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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서의 고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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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발달로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은 계속해서 빠른 변
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과 고용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변화 중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 노동(Online

Platform Labor)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을 통해 일감을 찾아 다양한

형태로 고용된다. 지금까지의 노동 고용의 형태가 정기적 채용의 '인풋(Input)'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자
율성을 기반으로 한 '아웃풋(Output)' 우선의 유연한 방식으로 변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노동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고용노동부가 실태 조사한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노동종사자 규모는 약 179만 명에 달하고 전체 취
업자의 7.4%에 해당된다. 이렇듯 온라인 플랫폼 노동이 노동 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구직하려는 사람들이 매우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온라인 노동 시장이 근로자들에게
여분의 수입을 주기도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노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연성, 자율성 및 여러
직업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기회성도 이러한 구직의 증가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 중 특별히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플랫폼 고용에 대한 탐
색적 연구를 통해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고용 참여자의 다양한 동기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크라우드소
싱 플랫폼에 적합한 고용 형태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근로자들이
특별히 이 직업군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고찰을 통해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분야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인 Amazon Mechanical Turk(이하 MTurk)
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실증분석도 실행하였지만, 크라우드소싱 노동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경제 선택 이유 및 동기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들은 비록 비정
규직이지만 본인의 일을 확실한 일 혹은 업무로 받아들이고 있고 돈을 버는 것이 그들이 온라인 플랫
폼 노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나타났다. 좋음(good)이라는 단어도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으로 생
각된다.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는 자기결정이론과 온라인 플랫폼 경제 참여 동기를 연결시켜서 구제
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의의가 있다.

： 온라인 플랫폼 노동

주제어

,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텍스트 분석, 고용 동기, 구직 행동.

* 제1저자,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객원연구원; E-mail: jaehwan@snu.ac.kr.
** 교신저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mail: jihae@seoultech.ac.kr; Tel: 02-970-6442; Fax: 02-973-1349.

82

∙ 취업진로연구 제12권 제3호

Ⅰ
1.1.

.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발달로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은 계속해서 빠
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Park et al. 2019).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취업기회, 새로운 고용형태와
같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변화 중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 노동(Online Platform Laobr) 이다
(김희성ㆍ신동윤, 2017).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서는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주로 단
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의 고용이 일어난다. 지금까지의 노동 고용의 형태가 정기적 채용의 '인풋
(Input)'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아웃풋(Output)' 우선의 유연한 방식으로
변환하고 있다(파이낸스뉴스, 2022).
이 온라인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예는 기업과 프리랜서 전문가들이 소통하고 원격으로 협
력하는 글로벌 프리랜서 플랫폼 Upwork, 일거리가 필요한 사람과 인력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
는 서비스인 TaskRabbit, 승차 공유 서비스 Uber 등이라 할 수 있다(김희성, 2021). 이러한 온라
인 플랫폼 노동은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
한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노동종사자 규모는 약 179만 명에 달하고 전체 취업자의 7.4%에 해
당된다.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플랫폼 근로자의 절반 이상(53.9%)이 그 일을 전업으로 삼는 것
으로 확인했다(김승래, 2021).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
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약 284조원이었던 플랫폼 경제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398조원
으로 성장했고, 2023년에는 약 5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도 어마어마한데 세계적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Mckinsey)는 2025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전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2조7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파이낸스뉴스, 2022).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노동은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필요한 때에 근로자, 기업, 소비

며

박

봉

자가 연결될 수 있으 , 보다 유연한 노동환경 창출이 가능하다( 수경ㆍ이 규, 2018). 뿐만 아

터넷을

니라, 인

z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Spreit er et al., 2017).

낮출

수 있고, 세금

혜택도

가능하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크라우드 워크(online-based
crowd work) 즉, 웹 베이스(web-based)인 Upwork이나 아마존 Mechanical Turk이며 다른 하나
는 긱 워크(gig work) 즉, 지역 혹은 위치 기반 (location-based)인 Uber, Airbnb, and Helping이
다(Kuhn and Galloway, 2019).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에 고용된 고용자들의 수입이 과거
전통적인 수입을 대체하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온라인 플랫폼 일이 대부분 단기 임시직이고
급여가 적기 때문이다(Kenney and Zysman, 2019). 플랫폼 노동 시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아마존 MTurk의 예를 들어봐도 상근직은 전체 근로자의 48%만 해당되고 일반적으로 여러 일
온라인 플랫폼 노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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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밤에만 일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이들은 일반적
인 직장인들보다 수입이 적은 편이다(Kim and Smith, 2001).
온라인 노동 시장의 성장이 많은 근로자가 여분의 수입을 위해 참여해서 성장하기도 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연성, 여러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등도 성장
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Tovmasyan and Minasyan, 2020). 그러나 과거의 온라인 플랫폼 경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근로자들의 참여 동기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했다. 즉, 외적 동기라
고 할 수 있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참여하는 근로자들 조사하거나 내
적 동기 즉, 자기 성장을 위해서 온라인 노동 시장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연구한 것이 연구가 대
부분이다(Ghezzi et al., 2018; Kaufmann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 중 특별히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플랫폼 고용에 대
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고용 참여자의 다양한 동기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 적합한 고용 형태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위에서도 언급한 크라우드소싱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Amazon Mechanical Turk(이하 MTurk)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향후 온라인 플랫폼 노동 시장으로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장인 서론은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 2장
은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경제 관한 이론 및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
과를 제시한다. 제 3장에서는 연구방법론을 설정하고, 제 4장은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된 결과의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 5장에서는 결론으로 연구의 요약,
연구의 한계점 및 시사점과 향후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자리를 가지고 있는

II.

배경 연구

번 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는 주된 동기, 이론, 과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이

자 한다.
2.1

이론적 배경

2.1.1

자기결정이론과 온라인 플랫폼 경제 참여 동기

d

안

론
간 행
동과 동기에 관한 연구의 일반적인 연구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즉, 자기결정이론은 인간의 행
Deci an Ryan(1985)가 제 한 자기결정이 (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은 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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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 동기가 자기결정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동
기이론(motivation theory)이다 (김소정ㆍ김형준, 2017). 자기결정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동기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되고 이 동기를 인간이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연결 시
켜보면, 내재적 동기는 일이 주는 즐거움이나 흥미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하는 행동을 하는 것
으로 이런 경우, 창의성, 자신감 및 자존감 그리고 개인의 안녕감이 향상된다. (Deci and Ryan,
1991; Deci and Ryan 1995; 이예진ㆍ이기학, 2010) 반면에 후자는 보상(월급)이나 처벌과 같은
외적인 요인 때문에 인간이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일반적으로 외재적 동기와 내
재적 동기는 상충하는 관계 즉, 외재적 동기가 내재적 동기를 저하시킨다고 생각하다 (Williams
et al., 1996; 이예진ㆍ이기학, 2010).
결과적으로 과거 이론과 연구들은 인간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의 내재적 동기 및 외
재적 동기가 중요한데 이것은 서로 상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자기결정이론이 온라
인 플랫폼 경제의 근로자들 특별히, 클라우드 워크 근로자들에게도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다. 왜냐하면, 일이 주는 즐거움과 흥미를 통해서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보상도 받게
된다면 둘은 상충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경제 근로자들에게
는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을 유발하고 그

2.1.2

d

목표 설정 이론과 온라인 플랫폼 경제 참여 동기

안 목표 설정 이론 또한 하나의 동기 이론으로서, 인간 행위는 본
능, 조건 형성, 욕구 등이 아닌 의식적인 목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Locke and Latham 2012). 로크는 목표가 인간 행동을 직접 조절하는 기능을 하며, 설정 된 목
표는 인간의 관심 혹은 행동의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은 노력
을 지속하게 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 보았다.
로크는 애매한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 되었을 때 인간은 더 높은 수행을 한다고 했
다. 또한 설정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요소는 목표 몰입 (goal
commitment), 내적 동기부여(intrinsic motivation)이라고 하였다. 목표 몰입이란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
이다. 또한 내적 동기부여란 과업을 수행하면서 얻는 성취감, 도전감 등 내적 보상에 의해 이루
어지는 동기부여를 말한다. 이러한 내적 보상은 주로 감정적인 요소를 기초로 하는데, 첫째로 자
신이 가치 있는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 둘째로 목표 달성 수단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 셋째로
자신이 선택한 일을 잘 해내고 있다는 성취감, 마지막으로 과업 목표의 달성에서 비롯되는 성취
감을 포함한다.
현대에 들어와서 근로자가 어떠한 직업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할 때, 개인의 과업 수행 능력이
나 그 조직의 목표 및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조직의 목표와 본인의 목표가
E win Locke (1960)가 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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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시너지를 내면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Edwin Locke, 1960). 따라
서 본 연구는 목표 설정 이론이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고 이
를 확인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온라인 플랫폼 경제는 그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조직의 목표를 확인하지 않고 개개인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기 때문
에 근로자들이 조직의 목표와 본인의 목표의 일치 여부에 큰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치해

2.2

선행연구

2.2.1

국내 온라인 플랫폼 노동 연구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자기결정이론 및 목표 설정 이론 같은 동기이론들을 사용하여 인간의
직업 선택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 노동 그 자체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노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즉, 실제 노동이 일
어나는 공간이 온라인상의 클라우드(cloud)인지 혹은 장소(location)인지에 따라 크게 온라인기반
클라우드 노동(online-based crowd work)과 위치 혹은 지역기반 긱 노동(location-based gig
work)으로 구분된다(Schmidt, 2017). 지역기반 긱 노동은 ‘디지털 특수고용노동’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 자체만을 살펴보면 기존의 서비스 직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성철ㆍ류연미, 2022). 반면에 온라인기반 클라우드 노동의 경우 지역과 시간 및
공간의 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에서 진행된다는 노동의 특징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의 노동자가 어떠한 직무에 따라 유연하게 본인의 시간을 조절 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의 조직
방식에서도 매우 특이 하다고 볼 수 있다 (Kuhn and Galloway, 2019; 노성철ㆍ류연미, 2022).
국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지역기반 긱 노동 플랫폼에 중점을 두면서 그것의 제도적인 부분
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해 왔다 (노성철ㆍ류연미, 2022).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노동법 또는 노
동사회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이 제공하는 제도적 안전망
외부에서 높은 수준의 불안정성에 마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주목하고 있다 (황덕순,
2016; 장귀연, 2020; 김철식 외, 2019; 이호근, 2020; 노성철ㆍ류연미, 2022). 따라서 이러한
불안정 노동의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사회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
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이승윤 외, 2020).
이와는 달리 온라인 플랫폼 노동시장이 매우 활성화 된 국외 미국, 영국의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국내의 제도적인 연구와 달리, 온라인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동기에 관한 연구
가 많다. Kaufmann은 노동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하는 동기를 크게 다섯로 요약했다. 구
체적으로 즐거움을 기반으로 한 동기, 공동체에 속한 느낌을 주는 동기, 즉시 입금 되는 월급에
대한 동기, 미뤄지는 월급에 대한 동기, 사회적 동기(enjoyment-based motivation,
community-based motivation, immediate payoff, delayed payoff, and social motivation)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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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노동자들은 돈과 즐
거움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참여한다고 했다(Kaufmann et al., 2011; Oppenlaender et al.,
한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M-turk에
2020).

& Hwang, (2016)은 차량 공유업의 선두주자인 북미의 우버(Uber)와 리프트(Lyft)
의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온라인 교통 플랫폼에 참여하는 동기에 대해서 조사를
수행했다. 그들이 참여하는 주된 원인은 자율성(autonomy) 인데 다른 말로하자면, 그들의 스케
줄에 따라서 특정 플랫폼의 참여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Rosenblat and Hwang, 2016).
Madsen (2011) 또한 통신 업무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참여하
는 동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함으로서 근로자의 자율성
의 증대가 생기고 이에 따른 직업에 관해 만족감이 증대되며 더 많은 직업에 관한 자율성 및 유
연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조직의 규율에서 회피가 가능하고 가족과 회사 시간의 균형
을 보다 잘 맞출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을 절감 할 수 있다고 하였다 (Madsen, 2011).
Cerasoli 등(2014)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인간의 내재적 동기가 수행의 질을 예측할 수 있고
외재적 동기는 수행의 양을 예측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노동자가 그 직무에 대한 흥미 및 즐거
움 등이 그 업무의 질을 향상 혹은 저하 시킬 수 있고, 노동자가 일을 통하여 받은 돈이 노동자
의 업무의 양을 증가 혹은 감소 시킬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Cerasoli et al., 2014). 만약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동기가 합쳐져서 시너지를 낸다면 최고의 업무 효과성을 낼 수 있다는 것
Rosenblat

이다.

목 받고 있는 연구들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개인의 행위자
성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Ashford et al., 2018; Petriglieri et al., 2018). 예를
들어 Ashford 등(2018)은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참여자들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운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인지적-감정적 능력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행동
양식을 제시했다 (Ashford et al., 2018). 즉, 능력과 행동양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플
랫폼 노동자 집단 내부의 이질성도 가져 올 수 있다고 하였다 (Ashford et al., 2018).
이러한 동기와는 달리 최근 주 을

III.

3.1

연구 방법

연구 절차

목적은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하게 된
동기 혹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참여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설문은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물어보는 항
복을 제외하고 크게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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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동안, 하루에 평균적으로 Amazon Mechanical Turk 소비한 시간은 얼마나 되
는지요? (In the last 3 months, on average, how much time have you spent on Amazon
Mechanical Turk a day?)
2. Amazon Mechanical Turk의 어떠한 면에 끌려서 참여하게 되었나요? (복수선택가능)
(What aspects of Amazon Mechanical Turk work appeals to you? Select all that are
relevant to you.)
3. Amazon Mechanical Turk에 처음 근무하게 되면서 떠오른 세 개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What three words come to your mind when you get ready to start working on Amazon
Mechanical Turk?)
설문 1번 문항은 응답자들이 MTurk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이
다. 1번 문항의 응답을 토대로 응답자들을 집단으로 분류하고 다음 문항들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2번 문항은 응답자들이 MTurk를 이용하는 동기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총 11개의 선택지가
주어졌으며, 최소 1개부터 최대 1개까지 개수에 제한 없이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 MTurk의 활
용 정도에 따라 응답한 동기의 종류가 다른지 탐색적으로 비교하고, 응답한 개수가 다른지를 비
교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수행하였다. 문항 3은 응답자들이 MTurk에 참여할 때 느끼는 점
을 세 단어로 자유롭게 서술하는 문항으로 이를 토대로 MTurk에 대한 참여자들의 생각을 탐색
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은 Python 환경에서 이루어졌으며 데이터 처리를 위해 pandas, 시각화
를 위해 seaborn, 텍스트 분석을 위해 nltk와 textblob, wordcloud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
였다.
1. 지난 3개

3.2

연구 대상

미 플랫폼 중 크라우드소싱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MTurk의 참여자들 76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이 MTurk에 참여하는 동기 및 이유를
중점적으로 알기 위해 주관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주관식 설문의 특성상 무성의한 응답을 제거
한 후 589명의 응답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은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고 참가자
들에게는 1달러를 지불하였다. 표 1은 설문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보여준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이들의 학력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온라인 플랫폼 경제
참여자들의 학력이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설문 참가자들 중 23% 이상이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는 등 학력이 매우 높았다.
온라인 이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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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문

성별

나이

최종 학력

설문 참가자 인구통계학적 정보

응답
여성
남성
18세 미만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대학과 비슷한 학력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사학
사학

석
박

IV.

4.1

위
위

응답자
291
298
1
69
321
112
61
21
4
3
35
86
43
283
130
9

비율
49.41%
50.59%
0.17%
11.71%
54.50%
19.02%
10.36%
3.57%
0.68%
0.51%
5.94%
14.60%
7.30%
48.05%
22.07%
1.53%

결과

응답자의 특성

총 589명의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녀의 비율은 비슷했으며, 연령대
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25세부터 34세사이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학
력 또한 고등학교 미만 (중등학교 및 초등학교 졸업)부터 박사학위까지 다양했지만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4.2

온라인 플랫폼 경제 근로자의 동기 분석 및 결과

항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항 1은 설문 참가자들이 MTurk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를 나타낸다. 참가자들은 최근 3개월간 MTurk를 사용한 시간에 대하여 ① 2시
간 미만, ② 2-4시간, ③ 4-8시간, ④ 8-12시간, ⑤ 12시간 이상의 다섯 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
택하였다. 참가자들의 응답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평균 8시간 미만을
MTurk에 투자하였고, 12시간 이상 MTurk에 시간을 소비하는 헤비(heavy) 유저도 일부 존재하
였다.
설문 문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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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응답자들의 평균 참여 시간 분포

두 번째로 Amazon Mechanical Turk의 어떠한 면에 끌려서 참여하게 되었나를 물어보았고
복수선택이 가능했다. 가능한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자율성 (Autonomy),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음 (Self-guided), 남에게 의존하지 않은 개인 활동 (Solitary (solo work not dependent on
others))금전적 보상 (Financial reward), 비교적 빠른 입금 (Relatively quick money), 데이터 관
련 스킬 습득 (Acquiring data entry skills), 인간 지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관한 능력 증명
(Proving your adeptness at human intelligence task), 다양한 과제 (Variety of assignments),
약간 변형이 있는 업무 반복 (Repetition of tasks with some variations), 인간 지능을 필요로 하
는 세상에 기여 (Making contributions to the world of human intelligence), 다른 이유 (Other)
이다. 2번 문항에 대해 응답 개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 응답자가 1개부터 11개까지의 응답이
가능하다. 그림 2는 전체 참가자들이 문항 2의 각 항목에 응답한 비율을 나타낸다.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금전적 보상”으로 약 69.10%의 참가자가 선택하였다. 다음은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음”으로 약 59.25%의 참가자가 선택하였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MTurk을 사
용하는 이유로 금전적 이유와 자율성을 꼽았고, 즐거움과 가까운 “다양한 과제”도 약 47.87%의
참가자의 선택을 받았다.
MTurk에 투자하는 시간에 따라 문항 2의 응답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MTurk 참여
시간에 따라 문항 2의 항목별 응답 비율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MTurk 참여 시간과 관계없이
“금전적 보상”은 꾸준히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MTurk을 사용하는 이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MTurk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12시간 이상”)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인간 지능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기여”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0.44) 나타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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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림 3>

전체 응답자의 응답 분포(문항

2)

집단별 응답자의 응답 분포 히트맵(문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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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2는 개수에 제한 없이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참가자는 1개의 항목을 선택
한 반면 다른 참가자는 11개의 항목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 표 2는 MTurk 참여 시간에 따른 2
번 문항의 응답 개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나타낸다. 집단별 응답 개수의 평균을 막대 그래프
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의 막대 그래프 상단의 실선은 모평균의 95% 신뢰구간을 나
타낸다. MTurk 참여 시간에 따른 응답 개수는 U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

<표 2> MTurk

평균 참여 시간
2시간 미만
2-4시간
4-8시간
8-12시간
12시간 이상

참여 시간에 따른 응답 개수(문항

n

평균

149

4.60403

2.17423

1

11

171

4.30409

2.54857

1

10

167

3.71257

2.31314

1

10

68

4.48529

2.70153

1

10

34

4.61765

2.39968

1

10

<그림 4> MTurk

준편차

2)

표

솟값

최

참여 시간에 따른 응답 개수(문항

댓값

최

2)

평균 참여 시간에 따른 집단별 응답 개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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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V 분석을 수행하였다. ANOVA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유의
확률은 0.011로 유의수준 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고, 따라서 MTurk 참여 시간에 따라
문항 2 응답 개수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여 One-way A O A

<표 3> ANOVA

자유도

집단
잔차

곱합

제

분석 결과

평균제곱

F

p- alue

3.281538

0.011261

4.0

75.768528

18.942132

584.0

3371.043017

5.772334

v

떤 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ukey’s HSD 사후 검정을 수행
하였고, “2시간 미만”의 집단과 “4-8시간”의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p=0.0093)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MTurk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참가자들은 “4-8시간” 사용하는 참가자들에 비
해 MTurk을 보다 다양한 이유로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MTurk을
“4-8시간” 정도 사용하는 참가자들은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명확한(작은 수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항 3에서 응답자들은 MTurk에 참여할 때 느끼는 점을 자유롭게 세 단어로 서
술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목적은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참여하는 동기와 이유에
대한 탐색이기 때문에 문항 3에 대한 내용분석이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설문 참가자들이 응답한 단어에 대하여 Python의 대표적 NLP 라이브러리인 nltk와 textblob을
사용해 텍스트 분석을 수행했다. 텍스트 전처리 과정에서 nltk에서 제공하는 부정어 사전과 응답
자들의 답변에 자주 등장하는 다음의 단어를 활용해 부정어를 처리하였다. MTurk에서 고용은
Human Intelligence Tasks (HITs)라는 이름의 포럼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human,
intelligence, hits, hit}와 같은 단어들이 부정어 사전에 포함되었다.
실제로 어

{ z

g

}

부정어: ama on, mechanical, turk, mturk, human, intelli ence, tasks, hits, hit

텍스트 전처리를 한 후 응답자들이 작성한 단어를 word cloud로 그려보면 그림 5와 같다. 그
림 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는 work와 money, good이다. 온라인 플
랫폼 참여자들은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본인의 일을 확실한 일 혹은 업무로 받아들이고 있고 온
라인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이유는 돈을 버는 것이 큰 이유이다. 이 돈의 부분
은 인간의 동기 중에 외재적 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전히 물질은 그들에게 큰 동기부여를
한다. good이라는 단어도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time) 하며 돈을 버는 것(get, 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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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은 그들에게

좋은(like)감정을 준다.
<그림 5>

워드 클라우드(문항

3

응답)

항 3의 응답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두 단어 work와 money와 함께 사용된
단어를 살펴보았다. 먼저, work와 함께 등장한 단어들을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accept, one,
complete, submit, find, browse, click, interests, search, done}이다. 본인이 수행할 업무(work)를
찾고(find, browse, search) 완수(complete, done)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들이 주로 함께 등장하였
다. 단어 money와 함께 등장한 단어들도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earn, time, interesting, easy,
surveys, improve, make, skill, work}로 나타난다. 수익과 관련된 단어 earn, make 외에도 업무
(easy, surveys, work)와 관련된 내용이나 역량(improve, skill)과 관련된 단어들이 함께 등장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단어 work와 money 모두와 같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는 흥미와 관
련된 단어 {interests, interesting}이 관찰되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 참여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업무 외에도 재미나 즐거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문

Ⅴ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 플랫폼에
취업한 이유와 동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구직자들에
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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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은 현재 본인의 나이와 학력은 크게 신
경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설문결과,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들의 연령 및 학력은 매우 다양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취업의
나이(20대 후반에서 30대 추반) 및 학력(학사학위 소지자)과는 매우 거리가 있었다. 연령대로 10
대도 대다수 존재했으며 은퇴를 고려했거나 은퇴를 한 60, 70대 연령대도 존재했다. 학력 또한 중
학교 졸업도 존재했고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꽤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동기를 살펴보았을 때 외재적 동기 및
내재적 동기가 혼합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단순히 물질만을 추구하는 구직자들도 이 플랫폼에
참여를 고려해도 좋지만, 다른 요소인 배움, 즐거움, 유연성 등을 회사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
으로 인지하고 있는 구직자들도 온라인 이코노미 플랫폼에 취업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기
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외재적 동기 때문에 플랫폼 경제에 취업을 했다고 결론을 냈었다. 즉, 주
수입 혹은 부수입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을 위해서 취업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의
결과는 이것과는 사뭇 다르다. 물론 외재적 동기인 돈 (money) 때문에 온라인 노동시장에 참여
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들은 그것보다는 재미(interesting), 자율성, 유연성 등의 온라인 플랫
폼 노동 시장의 특성이 근로자들을 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고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온라인 플랫폼 노동시장에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드렸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는 자기결정이론과 온라인 플랫폼 경제 참여 동기를 연결시켜서 살펴
보았는데 의의가 있다. 과거의 연구들은 노동자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재적 동기 및 외재
적 동기가 서로 상충한다는 것으로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오늘날의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근
로자들 특별히, 클라우드 워크 근로자들에게는 이러한 동기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적일 수도 있다고 본 연구의 연구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경제 대상을 늘려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온
라인 플랫폼 경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 된다고 위에서 언급했다. 그 두 가지 중 본 연구는 온
라인 플랫폼 경제에 중 특별히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플랫폼 고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들뿐만 아니라, 긱 워크(gig work)라고 불리 우는 지역 혹은 위치 기반
(location-based)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일반성을 확대 시킬 수 있다.
둘째, 양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인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 경제 참여의 이유 및 동
기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양적인 연구만을 수행하였다. 즉, 설문
지를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 경제 근로자들의 정보를 알아보고 그들의 참여 동기 및 이유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통계학적 분석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참여 이유 및 동기를 알아
보고자 자연어처리 분석 방법도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론은 양적인 연구여서 온라
인 플랫폼 경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깊이 있는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그들이 온라인 노
구직자들이 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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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에

참여한 이유 및 동기를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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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with the e elopment of information systems inclu in artificial intelli ence (AI)
technolo y, our society an the li es of in i i uals continue to face rapi chan es. These
chan es ha e also cause major chan es in labor, one of which is the Online Platform Labor.
The online platform economy refers to an economy in which a company recruits an pays for
it as temporary workers as nee e . If the form of labor employment so far has been 'input'
centere on re ular recruitment, it means that it is now chan in to a flexible metho base
on 'output' base on autonomy.
Accor in to a sur ey con ucte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 Labor in 2020, the
number of online platform workers in orea amounte to about 1.79 million, 7.4% of the total
employe . As the online platform economy occupies one axis of the labor market, more an
more people are lookin for jobs in the online platform economy. ecause the online labor
market i es workers extra income, flexibility, autonomy, an opportunity to ha e multiple
jobs at the same time, characteristics of the online platform economy.
In this stu y, throu h an exploratory stu y on the crow sourcin platform employment,
the arious moti ations of the platform participants are examine . In a ition, this research
woul like to help job seekers in the fiel of crow sourcin platforms by consi erin why
workers specifically choose this profession. For this purpose, a sur ey was con ucte with
participants of Ama on Mechanical Turk. As a result, it was foun that the online platform
participants, althou h non-re ular workers, accept their work as a certain job, an earnin
money is bi reason for participation. Also, the wor
oo is use ery fre uently, an it is
thou ht that they think themsel es ery positi ely about participatin in the online platform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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