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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신규 구직자의 임금수준이 첫 업무획득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플랫폼 노동시장은 실업률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 노동시장

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신뢰형성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전 고용주의 

피드백이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만, 첫 번째 업무를 획득하지 못한 

신규 구직자의 경우 이전 고용주에 의한 피드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에서는 임금이 고용주가 아

닌 구직자들에 의해 스스로 제시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규 구직자의 낮은 임금이 구직기간 단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Freelancer.com에서 발췌한 3,704명의 구직자 정보를 사용한다. 생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신규 구직자의 낮은 임금은 구직기간 단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웹 크롤링, 생존분석, 플랫폼 노동시장, 구직기간, 디지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the wage level of new job seekers in the 

platform labor market affects the period on getting the first job. Recently, the platform gets attention 

as one of alternatives to solve the increase of unemployment rate. It is important to create quality jobs 

that we build up a trust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in the platform.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feedback from previous employers is important for solving th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between those people. However, there is no feedback for new job seekers who have not get the first 

job. Therefore, we focus on the fact that wages are presented by job seekers rather than employers 

in the platform, and we will figure out that the low wages of new job seekers may affect the shortening 

of job-hunting period. For this reason, we use 3,704 job seekers of Freelancer.com. Survival analysis 

shows that low wages for new job seeker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hortening job-hunt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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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양면시장이란 서로 다른 형태의 이용자 집단이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공된 물리적, 가상적, 제도적 환경

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하며, 교차 네트워크의 외부성의 

영향을 받는 시장을 말한다[1]. 여기서 플랫폼은 이러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된 물리적, 가상적, 제

도적 환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2]. 

컴퓨터 운영체제(이용자 vs. 앱개발자), 온라인 구인구직

(구직자 vs. 구인자), 비디오 게임(게임유저 vs. 게임 개발

자), 웹서치(일반이용자 VS. 광고주) 등이 양면시장의 대

표적 예이며, 애플리케이션 마켓이나 앱 스토어를 대상으

로 한 국내연구도 다수 진행되고 있다[3,4]. 

양면시장 중 특히 플랫폼 노동시장은 오프라인 상에서

의 고용기회가 줄어들고 경력자 채용이 활성화되면서 더

욱 주목받고 있다[5,6].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신규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주장은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구직자의 능력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므로 고용주는 경험이 없는 구직자의 고

용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7]. 그리고 이러한 정보비

대칭 문제는 실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없는 즉, 경력이 없는 청년층에서 보다 두드러지

게 관찰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노

동시장 자료(Labour force statistics)에 따르면 2019

년 OECD국가들의 평균 실업률은 5.2%인데 반해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11.2%로 평균 실업률 대비 2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8].

한편, 플랫폼 노동시장의 등장은 이와 같이 오프라인

에 존재하는 미스 매치에 따른 구조적 실업을 줄일 수 있

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9-11]. 첫째, 플랫폼

에서 고용주와 구직자는 더 이상 거리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고용주와 

구직자를 연결함으로서 고용주에게는 더 많은 고용기회

를 구직자에게는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갖게 한다. 둘째, 플

랫폼 노동시장에서 구직자는 다양한 질적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는 고용주에게 구직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를 제공함으로서 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

래비용이 높은 오프라인 노동시장에서는 구직자의 성별, 

나이, 학력, 경력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을 통해 구직자를 

선별한다. 하지만,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플랫폼 

노동시장에서는 앞서 고용주가 제시한 객관적 지표와 더

불어 본인의 업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질적 자료(SNS, 그림, 동영상)의 사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구직자는 본인의 희망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는 본인의 능력과 구

직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12]. 결과적으로 이는 기존에 고정된 고용조건 하에서 

노동시장 참여 자체를 제한받았던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는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13,14]. 셋째, 플

랫폼에서 고용주는 고용인의 업무능력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후발 고용주의 정보 취득비용 및 

학습시간을 단축시킴으로서 원하는 수준의 노동자를 고

용하는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결과

적으로 성실한 구직자의 취업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15,16]. 

그러나 선행연구는 다양한 장점을 갖는 플랫폼 노동시

장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해당 시장의 확산에는 여러 가

지 중요한 장애물이 존재함을 지적한다[17,18]. 특히, 이

전 고용주에 의한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신규 구직자의 

경우 업무경험이나 고용주의 피드백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주와 구직자 간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다. 

이 경우 플랫폼의 일자리는 기존 구직자들에게 집중되어 

승자독식마켓(winner takes all market)이 되기 쉬우

며, 소수에 의해 독점화 되는 결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전

통적 노동시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의 형태로 자

리 잡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19,20]. 따라서 기존 구직

자에 의한 플랫폼 노동시장의 독점을 막고 신규 구직자

의 지속적 유입을 통한 해당 시장의 확산을 위해서는 무

엇보다 신규 구직자와 고용주 간의 정보 비대칭 해결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신규 구직자가 플랫폼 노동

시장에서 첫 번째 일자리를 빠르게 획득하여 고용주에 

의한 공익적 평가를 획득하는 것이 신규 구직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고 논의되고 있다[15,16].

그렇다면, 이전 고용주의 피드백이 존재하지 않는 신

규 구직자가 어떻게 기존 구직자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효과적으로 구직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플

랫폼 노동시장에서 개별 근로자의 임금이 고용주가 아닌 

구직자에 의해 스스로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17], 신

규 구직자의 임금 수준이 이들의 구직기간 단축에 유의

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물론, 효율적 

임금가설에 따르면 기업은 능력 있는 근로자를 선별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할 수 있고, 비대칭 정

보 상황 하에서 능력 있는 노동자는 스스로의 능력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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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책정할 수 있다. 그

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근로자

의 낮은 임금은 더 높은 노동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신규 구직자의 

낮은 임금이 이들의 구직기간 단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적 플랫폼 

노동시장인 Freelancer.com에서 지난 2018년 5월 발

췌한 3,702명의 프리랜서들의 구직정보자료를 이용하였

으며, 이를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구직자의 정보비대칭 문

제해결에 유효하였던 학력, 경력, 실적 등과 같은 변수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플랫폼 노

동시장에서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시간당 임금’이 기존

의 오프라인 노동시장에서 실업을 단축시키는데 사용되

었던 변수들과 더불어 신규 구직자의 고용기회 및 구직

기간 단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선행연구 

2.1 오프라인 노동시장의 직업탐색모형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은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인 정보

들로 가득하다[21]. 이는 구직자들은 일자리에 대한 완전

한 직무분석표를 제공받지 못하고, 기업들은 모든 지원자

들을 속속들이 조사하거나 그들과 협상을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오프라인 노동시장에 대한 구

인과 구직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는 특히 노동시장에

서 취약계층인 여성, 장애인, 청년층 실업 및 차별의 문제

로 연결되고 있다[22].

일부 연구자들은 고용 시 정보 마찰과 고용 후 고용주

의 학습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제 고용시 정보 마찰

이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지와 관련된 연

구를 진행하였다. Farber & Gibbons(1996)는 고용주

들이 개인의 교육수준과 성과로부터 구직자의 능력을 파

악하는 모형을 개발했다. 그들의 연구는 인적자본 모형을 

보완하는 학습 과정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교육수

준이 노동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고용 이후 고용주가 구

직자의 실적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감소한다는 증거를 발

견하였다. 즉,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명 고용주의 

신규 구직자에 대한 정보마찰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고용

주 학습의 결과 그 효과가 점차 줄어들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보마찰에 대한 고용주의 학습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한다[23]. Altonji & Pierret(2001)도 유사한 실증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업들이 고용시에 젊은 구직자

들을 차별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구직자들의 임금은 관찰된 특성들에 덜 의존하는 반면 

그들의 관찰되지 않는 생산성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증

명하였다[24]. 한편, Lange(2007)는 고용주 학습모형을 

따라 고용주의 학습 속도를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고용주

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학습하고, 이들의 초기 기대치에 

대한 오차는 학습에 의해 처음 3년 안에 빠른 속도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추정된 값들이 고용주의 

학습 속도와 할인율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평균적으

로 구직자들의 교육을 통한 신호보내기 효과는 25%가 

채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25].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노동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직자의 능력을 판별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채택하는 기업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Bae 

& Kim(2016)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기반 능력중

심채용 채용시험에 응시한 입사지원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채용 방식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입사지원자들은 새로운 채용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이 제도의 도입에 찬성한다

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채용방식이 본인

을 설명하기에 충분하가라는 질문에는 부족하다는 의견

을 표시하였는데, 이는 NSC기반 능력중심채용시험이 이

전보다 발전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규구직자

의 관찰되지 않는 속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26].

그리고 중요한 오프라인 노동시장의 특징은 구직자가 

임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라는 것이다. 구

직자의 임금의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 후 내부 규

정을 통하여 산정되므로 구직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다. 이는 플랫폼 노동시장과의 매우 큰 차이점이라고 보

인다. 

2.2 온라인 노동시장의 직업탐색모형

인터넷 공간의 활성화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오프라인 

노동시장과 대비되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등장하였다. 

플랫폼 노동시장은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각종 정보 비대

칭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Autor(2001)는 온라인 노동시장의 등장이 기존 오프라

인 노동시장에 크게 세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

장했다. 첫 번째, 구직자와 고용주의 매칭이 인터넷을 통

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 그리고 두 번째 채용절차가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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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기업이 위치한 지역 노동시장에 덜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몇 

가지 사소한 문제를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사회적 잉여를 

증가시키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플랫폼)들이 설립되게 될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현 시점에서 보

면 어느 정도 성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 웹에 

다양한 온라인 노동시장이 존재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

한 구직자와 고용주들이 온라인 세상을 통하여 서로 새

로운 일자리와 구직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21].

한편, 오프라인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고용주 학습

모델의 효과는 온라인 노동시장에서 더 짧아질 수 있다. 

이는 온라인 노동시장의 경우 오프라인 노동시장과는 다

르게 이전 고용주의 피드백 혹은 업무에 대한 평가를 손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전 고용주의 공익적 피

드백은 구직자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고 온라인 노동시

장에서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27]. 

Pallais(2014)는 구직자에게 랜덤하게 업무를 주는 데스

크 실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구직자의 첫 번

째 업무와 그들의 미래 고용성과에 대한 고용주의 피드

백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는 자세한 업무 피드백을 받은 

근로자들이 향후 더 좋은 고용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업무 피드백 자체가 신규 구직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업무에 

대한 상세한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중요한 

것을 얻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16]. Stanton & 

Thomas(2016)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구직자 자신이 하기는 어렵고 대리인이 중간에 위

치할 때 보다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보였다. 그래서 그는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구직자와 고용주가 직접 계약을 맺

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인의 존재가 가치가 있다

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대리인의 존재 자체가 고용주

에게 신규 구직자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더 잘 알리는 

신호를 주며, 결과적으로 대리인들과 협력하는 구직자는 

협력하지 않는 구직자에 비하여 더 높은 구직 기회와 입

사 초기 높은 보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28]. 한편, 이

러한 이익은 매우 능력 있는 비협력 구직자가 좋은 평가

를 받게 된 후에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대리인의 존재

가 특별히 신규 구직자에게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Suri et al.(2011)은 온라인 노동시장 

자료를 사용해 구직자들이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개인적 차원에서 그렇지 않다는 정황을 포

착하였다[29]. Horton et al.(2015)은 이전 고용주에 의

한 평가는 종종 고평가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평가자

의 입장에서 첫째, 좋은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 나쁜 피드

백을 주는 것에 대한 비용이 높고 둘째, 이는 다시 나쁜 

평가에 대한 판매자의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서 나쁜 평가

에 대한 평가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0].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구직자에 대한 이전 고용주의 피드백은 잠

재적 고용주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온라인 노동시장 특징은 입사원서를 오프라인

에서 온라인으로 단순히 이동시켰다는 점에만 있지는 않

다. 구직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고용주에게 구직자가 정보

를 오픈함으로써 구직자가 준비 서류를 간소화할 수도 

있다는 기본적인 장점이 있으며 정형화된 서류에서 벗어

나 개인의 개성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도 첨부할 수 있

다는 개인에 대한 전시 효과도 있다. 더 나아가 모든 구

직자가 개인의 희망 임금을 모든 고용주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오프라인 노동시장과의 가장 큰 차이이다. 

그리고 고용주 측면에서는 고용하기 원하는 업무에 대한 

자격, 경험수준 및 임금수준을 내부 기업 정보를 통하여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라면 더 임금을 

낮게 제시한 구직자를 채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임금

이라는 요소가 채용에 매우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2.3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신규 노동자의 정보비대칭 

    문제와 진입가격전략

플랫폼에서 구직자들이 업무성과에 따른 피드백을 받

는 것은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구직자로 하여금 

더 많은 구직기회를 획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

런데 이보다 앞서 신규 구직자는 기존 구직자와의 경쟁

에서 승리하여야 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기존 구직자

를 이겨서 채용이 되어야지만 피드백을 얻을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Choi(2016)은 의중임금1)과 시장

임금 갭이 대졸자의 첫 취업까지의 기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대졸자의 의중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구하였다[31]. 그는 대체로 의중임금이 낮

을 경우 구직기간이 짧아지고, 의중임금이 높을 경우 구

직기간이 길어진다는 선행연구[32,33]에 기반을 두어, 청

1)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이란 구직자가 제안된 일자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으로 구직자가 실업이 아

닌 구직을 선택할 때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의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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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층의 의중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이, 성별, 학

력, 출신대학 소재지, 이전 임금수준 등의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고 이러한 변수들에 의해 생성된 청년들의 의중임

금이 시장임금과의 차이가 클수록 대졸자의 첫 취업까지

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구결과 실제 

의중임금과 시장임금 갭이 증가하면 취업 확률이 낮아져 

구직기간이 길어졌다. 이는 구직자의 개인적인 특징, 교

육수준 및 경력이 의중임금에 영향을 미쳐 구직자의 구

직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32-34]. 

즉, 기존 구직자 대비 신규 구직자의 낮은 임금은 신규 

구직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서 신규 구직자의 안

정적 유입과 플랫폼 노동시장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신규 구직자라고 해도 본인의 능력이 다른 구직자

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을 제시함으로서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16]. 하지만,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고용주

는 낮은 가격의 구직자를 선호할 것이므로 신규 구직자

의 낮은 임금은 신규 구직자의 구직확률 및 구직기간 단

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Bogliacino et al. (2020)은 실

제 온라인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수준이 오프라인 노동시

장에서의 임금수준보다 낮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는 

관련 자료로 Codagnone & Martens(2016)를 인용하

며, 미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5인데 반해 플랫폼 노

동시장의 평균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

렇게 낮은 임금에 속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고 말했

다[17,35]. Li et al.(2018)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노동시장의 등장은 실업을 낮추고,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

여율을 높이는 등 기존의 전통산업에서의 노동공급 감소 

및 임금상승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

는 플랫폼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왜 

플랫폼 노동시장의 성장과 확산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

를 갖는지 일깨워준다[35].

한편, 선행연구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구직기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직자가 아닌 고용주인 기업 

측에서 진행된 연구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과거 노

동시장에서 임금이 구직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Banfi & Viellena-Roldan(2019)

은 기업이 온라인 노동시장에서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경

우 더 많은 구직자들을 모집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직종은 임금을 암묵

적으로 제시하는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해당하는 직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본설정의 오류

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직종에 따른 임금설정과 고용

성과 간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36]. 

한편, Belot et al.(2019)은 앞에서 지적한 문제가 단순

히 다른 직종 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문제임을 밝혔다.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

은 더 높은 임금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임금에만 관심을 두는 근로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임금이 높다고 해서 경쟁이 높고 임금이 낮다고 해서 경

쟁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낮은 임금의 직업

에 근로자들이 몰리는 까닭은 근로자들이 임금수준을 통

해 경쟁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높은 임금은 

높은 경쟁을 암시하기 때문에 경쟁력 없는 지원자의 경

우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꺼린다고 설명했다[37]. 

아직까지 플랫폼(온라인) 노동시장에서와 같이 근로자

가 제시한 임금수준에 따른 구직기간 단축효과를 연구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

이 첫째,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주로 기업에 의해 

결정되었고, 둘째, 이러한 플랫폼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

를 모아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생성 및 가공에 있어 플랫폼 기업의 정보제공 거부 등 상

당한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38].

3. 실증분석 

3.1 자료 및 변수 

온라인 노동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일자리에 계약직이

나 프리랜서를 채용하는 임시적 선호 경제인 긱 이코노

미가 등장하였다. 긱 이코노미가 주목할 만한 크기로 성

장함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과 연구자들은 온라인 긱 이

코노미인 플랫폼 노동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현재 이들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5]. 현재, 플랫폼 노동시장의 세계 시장규모는 2013년에 

2억 달러에서 2016년 4억 4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Platform
Alexa 

Ranking

Monthly Visitors

(Estimation)

Upwork.com 488 204,657,137

Freelancer.com 1308 75,755,378

Mturk.com 5144 19,052,971

Peopleperhour.com 6563 14,904,412

Guru.com 7742 12,617,987

Sources: Kässi and Lehdonvirta(2018)

Table 1. Traffic in platform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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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고 있으며, 약 4천 8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등록하

였고 그 중 10%가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6]. 상위 

5개 플랫폼 업체는 다음과 같으며[5], Table 1은 온라인 

노동시장의 랭킹과 플랫폼의 트래픽을 나타낸다.

Alexa랭킹에 따르면 Upwork.com은 플랫폼 노동시장 

중 가장 큰 사이트이고, 그 뒤를 이어 Freelancer.com은 

2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1위 업체인 

Upwork.com가 아닌 Freelancer.com을 사용하여 분석

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Upwork.com이 연구에 필요한 

가장 많은 샘플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연구에 

필요한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가장 상세하게 담고 있는 

플랫폼은 Freelancer.com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웹크롤링을 통한 자료 획득2)에 

Upwork.com은 협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보내왔다. 

Freelancer.com은 2009년 호주에서 설립되었고, 그 이

후 급속히 성장해 왔다. 2016년부터 34개의 언어와 21

개의 화폐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2020년 3월 5일 기준

으로 웹사이트의 가입자는 41,815,152명이고 게시되었

던 일자리의 수는 총 17,337,597개이다. 업무의 범위와 

최근 일자리 개수는 Table 2에 설명되어 있다.

Type of Jobs No. of Jobs
Rate of 

Jobs

Websites, IT & Software 24627 32.57%

Design, Media & Architecture 23064 30.50%

Writing & Content 7376 9.76%

Data Entry & Admin 5239 6.93%

Sales & Marketing 4406 5.83%

Mobile Phones & Computing 4123 5.45%

Engineering & Science 2735 3.62%

Translation & Languages 1784 2.36%

Business, Accounting, Human 
Resources & Legal

1434 1.90%

Local Jobs & Services 369 0.49%

Product Sourcing & Manufacturing 238 0.31%

Other 132 0.17%

Freight, Shipping & Transportation 85 0.11%

Sources: Freelancer.com　

Table 2. Classification and number of jobs (2020.03.05) 

Freelancer.com에 가입된 프리랜서들의 프로필 페

이지는 프리랜서들의 기술목록, 임금률, 회원가입날짜, 

평균 rating을 포함한 성과수치, 업무완료율, 재고용율과 

2) Freelancer.com의 구직자 데이터 웹크롤링은 바른ICT연구소

로부터 지원받아 수행함.

추천숫자 등을 제공한다. 따라서 웹사이트에서 더 많은 

경험을 가진 프리랜서들은 더 많은 리뷰와 피드백을 가

진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잠재적 고용주들에게 

프리랜서들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39]. 한편, 

플랫폼에 새롭게 등록한 구직자들은 자신들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정보들이 부족하고 따라서 구직요청을 

받는 기회가 경험 많은 구직자에 비해 더 적을 것이며, 

구직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프리랜서들이 

플랫폼에 가입한 날짜와 처음 피드백을 받은 날짜를 토

대로 해당 프리랜서의 첫 번째 일자리를 구하는 데 걸리

는 시간, 구직기간을 산출하고 해당 기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선별하고자 한다.3)

다음 Table 3은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데이터는 2018년 5월 기준으로 수집되었다. 추출한 총 

구직자의 수는 총 6,107명이었다. 그러나 추출프로세스

에서 오류로 손실된 17명, 그리고 첫 취업일자 확인이 곤

란한 248명, 1년 이후 취업한 근로자 2,140명을 제외한 

3,702명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여기서 관심변수는 다

음과 같이 측정한다. 우선 취업여부(Emp or Not Emp)

는 플랫폼에 가입한 후 1년 이내에 취업하면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임금(Wage)은 개

별 구직자가 제시한 본인의 희망 시간당임금($/hour)이

고, 경험(Exp)은 수행한 과제 개수, 교육(Edu)은 학사학

위 이후의 교육기간, 출판(Pub)은 출판한 서적 또는 논문 

등의 개수, 자격(Qual)은 자격증 개수, 리뷰(Rev)는 플랫

폼 방문자가 구직자의 프로필을 살펴본 횟수, 마지막으로 

추천 수(Rec)는 구직자를 고용했던 노동수요자(고용인)

가 추천한 횟수로 측정된다. 시간당 임금은 평균 21달러

3) Freelancer.com은 구직자의 회원가입 날짜를 제공하고 있으

며, 첫 구직까지의 기간은 회원가입날짜와 첫 리뷰가 게시된 

기간으로서 측정된다. 프리랜서들의 특징들 중 임금, 경험, 교

육, 자격증과 출판실적을 주요 결정요인들로서 고려함.

Variable Obs Mean S.D. Min Max

(Emp=1, Not Emp=0) 3,702 0.36 0.48 0.00 1

Wage(unit: $/Hour) 3,702 20.84 50.33 0.03 1000

Exp(unit: ea.) 3,702 0.30 0.97 0 15

Edu(unit: year) 3,702 0.81 1.92 0 24

Pub(unit: ea.) 3,702 0.04 0.32 0 11

Qual(unit: ea.) 3,702 0.15 0.66 0 13

Rev(unit: ea.) 3,702 5.06 25.68 0 1296

Rec(unit: ea.) 3,701 0.34 1.65 0 43

Sources: Author

Table 3.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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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경험은 0.3개, 출판실적은 0.04개, 자격증은 0.15

개, 리뷰 수는 5개, 추천 수는 0.34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연수는 꽤 낮아서 0.81년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들

은 대체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받은 교육 경험을 게

시한다. 따라서 온라인 노동시장의 프리랜서로 있는 구직

자들이 대체로 학사학위를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Table 4는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

다. 경험, 교육, 출판, 자격, 리뷰, 추천 모두 취업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경험

은 0.5정도의 상관계수 값을 가져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리뷰와 추천은 상관

계수 값이 0.7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상관정도가 높았다.

　 Emp Wage Exp Edu Pub Qual Rev Rec

Emp 1.00 　 　 　 　 　 　 　

Wage -0.03 1.00 　 　 　 　 　 　

Exp 0.42* 0.004 1.00 　 　 　 　 　

Edu 0.53* -0.01 0.53* 1.00 　 　 　 　

Pub 0.16* -0.01 0.20* 0.23* 1.00 　 　

Qual 0.30* -0.01 0.38* 0.33* 0.16* 1.00 　 　

Rev 0.26* 0.01 0.13* 0.21* 0.04 0.11* 1.00 　

Rec 0.27* 0.01 0.18* 0.21* 0.09* 0.11* 0.70* 1.00

Sources: Author
Note: * p<0.05

Table 4. Correlation

3.2 분석모형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구직자의 임금과 구직확률의 관계에 대

해 추정하기 위해 생존분석모형을 사용한다[40,41]. 생존

분석모형은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특정사건이 발생하기

까지의 시간(생존시간)을 계산하고, 해당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때 대상이 되는 기

간은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모수적 

추정방법보다는 비모수적 추정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

에서도 비모수적 추정방법인 Kaplan-Meier 추정방법

을 사용하였으며, 이 추정방법은 중도절단을 포함하여 각 

개체의 생존시간만 알려져 있으면 표본의 크기에 제약 

없이 간단히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다. 생존분석에서 종속변수인 생존시간의 함수로는 

생존함수, 밀도함수, 위험함수 세 가지가 있다. 생존시간

을 T, 특점시점을 t라고 할 때 생존함수는 t이상을 생존

하는 확률을 말하고, 누적분포함수는 생존함수의 여집합

으로 t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을 의미한다. 이때 

누적분포함수 F(t)의 t시점에서의 순간변화율을 밀도함수

라 하는데, 밀도함수가 총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사건이 

발생하는 위험도를 측정하는 반면, Kaplan-Meier 생존

함수는 t직전까지 생존했다는 조건아래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직자의 첫 번째 업무획득이 사건

(event)에 해당하고, 첫 번째 업무획득까지의 소요시간

이 생존시간(survival time)에 해당한다. 따라서 먼저 실

업의 지속기간 T의 분포함수는 다음 식(1)과 같이 정의

된다.

  Pr≤         (1)

실업의 지속기간의 분포는 첫 번째 업무를 획득하는 

시점까지 실업상태로 있을 확률이다. 따라서 그 반대인 

생존함수, 즉 특정 시점에 첫 번째 업무를 획득했을 조건

부 확률을 분석하면, 생존함수 S(t)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생존함수를 미분하여 마이너스 부호를 붙

이면 식 (3)과 같은 지속기간의 밀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Pr         (2)

  ′         (3)

위험률함수는 t시점까지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짧은 기간 동안에 사건이 발생할 확률로 정의된

다. 예컨대 첫 업무획득의 경우, t시점까지 계속 실직을 

할 경우, t기 근방에서 첫 업무를 획득할 조건부 확률이 

위험률이다. 식 (4)과 같이 위험률함수를 정의하면, 우리

는 생존함수와 위험률함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식 (1) - 식 (4)로부터 우리는 생존함수와 누적위험

률함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식 (5)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lim
∆ →
∆

Pr∆   





log

                         (4)

 log         (5)

우리는 위 모형을 바탕으로 위험률 함수를 모형화하여 

이를 추정하고자 한다. 위험률 함수의 일반적 형태는 다

음 식 (6)과 같이 가정한다. 이를 다시 풀어보면, 식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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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p



⋯



     (7)

즉, 위 함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위험률 
에 

직면해 있을 때, 위험률의 차이는 
에 달려 있

다는 것이다. 식 (7)에서 
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

내는 벡터이며 실업의 지속기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 

즉, 시간당 임금을 포함하여 교육, 경력, 자격증, 출판, 

프로필 리뷰와 업무실적 평가 등이 될 수 있다. 

위 생존분석 모형과 함께 우리는 모수적 추정방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을 이용하여 생존분석의 적

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

가 0 또는 1이라는 2가지 결과만을 갖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회귀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이면 1 미취업이

면 0이라고 가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범주

형 종속변수의 기댓값은 다음 Fig. 1과 같이 S형의 곡선

으로 나타난다. 종속변수는 설명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댓값이 1로 수렴해가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라고 할 때,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x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라고 해석한

다. 이 함수를 선형모형으로 변환하여 




     ⋯  


     ⋯  

을 추정할 수 있다[41]. 

Fig. 1. Logistic curve

4. 분석결과 

우리는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첫 취업기간을 단축시키

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Freelancer.com의 

가입자 자료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자료를 직접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자의 정

보를 웹페이지 크롤링(crawling)을 통하여 추출하였다. 

그리고 실증분석은 미국 연방 기준의 최저임금(U.S. 

Department of Labor, 2020)인 7.25달러(US$)이하인 

집단과, 7.25-31달러(US$)이하인 구간, 그리고 31달러

(US$)를 초과하는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렇게 

구간을 설정한 이유는 미국의 프리랜서 시간당 평균 임

금은 31달러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이며[42], 선행연구에

서 소개한 바와 같이 고소득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간

에는 임금결정 요인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37]. 따라서 우리는 1) 전체 집단을 2) 최저임

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집단을 저소득 집단, 3) 최저임

금보다 높고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집단을 중

간소득 집단, 4) 평균 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을 요구하는 

구직자들을 고소득 집단으로 구분하여 소득구간에 따른 

임금효과를 다르게 추정하였다.

다음 Fig. 2와 Fig. 3은 각 집단별 취업에 대한 생존함

수 및 위험률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Fig. 2는 생존율

이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생존율은 전

체 근로자 수 대비 미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다시 말

하면, 미취업자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이고 결국 미취업

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Fig. 3은 Fig. 2의 생

존함수에 대한 위험률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위험률은 

취업률을 의미한다. 즉, 초기에는 매우 높은 취업률을 나

타내고 있으나 생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률이 급격

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Fig. 3의 (b)와 

(d)에서 생존기간 100 period가 지났음에도 취업률이 

증가하는 아웃라이어도 있음이 관측되고 있다.

Fig. 2. Survival function by w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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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isk rate (employment rate) function by wage 

groups

다음 Table 5는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필수 

요소로 고려되는 경력, 학력, 자격증, 출판 실적을 이용하

여 Cox hazard 모형을 분석한 것이다. Cox hazard모

형은 생존함수의 분포나 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준모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

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Wald값은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리고 경력, 교육연수, 출판실적, 그리고 자

격증 개수는 취업률의 상승과 양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룹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

다. 모형(1) - 모형(4)에서 경력횟수가 1회 증가하면 위

험도(취업률)가 1.1-1.2배 높으며, 교육년수가 1년 증가

하면 취업률이 1.2-1.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

판실적은 모형(2)에서 그리고 자격증은 모형(4)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다른 모형에서는 출판실적 1

개 증가시 취업률이 1.2-1.3배 증가하였고 자격증 개수 1

개 증가시 취업률은 1.1-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Hazard ratio=exponential(β)이기 때문에 β

=log(Hazard ratio)를 이용하여 β를 계산할 수 있다. 다

시 정리하면, 경력횟수가 1회 증가하면 취업률은 

8.89%-14.06% 증가하고, 교육년수가 1년 증가하면 취

업률은 14.50%-27.23% 증가한다. 자격증과 출판실적도 

10.0%-26.8% 증가 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Table 6은 Table 5와 동일한 모형에 시간당 임

금을 추가하여 분석한 것이다. 시간당 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각 모형에서 계수값의 통계적 유의성 변화가 관찰

되기는 하지만 Table 5와 일관된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Wald값도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면 모형(1), 모형(2), 

모형(4)에서 위험도는 0.86-0.99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취업률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

력횟수 1회 증가시 취업률은 1.1-1.2배 증가하며, 교육

년수가 1년 증가하면 취업률이 1.1-1.3배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출판실적은 모형(2)에서 그리고 자격증은 

모형(2)와 모형(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다른 모형에서는 출판실적 1개 증가시 취업률이 1.1-1.2

배 증가하였고 자격증 개수 1개 증가시 취업률은 

1.1-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수치들을 

앞서 논의한 Hazard ratio 변환 방식을 이용하며 계산

하면, 모형(1), (2), (4)에서 임금 0.01$ 증가시 취업률은 

0.10%-15.20%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모형과 

Independe
nt var.

(1) (2) (3) (4) 

Hazard ratio 

(Robust SE)

Hazard ratio 

(Robust SE)

Hazard ratio 

(Robust SE)

Hazard ratio 

(Robust SE)

Exp
1.150*** 1.144*** 1.151*** 1.093**

(0.026) (0.059) (0.037) (0.039)

Edu
1.171*** 1.313*** 1.156*** 1.167***

(0.022) (0.034) (0.025) (0.035)

Pub
1.166*** 1.034 1.211*** 1.308**

(0.046) (0.047) (0.087) (0.147)

Qual
1.133*** 1.105** 1.157*** 1.020

(0.033) (0.048) (0.048) (0.069)

obs 3,608 1,011 2,152 445

Wald Chi2 453.45*** 250.08*** 237.78*** 82.10***

Sources: Author

Note: p<0.10, ** p<0.05, *** p<0.01

Table 5. Survival Analysis Independen
t var.

(1) (2) (3) (4) 

Hazard ratio 
(Robust SE)

Hazard ratio 
(Robust SE)

Hazard ratio 
(Robust SE)

Hazard ratio 
(Robust SE)

Wage
0.999** 0.859*** 1.015*** 0.991***

(0.001) (0.025) (0.005) (0.003)

Exp
1.151*** 1.181*** 1.147*** 1.113***

(0.026) (0.462) (0.034) (0.045)

Edu
1.171*** 1.280*** 1.158*** 1.143***

(0.022) (0.033) (0.024) (0.035)

Pub
1.164*** 1.052 1.172** 1.216*

(0.046) (0.054) (0.086) (0.140)

Qual
1.132*** 1.073 1.165*** 1.010

(0.033) (0.046) (0.047) (0.070)

obs 3,608 1,011 2,152 445

Wald Chi2 446.32*** 283.52*** 268.03*** 86.53***

Sources: Author

Note: p<0.10, ** p<0.05, *** p<0.01

Table 6. Survival Analysis including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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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7.25≤Wage<31 구간인 모형(3)에서 임금 상승시 

취업률이 증가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편, 다음 Table 7은 생존모형 분석의 Robustness

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수적 방법론 중 하나인 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일

반 Logistic regression이 아닌  Penalize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PMLE)을 이용한다. PMLE는 절

단된 형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경우에 Maximum 

likelihood estimates의 bias를 감소시켜 더 효율적인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43]. 분석 결과를 보

면 경력횟수와 교육년수의 증가는 취업률 증가는 취업률

의 증가에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격증도 대체로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었지만 Wage≥31인 구간에서는 음수이면

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Table 5와 

Table 6에서 부호는 양수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였다. 출판실적은 생존

분석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생존분석의 모형 

(1)과 (3)에서는 출판실적의 증가가 취업률을 증가시켰으

나 Logistic 회귀분석에서는 출판실적의 증가가 오히려 

취업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

혁명을 세계 경제 성장의 신동력으로 언급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기

술의 발전과 더불어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양극화 등

으로 실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고용을 축소하고 자동화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

가 그것인데, 이에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 내는 기

회의 창으로서 온라인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직과 

고용이라는 변화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온라인 노동 시장은 오프라인에 비해 노동 서비스의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정보 교환이 매우 투명하고 용이하

다. 이는 전통적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이고 구직자로 하여금 더 많은 기회와 새로운 

근무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노동 시장의 장점은 이미 여러 기존 연구

들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한편, 플랫폼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는 공급자들(Entrant)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이

전 고용주에 의한 공익적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고용주 입장에서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즉, 구직자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온라인 플

랫폼 노동시장이라 하더라도 신규 가입자들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데, 이는 신규 구직

자들의 경쟁력을 낮추고 기존 구직자에 대한 쏠림현상을 

통해 디지털 노동시장의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에서 공급자들이 희망 임금을 유연하게 설

정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규 가입자들이 임금을 

낮추어 경쟁함으로써 실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을 증

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

준(시간당 7.25달러)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한 구직자 및 

임금이 평균임금 수준(시간당 31달러)을 넘는 집단에서

는 임금을 낮출수록 취업률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하지만, 시간당 임금수준이 7.25-31달러 사이의 

중간소득 집단에서는 오히려 높은 임금이 취업률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Independ

ent var.　

Not including wage

(1) (2) (3) (4) 

Coefficien

t (SE)

Coefficien

t (SE)

Coefficien

t (SE)

Coefficien

t (SE)

Exp
5.653*** 4.442*** 5.026*** 3.509**

(1.42) (1.23) (1.43) (1.77)

Edu
2.962*** 2.300*** 2.503*** 2.260***

(0.90) (0.88) (0.81) (0.75)

Pub
2.534 -1.935** 2.488 -5.477**

(1.64) (0.82) (1.65) (2.49)

Qual
4.651*** 3.840** 4.087*** -0.0819

(1.44) (1.50) (1.46) (0.19)

Constant
-1.447*** -1.651*** -1.410*** -1.145***

(0.047) (0.094) (0.060) (0.13)

obs 3,702 1,040 2,195 467

Wald 
Chi2

39.37*** 28.02*** 32.15*** 16.23***

Independ
ent var.

Including wage

(1) (2) (3) (4) 

Coefficien
t (SE)

Coefficien
t (SE)

Coefficien
t (SE)

Coefficien
t (SE)

Wage
-0.00102 -0.304*** 0.0177** -0.0090**

(0.0011) (0.056) (0.0089) (0.0038)  

Exp
5.648*** 4.585*** 5.021*** 3.339*

(1.42) (1.31) (1.43) (1.92)   

Edu
2.963*** 2.391*** 2.517*** 2.296***

(0.90) (0.84) (0.82) (0.75)   

Pub
2.543 -2.048*** 2.237 -5.389**

(1.64) (0.76) (1.65) (2.58)   

Qual
4.645*** 3.838** 4.019*** -0.0769  

(1.44) (1.52) (1.46) (0.20)   

Constant
-1.425*** -0.424* -1.690*** -0.516**

(0.052) (0.23) (0.16) (0.26)   

obs 3,702 1,040 2,195 467   

Wald 
Chi2

40.22*** 53.47*** 35.64*** 20.25***

Sources: Author

Note: p<0.10, ** p<0.05, *** p<0.01

Table 7. PM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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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이하의 집단에서 임금의 하락이 취업률을 증

대시키는 것은 어차피 높은 품질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저렴한 노동력을 구매하려는 

고용주들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가설과 일치한다. 또한, 평균 임금 수준보다 

높은 보수(시간당 31달러 이상)를 요구하는 구직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미 그들의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우

수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더 저렴

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이고 오프라인상의 평균임금 미만인 중간

소득 그룹에 대해서는 고용주 입장에서 객관적 지표를 

통한 구직자의 능력 확인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따라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구직자를 더 우수한 능력을 가

진 것으로 간주하는 효율적 임금가설이 적용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우리가 본 연구에서 조사한 플랫폼 시장

인 freelancer.com은 평균적으로 저임금 직종 및 근로

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용주가 채용을 

원하는 직무에 맞는 경력, 학력, 자격증, 임금에 관한 분

석을 기반으로 채용 시장에 나타나는 경우, 신규 구직자

가 해당 시장으로의 빠른 진입을 위해서는 저임금 전략

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동

일한 조건이라면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특정시점(2018년 5월) 데

이터로서 전체 플랫폼 노동시장의 구직자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둘째,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측정한 시간당 임금 

변수는 자료 획득 당시의 구직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으로

서 진입초기의 임금수준과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낮은 

임금이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취업확률이 높은 

구직자가 임금수준이 높거나 낮은 역의 인과관계

(reverse causality)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데

이터 획득과 관련된 문제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 이용된 구직자는 대

부분이 한국이 아닌 외국에 거주하는 구직자가 대부분이

다. 따라서 위 결과를 다른 국가의 플랫폼 시장에 일반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위 연구의 결과가 

freelancer.com의 특정 사례일 수 있으므로 다른 플랫

폼 사업자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비교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플랫폼 시장의 자료

를 통해 신규 구직자들의 임금과 구직기간 간의 관계를 

다룬 최초의 연구이며, 향후 플랫폼 노동시장의 신규 구

직자들의 성공적 유입을 통한 플랫폼 노동시장의 확산 

및 발전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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