가 제4조제(2)항제(m)호(ii)목에서 언급한 미리 결정된 기준시간 및 기준일 내에서 이
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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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용주가 제4조제(2)항의 제(m)호(ii)목에서 언급한 국내법, 단체협약 또는 관행에 따라 정
한 합리적인 통지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근무 배정에 관하여 통지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두 요건 또는 그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근무 배정 거부와 그
로 인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3. 회원국이 고용주가 보상 없이 근무 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회원국은 고용
주가 이전에 근로자와 합의한 근무배정을 지정된 합리적인 기한 후에 취소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법, 단체협약 또는 관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회원국은 국내법, 단체협약 또는 관행에따라 이 조의 적용을 위한 세부 원칙을 정할수 있
다.
제11조 (주문형 계약을 위한 보충적 조치)
회원국이 주문형 또는 유사한 고용계약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 회원국은 그러한 계약의 남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주문형 또는 유사한 고용계약의 사용 및 기간에 대한 제한
(b) 일정 기간 동안에 근무한 평균시간에기초하여 최소 유급시간수를 정한 고용계약의 존재에
대한 반박 가능한 추정
(c) 그 밖에 남용 관행의 효과적인 방지를 보장하는 대등한 조치회원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
회에 그러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형태의 고용으로의 전환)
1. 회원국은 동일한 고용주와 체결한 근무기간이 최소 6개월인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 수습기간을 완료하였다면 보다 더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근로조건이 제공되는 고용
형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고용형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치에 맞는 서면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이 조에 따른 의무를 유발하는 요구의 빈도를 제
한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고용주가 제1항에서 언급한 이치에 맞는 서면 답변을 근로자의 요구를 받은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주로 활동하는 자연인과 미소기업 또는 중
소기업의 경우 회원국은 그러한 기한을 3개월까지 연장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상황
에 관한 답변의 정당한 이유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경우에 동일한 근로자가 이후에 제출하는
유사한 요구에 대해서는 구두 답변을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 (의무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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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유럽연합 법률이나 국내법 또는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직무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고용주의 의무를 정한 경우 그러한 교육은 무료로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근무시간으로 계산
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 시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단체협약)
회원국은 사회적 동반자가 국내법이나 관행에 따라 단체협약을 유지, 교섭, 체결,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단체협약은 전반적인 근로자 보호를 존중하는 동시에 제8조
부터 제13조까지 언급한 계약과 상이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IV장 수평규정
제15조 (법적 추정 및 조기 해결 절차)
1. 회원국은 근로자가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에서 언급한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기한 내
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두 요건 또는 그 중 하나가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a) 근로자에게는 회원국이 정의한 유리한추정의 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고용주에게는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b) 관할 당국이나 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기회와 제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구
제를 받을 기회가 근로자에게 주어져야한다.
2. 회원국은 제1항에서 언급된 추정과 절차가 고용주의 통지 대상이며 고용주가 누락정보를
제때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16조(구제를 받을 권리)
회원국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사람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이 지침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의
경우에 효과적이고 공평한 분쟁 해결에 대한 접근 기회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도록 보
장하여야 한다.
제17조 (불리한 대우나 영향으로부터의 보호)
회원국은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이나 이 지침에서 규정한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 제
기한 소송으로 인한 불리한 영향과고용주에 의한 불리한 대우로부터 근로자와 근로자의 대리
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제18조 (해고로부터의 보호와 입증책임)
1. 회원국은 근로자가 이 지침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그와 동등
한 행위 및 모든 근로자 해고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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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이 지침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거나 해고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조치를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해고 또는 그와 동등한 조치의 적절하
게 입증된 근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그러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원국은 제2항에서 언급한 근로자가 그러한 해고 또는 그와 동등한 조치가 있었다고 추정
할 수 있는 사실을 법원 또는 그 밖의 관할 당국이나 기관에 증명한 경우에 해고가 제1항에
서 언급한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고용주에게 부과되
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3항은 회원국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증거규칙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5. 법원 또는 그 밖에 관할 당국이나 기관이사건의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에 제3항을 적용하도
록 회원국에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6. 제3항은 회원국이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소송절차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처벌)
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라 채택된 국내법 조항 또는 이 지침의 범위에 속하는 권리에 관하여
이미 시행 중인 관련 조항의 침해에 적용될 처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V장 종결규정
제20조 (감축 금지 및 더 유리한 조항)
1. 이 지침은 회원국 내에서 이미 근로자에게 제공된 일반적 보호수준을 감축하기 위한 유효
한 이유를 구성해서는 아니 된다.
2. 이 지침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법률, 규정 또는 행정적 조항의 적용이나 도입, 또는 근
로자에게 더 유리한 단체협약 적용의 장려나 허가를 할 수 있는 회원국의 특권에 영향을 미쳐
서는 아니 된다.
3. 이 지침은 유럽연합의 다른 법령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한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제21조 (수용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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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국은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늦어도 2022년 8월 1일까지 취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즉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2. 회원국은 제1항에서 언급한 조치를 채택할 때 이 지침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거나 그러한
조치의 공식적인 공표 시에 그러한 언급을 함께 하여야 한다. 그러한 언급을 하는방법은 회원
국이 정하여야 한다.
3. 회원국은 이 지침으로 보호되는 분야에서 채택한 국내법의 주요 조치들의 본문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4. 회원국은 사회적 동반자의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이 지침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적 대
화를 활성화 및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법 및 관습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5. 회원국은 사회적 동반자들이 공동으로 요구하고 회원국이 사회적 동반자들이 언제나이 지
침에 따라 추구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
에는 이 지침의 시행을 사회적 동반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과도기 적용)
이 지침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는 늦어도2022년 8월 1일까지는 모든 고용관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는 2022년 8월 1일 현재 이미 고용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5조
제(1)항, 제6조 및 제7조에서 언급한 문서를 제공하거나 보완하여야한다. 근로자가 그러한 요
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권리를 근로자에
게서 배제하는 사유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재검토)
2027년 8월 1일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수준에서 회원국 및 사회적 동반자와
협의하고 미소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후 이 지침의 시행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입법 개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24조(폐지)지
침 91/533/EEC는 2022년 8월 1일부로 폐지한다. 폐지된 지침에 대한 언급은 이 지침에 대
한 언급으로 해석한다.
제25조 (시행)
이 지침은 유럽연합 관보에 공포 후 20일이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조 (수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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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회원국에 전달된다.
유럽의회 대표 의장 A. TAJANI
유럽이사회 대표 의장 G. CIA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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