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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버(Uber) 운전기사와 긱 (Gig) 경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긱(Gig) 근로자의 전체적인 사회적 지위에 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공유경제의 일부분인 “우버(Uber)는 자사의 운전기사를 직원이 아닌 계약자로 봐

야하는 가에 대한 합의안을 통해 심각한 법적 위기를 모면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우버

와 비슷한 가사(家事)나 심부름 등 사사로운 업무를 하는 주문형 서비스 (on-demand 

service)에 반대하는 법적 소송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판례는 그 

동안 일시적 근로자 (Gig workers)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규제가 기술 투자자들과 사업

가들로 하여금 주문형 서비스에 대해 더 조심스러워지는 계기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

다. 

 

긱 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ITIF)는 이

에 대한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긱 플랫폼 (Gig platform)에게 노동법 중 특별면제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 면제법은 의회

에게는 새로운 노동법을 실험해 보는 기회이며 긱 경제의 일시적인 성질이 기업들로 하

여금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진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면제권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인가? 한 가지 선택은 여느 노동법처럼 노동자

와 고용인의 관계로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긱 근로자들이 정직원으로 여겨지지 않

는 다는 것을 명백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1) 노동자는 근무시간을 결정할 완전한 자유가 있다. 

2) 노동자는 개인의 업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가격책정, 지급방식 등 노동자와 소비자 가치 생성을 위한 일들에 관해서는 기업이 스스

로 조율할 수 있게 하면 광범위한 노사관계에 연계된 법적인 규제나 제재 없이도 노동자

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긱 경제와 이의 노사관계에게 이런 면제법을 시행함으로써 실험해 보는 것은 “전

체적인 온라인 긱 경제가 어쩌면 주로 우버만 일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이다. 이 실험이 

성공적이라면 비정규직과 독립적인 노동력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성공적이지 

않다면 피해를 최소화 한 채 끝을 내면 되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고용인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나오는 기여로 이익을 본다. 민주주의 

경제학자 로렌스 서머스가 집필한 논문에서는: “법에 규정된 혜택은 정말 그것이 필요한 

이익 집단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서술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국회가 

정한 사회보장세를 근로자와 고용인이 나누어 부담하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가 대부분을 감수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으로선, 정책 입안자들은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자라나고 있는 신(新)경제가 미

국인들에게 충분한 임금 제공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긱(Gig) 경제: 필요에 따라 기업들이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대가

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이수연 

출처: http://goo.gl/jKJYt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