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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플랫폼 경제와 일하는 형태의 변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필라델피아 선언(1919)



혁신이란 이름의 반동이
지구적 차원에서 주류가 되었고,
노동은 그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분 단위로 거래되는
진정한 ‘상품’이 되었다.



I. 들어가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체계의 재편(Reshaping)이

예상됨.

 ‘사회적 거리두기’를 촉매로 화상회의,온라인교육,온라인 종교활동기타비대면(Zero contact)

생활양식이급속히확산되었음.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 ICT 기술의 발달이라는 물적 토대와 ‘불편한 소통보다는 편리한 단절’

의 선호라는심리적토대위에구축되었음.

 비대면생활양식의확산은포스트코로나시대를규정짓는생활양식으로안착할가능성이큼.



I. 들어가며

 고용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이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의확산임.

 ‘플랫폼노동자’로 불리는새로운형태의비공식노동문제가등장함.

 코로나19로인한불안은업무및고용의분절화경향에대한저항조차허락하지않고있음.

 코로나19로 야기된 위기는 산업구조조정의 본격화와 추가적인 고용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됨.



I. 들어가며

 ‘플랫폼경제’가 기존노동법체계에던지는가장큰질문은플랫폼종사자를 ‘근로자’로 포섭할수

있는가의문제일것임.

 아직까지 전통적인 노동법을 플랫폼 경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못하고있음.

 우리가 응답해야 할 질문은 ‘현행 법체계에 결함이 있는가’, ‘결함이 있다면, 이러한 결함을 어떻

게해결해야하는가’이어야함.



I. 들어가며

 종래의 노동현실은 노동법의 규율에 따라 원생적 상태에서 다소 벗어났다면, 온라인 플랫폼에 맺

히는노동의모습은규범의공백으로여전히원생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플랫폼 노동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생적 상태의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규범화된 상태로

복원해야하는가의지점에서출발해야할것임.



사업주

수급인, 독립자영인

근로자

고용

도급, 위임기타
중심작업소



사업주

수급인, 독립자영인

근로자

고용

도급, 위임기타

반장(親方)
crew leader



사업주

수급인, 독립자영인

근로자

고용

도급, 위임기타

근로자



관리직

수급인, 독립자영인

근로자

고용

도급, 위임기타

사업주

근로자



수급인, 독립자영인

근로자

고용

출자(出資)관계

지주회사(모회사)

사업주

사업회사(자회사)



사업주

수급인, 텔레워커

근로자

고용

도급, 위임기타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아웃소싱

파견업체

개인하청 텔레워커

용역업체



배달 노동자
A

배달대행업체

주문중개앱

배달대행앱고객

음식점

배달 노동자 B

8 수수료 지급

4 배달 호출

7 배달료 지급

6 배달 서비스 제
공

5 호출 전달

1 주문 및 결제 2 주문 전달 3 배달 요청

6 배달 서비스 제
공

7 배달료 지급

8 수수료 지급

8 수수료 지급 8 수수료 지급

<박은정(2019)에서 전재함>



II. 플랫폼의 형태와 노동자 보호의 방법론



II-1. 플랫폼 사업의 유형

 온라인 플랫폼은 종종 시장과 위계(hierarchy) 사이에 있는 혼성조직 (hybrid organization)으

로설명됨.

 실제로온라인플랫폼에는시장,네트워크(network),위계의성격이혼재되어있음.

 온라인 플랫폼은 ① 작업자를 누가 선택하는지, ② 작업의 장소가 어디인지, ③ 보수 등의 결정을

누가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시장 –네트워크 – 계층」의 스펙트럼 중 어느 한 곳에 위

치함.



유형 내용 예시

On-location platform-
determined routine work 
(①유형)

플랫폼이 일감을 할당하고, 
작업자는 현장에서 일을
수행함.

Uber와 같은 승차 서비스
(한국: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배달통, 짐싸, 짐카 등)

On-location client-
determined moderately 
skilled work (②유형)

고객이 노무자를 선택하고, 
작업자는 현장에서 일을
수행함.

Oferia와 같은 가정용 작업
서비스 플랫폼 (한국: 미소, 
대리주부, 청소연구소, 놀담, 
째깍악어, 자란다 등)

On-location worker-
initiated moderately skilled 
work (③유형)

작업자가 일을 선택하고, 
현장에서 수행함.

ListMinut와 같은 가정용 작업
서비스 플랫폼 (한국: 
카카오드라이버, 숨고, 프립 등)

Online moderately skilled 
click-work (④유형)

플랫폼이 일감을 할당하고, 
작업자는 온라인으로 일을
수행함.

Crowdflower와 같은 전문
서비스 플랫폼

Online contestant specialist 
work (⑤유형)

작업자는 경쟁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일을 수행하고, 
고객이 우수자를 판정함.

99designs와 같은 전문
서비스 플랫폼 (한국: 크몽, 
프랜, 위드몬, 플리토, 프람피, 
텔런트뱅크, 클래스101, 
모두의 클래스 등)



II-1. 플랫폼 사업의 유형

 위 표의 다섯 가지 유형 중 플랫폼이 일감을 할당하는 ①과 ④의 유형은 디지털 알고리즘을 통해

일감의분배를제어(制御)하고,작업자에게업무의수행방법을지시하는경향이강함.

 이들유형은그속성이계층적유형의조직,즉기업(firm)과유사함.

 나머지 세 유형(②, ③, ⑤)은 온라인 플랫폼이 업무의 수행에 대한 통제력이 제한적이고, 고객

(client)과 작업자를 매칭(matching)시키는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시장(market)과 유사한

성격을강함.



II-1. 플랫폼 사업의 유형

 스펙트럼 중 위계(hierarchy)의 영역에 위치한 온라인 플랫폼, 즉 ‘플랫폼 매칭 기업이 작업자를

선택하고, 작업자에게일감을 할당하고, 업무의 방식을 통제하는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은 전통적

인노동법의사정거리안에위치함.

 스펙트럼 중 시장(market)의 영역에 위치한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노동법보다는 거래의 공

정성을목적으로하는경제법의영역에서해법을찾는것이합리적일수있음.



II-2. 경제법에 의한 보호의 의의와 한계

 국가가 후견적으로 거래에 개입하는 방식(경제법에서의 공정거래법, 노동법에서의 근로기준법

등)의국면에서는경제법과노동법은힘의작용방식에서유사성이있음.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제

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상대로 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과 특수형태근

로종사자에대한노동법적보호가모순되거나상충하는것은아님.



II-2. 경제법에 의한 보호의 의의와 한계

 플랫폼 경제에서는 개인하청화된 노동자 간의 과잉경쟁이 노동강도의 강화와 거래조건의 열화(劣化)

를초래하는근본적인원인이며,따라서단결이야말로이들의삶의질의개선을위한기본적전제임.

 그런데, 경제법(독점규제법)은 결사의 자유의 관점에서는 노동법과는 전혀 방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모순됨.

 경제법적 접근방식으로 일관할 경우 이들의 단결과 집단적인 대항은 역으로 경제법상 자유롭고 공정

한경쟁을저해하는 ‘부당한공동행위’에 해당하여이들의노동3권을부정하는결과를야기할수있음.



II-2. 경제법에 의한 보호의 의의와 한계

 플랫폼 경제에서는 개인하청화된 노동자 간의 과잉경쟁이 노동강도의 강화와 거래조건의 열화(劣化)

를초래하는근본적인원인이며,따라서단결이야말로이들의삶의질의개선을위한기본적전제임.

 그런데, 경제법(독점규제법)은 결사의 자유의 관점에서는 노동법과는 전혀 방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모순됨.

 경제법적 접근방식으로 일관할 경우 이들의 단결과 집단적인 대항은 역으로 경제법상 자유롭고 공정

한경쟁을저해하는 ‘부당한공동행위’에 해당하여이들의노동3권을부정하는결과를야기할수있음.



II-3. 노동법을 통한 보호의 필요성

 전통적인 사고는 근로자가 엄격한 의미에서 종속적인 상황에 있을 때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을

상정하고있음.

 플랫폼 노동자처럼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전통적 근로자와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의 경계에 있는 듯한 외견을 갖는 노무제공형태의 확산은 기존의 법적 틀 내에서는 해결하기 어려

운문제를야기함.

 전통적인근로자와타인을위해노무를제공하면서도 근로자로인정받지못하여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못하는노무제공자사이의보호의격차를줄이기위한제도개선이필요함.



II-3. 노동법을 통한 보호의 필요성

 이러한 제도개선에 앞서 ‘고용상 지위의 조작’으로 근로자를 비근로자로 오분류한 기업이 획득할

‘부당한이익’을 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선행되어야할것임.

 근로자성을 은폐함으로서 노동법의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규제차익을 추구하려는 플랫폼 기

업에대한엄격한법집행이필요함.

 근로자의오분류(誤分類)를유효하게시정하기위한정부의적극적개입이시급함.



II-4. 플랫폼 경제에서의 노동법 회피 경향

 플랫폼경제에서는근로자성은폐를통한노동법회피시도가보다노골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온라인 플랫폼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로 자신의 모습을 엄폐하고, 노동자와 고객(client)이 직

접으로접촉하도록함.

 이러한 거리 두기를 통하여 표준화된 지휘명령은 노동자의 자발적 동의로 치환되고, 임노동은 독

립노동으로,임노동자는자영인으로변신함.



III. 플랫폼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방법론



1. 원생과 규범



원생과 규범

 온라인 플랫폼에 맺히는 노동의 모습은 기존의 노동법을 우회하려는 자본의 탐욕과 혁신으로 포장된

비용 전가로 인하여 실로 원생적 상태임.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는 원생적 상태의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규범화

된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함



2. 플랫폼 노동의 취약성과 위험성



경계의 모호화

 플랫폼 경제에서는 종속적 노동자와 독립계약자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모호함이 플랫폼노동자에게는 법적 보호를 상실할 위험으로 기능하는 반면, 플랫폼 기

업에게는 이러한 모호함이 노동법을 회피할 기회로 기능한다는 점임.



종속성 희석 기제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통제력을 직접 행사하기 보다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을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고,

 플랫폼이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일을 수행하도록 하고,

 일의 수행결과는 고객이 평가하도록 함.



비용의 사회화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함을 통하여

 그들이 당연히 누렸어야 할 노동법적 보호를 박탈당한 노동자에게,

 오분류를 통해 비용을 떨어낸 기업과 시장에서 경쟁해야만 하는 법률을 온전히 준수하는 다른 기업에

게,

 사회보험료나 조세로 조달한 재원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국가에게 비용을 전가함.



3. 플랫폼 노동의 노동법적 규율방안



(1) 정책의 최우선 순위 – 오분류의 교정



규범회피행위의 교정

 플랫폼 노동자를 너무 당연하게 자영업자로 취급하는 인식은 착시에 불과함.

 오분류를 교정해야 할 사안(유사택시, 배달)을 중심에 두고 새로운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는 오분

류를 교정하는 기제가 아니라 오분류를 면책하는 매커니즘이 될 것임.



오분류 교정의 방법론

오분류의 교정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근로자성 판단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방안(실체법적 접근)과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입증의 부담을 플랫폼 기업에게로 전환하는 방안(절차법적 접근)을 고려할 수

있음.



(2) 선 긋기의 수정



종속성 개념의 특성

 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어느 정도의 종속성 아래서 노무를 제공함.

 종속성의 정도라는 넓은 스펙트럼의 한 지점에 선을 긋고 그 선 위에 부분은 근로자, 아래는 비근로자

라고 결정하는 것이 근로자성의 판단구조임.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가변성

 인적 종속은 하늘이 내려준 천리가 아님.

 노동법의 적용대상은 불변의 원칙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나아가 수정되

어야만 하는 기준임.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수정 필요성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과학기술은 사용자들이 노동자의 노동과정을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그 노동

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노동과정을 직접 통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를 얻을 수 있게 하였음.

 이를 통하여 전통적인 인적 종속의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음.



판례변경의 필요성

 과거의 기준으로 이들을 노동법의 보호범위에서 배제한다면 표준적 고용관계를 획득하지 못한 다수

의 노동자는 다시 규범적 보호가 벗겨진 원생의 상태로 추락하게 될 것임.

 근로자성 판단기준 자체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결국 판례의 변경을 통해 가능

할 것임. 법원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함.



(3) 근로자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전환



규범적 기본값의 변경

 오분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으로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

가 있음.

 이는 일하는 사람의 규범적 기본값을 ‘근로자’라고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고 싶은 당사자에

게 반증의 입증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방식임.



ILO 고용관계 권고(제198호) _13항

 (a) 상대방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업무 수행, 노동자가 기업조직의 일부로 통합, 전적으로 또는 주로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 해당 노동자에 의해 직접 업무 수행, 업무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결

정하거나 합의한 특정 노동시간이나 작업장에서 업무 수행, 업무가 특정 지속기간과 연속성을 가짐,

해당노동자의 가용성(availability)이 요구됨, 업무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도구·자재·기계 제공



ILO 고용관계 권고(제198호) _13항

 (b) 노동자에 대한 정기적 보수 지급, 이러한 보수가 해당 노동자의 유일한 소득원이거나 주요 소득

원이라는 사실, 음식·숙소·교통 등 현물 지급, 주휴일과 연차휴가 수급자격, 업무를 요구하는 당사자

가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경비 지급, 해당 노동자에 대한 재정적 리스크 부재



ILO 고용관계 권고(제198호) _11항

 (a) 고용관계의 존재를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허용

 (b) 하나 이상의 지표가 존재할 경우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법률상 추정 제공

 (c)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일반 업종이든 특수 업종이든 일정한 특성을 가진

노동자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결정



미국의 ABC 테스트

기업이 노무제공자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라고 주장하려면

 (A) 노동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이나 실제로 기업의 통제와 지시(control and direction)

를 받지 않고,

 (B) 노동자는 기업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usual course of business) 외의 업무를 수행하며,

 (C) 노동자는 관례적으로 기업과 독립적으로 설립된 직종,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한다는 세 가지 요

건(ABC)을 모두 증명해야 함.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의 ‘플랫폼 경제에서의 공정한 노동’

 플랫폼활동자들은 실제 상황에 따라 어떤 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 연

방노동사회부는 플랫폼활동자의 노동법적 지위 확인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플랫폼노

동자를 위한 입증책임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플랫폼활동자가 근로관계 존재에 대한 정황증거(간접증거)를 제시하면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입증책임은 플랫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



입증책임 전환의 의미

 입증책임의 분배 문제는 어찌 보면 무엇을 원칙으로 보고, 무엇을 예외로 볼 것인가의 문제임.

 일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근로자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규범적 기본값이 근로

자가 아니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임.

 반면 ABC 테스트의 의미는 이러한 가정을 전복하여 일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에 반대하는 당사자가 그 추정을 복멸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라는 방식임.



종래의 가정의 문제점

 산업혁명에 의해 공업 분야의 노동 방식이 크게 바뀌어 종래의 독립성이 높은 장인 노동에서 공장 전

체의 작업 중 일부를 할당받아 수행하는 것이 되었음(분업화).

 이로써 노동자는 작업내용을 사용자로부터 지시받아 그대로 수행하는 약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음(노동법 탄생의 근본 서사).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생산활동이 근대적 생산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일

하는 사람의 규범적 기본값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18세기적 가정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도그마.



현행법 해석으로서의 입증책임 전환 가능성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론으로도 사용종속관계를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하는 주요사

실이 아니라 피고가 그 부존재를 주장·입증해야 하는 항변사실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

 노동자가 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② 임금을 목적으로, ③ 사업이나 사업장에, ④ 근로를 제공하

였다 객관적 사실만 입증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되고, 기업에서 사용종속관계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이러한 추정이 복멸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함.



(4) 포괄적 노동법제의 도입



분절에서 포괄로

 종래 노동법이 다양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분절하고 일부를 배제해 왔다면, 앞으로의 노동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고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일반법으로서의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의 입법이 요

구됨.



플랫폼 특별법의 위험성

 플랫폼 노동자만을 별도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은 보호의 강화라는 취지와 반대

로 보호의 약화와 파편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플랫폼 노동자는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이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입법하는

것은 플랫폼 노동자가 누려야 할 노동법상 보호로부터 이들을 배제할 위험이 있기 때문임.

 범주적 접근방식보다는 포괄적 접근방식이 보다 적합함.



IV. 법에서의 예술, 예술인과 노동



대한민국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

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중략)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일: 2023. 3. 28.] 제2조



대중문화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ㆍ영화ㆍ비디오물ㆍ공연물ㆍ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

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을 알선ㆍ기획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

4.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을 포함한다.

5.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8. 10. 16.>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개

정 2018. 10. 16.>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 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①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1.Standard employee

2. Public officials

3. Liberal 

professionals

4. Individual 

entrepreneurial 

workers

5. Marginal or casual workers

6. Trainees

7. Volunteers

Contract of 

employment zone

Personal contract for 

service zone

Informal 

labor 

relations

Commercial 

service 

contract



1.표준적 고용

2. 공무원

3. 자유업

4. 개인 기업가

5. 비전형·임시직

7. 자원봉사자

인적 고용 계약 인적 도급 계약

비공식
노동 관계

상업적 도급
계약

6. 인턴 · 수습



4th circle

3rd circle

2nd circle

1st circle

‘universal’ social rights that is rights guaranteed to everyone 

irrespective of any kind of work

(family benefits; health care insurance; vocational training)

rights based on unpaid work (care for other people, training on 

one’s own initiative, voluntary work, etc.)

(retirement benefits linked to child rearing, accident coverage 

for certain kinds of volunteer work,)

common law of occupational activity

(health and safety, for instance)

paid employment, which contains provisions directly connected 

with subordination only

(a scale of rights related to the degree of the subordination)



4th circle

3rd circle

2nd circle

1st circle

‘일의 종류를 묻지 않는 보편적인 사회적 권리’
기초적인 의료급여, 연금, 직업교육 등이 포함됨

유급·무급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worker)에 공통되는 과제
육아를 위한 퇴직급여, 일정 유형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해보
상 등을 포함

(임노동인지 자영인지를 묻지 않는) ‘직업적 노동’의 일반법
안전보건 등이 포함됨

종속성과 직접 관련된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유급 ‘고용’에 고유
한 영역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4th circle

3rd circle

2nd circle

1st circle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의존적 계약자 포함)

취업자 + α
(1인 자영인, 무급종사자 포함)

Supiot의 사회법의 동심원

일하는 사람법의 포섭 대상



1.표준적 고용

2. 공무원
3. 자유업

4. 개인
기업가

5. 비전형·임시직

7. 자원봉사자

인적 고용 계약 인적 도급 계약

비공식
노동 관계

상업적
도급계약

6. 인턴 · 수습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의존적 계약자 포함)

취업자 + α
(1인 자영인, 무급종사자

포함)



←

(확대)
근로기준법

→ 

(확대)

(확대) ←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 (확대)

모든 일하는 사람/시민 기본법

1953년 근로기준법, 일하는 시민법으로 주요 정책 의제화 및 전략 방향

• 노동: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무급가족/1인자영까지확대

• 고용 : 일자리창출격차해소, 로컬일자리 (고령화, 정년, 

연금이슈) ‘세대 간 협약’ generation pacts

• 청년 : 청년보장제변화추진 (일+소득+복지+주거등)

• 여성 : 고용과임금차별사회적고용과차별확대

• 복지 : 상병수당/유급병가/시민보험 (두터운사회적보호)

• 기후: 정의로운 전환 (녹색 생산방식+산업노동지원)

• 교육: 시민활동계좌제 (평생학습+적성+기회)

• 노동: 최소생활노동시간보장, 주4일제, 휴일확대

• 안전: 중대재해 + 감정노동/괴롭힘/디지털 트라우마



F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