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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를 약 46만9천 명에서 53만8천 명 사이로 추정했다(김준영 2019). 

그리고 2020년 들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기업과 자영업 부분이 

위축되면서 부업을 찾아 유입되는 플랫폼 노동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구직자 중 49.2%가 이미 부업을 하고 

있거나 부업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본업의 소득이 줄었기 때

문이라고 한다(연합뉴스 2020/6/10).

플랫폼 노동에 대한 담론은 ‘취약 노동자 보호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

는데 이 담론이 주로 다루는 대상은 배달이나 대리기사 일을 주업 또는 

전업으로 삼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종사자 

821명 중 64%는 다른 직업 없이 플랫폼 노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

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하지만 이 말은 나머지 36%의 플랫폼 노동 종

사자들이 두 개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투잡러(부업 노동자)’라는 말이 

된다.1) 다른 조사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 중 46.3%는 부업

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아시아경제 2019/10/29; 김준영 

2019) 플랫폼 노동자들 중 거의 절반은 ‘투잡’ 또는 ‘쓰리잡’으로 복수 직종

에 종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노동시장 연구가 전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직 투

잡이나 부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다(임용빈·최형재 2017; 최효

미 2005; 정성미 2017). 플랫폼 노동 내에서도 직종별로 차이가 커서 퀵서

비스 노동자들의 경우 약 70%가 전업으로 일하고 있는 반면(김대연·손익

1)  ‘투잡러’ 또는 ‘투잡족’이라는 말은 투잡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최근에는 투잡이 아니라 ‘N

잡’, ‘N잡러’라는 용어도 많이 쓰인다. 공식적으로는 ‘부업(side job, dual-job, moonlighting)’

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정의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업과 부업을 구분하는 기

준도 확립되지 않았다. 여기서는 ‘하나의 주업을 가지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일을 하는 경우’

를 부업이라고 잠정적으로 정의한 용례(정성미 2017)를 따른다. 그렇다고 해도 부업이란 개념

은 투잡 또는 N잡 현상을 체계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기에 투잡이라는 신조어를 그대로 사

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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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이동호·이상준 2011, 176) 전문 프리랜서의 경우 72.1%가 플랫폼노

동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성별 차이에 

따른 직종 및 소득의 차이도 커서, 플랫폼 노동 내부의 구성이 매우 이질적

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류 플랫폼 노동의 담론은 주로 ‘특수고용’ 노동

자들의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의 연장선, 즉 대리운전, 택배, 배달대행, 가

사노동 등 몇몇 직종 노동자들의 사례에 집중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라는 환경 변화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부업 참여자의 증가 등의 

현실은 부업 노동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이 글에서는 투잡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 ‘배달 노동’의 사례를 살펴보고

자 한다. 대표적 사례로는 ‘단기 부업 플랫폼 노동’을 가장 안정적으로 운

영하고 있는 쿠팡 플렉스(2018년 10월 시작)와 배민 커넥트(2019년 7월 

시작)를 꼽을 수 있다. 면접 조사를 통해 연구에 도움을 준 구술자 중에서 

오승윤(가명)과 김민규는 대리운전과 쿠팡 플렉스 경험자였고, 임승호는 

배민 커넥트 경험자였다(면접 조사에 대한 상세 정보는 부록 참조). 이 연

구는 배달 노동자가 직접 작성한 ‘디지털 노동수기’ 분석을 통해 사례에 접

근해 볼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콘텐츠’가 되

어 유통·소통되는 가운데, 노동과 관련하여서도 이전과 다른 양상이 관찰

되고 있는데, 바로 ‘디지털 노동수기’의 등장이다.2) 여기서 디지털 노동수

기는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고 유통되는 체험기, 체험수기, 수기 등

을 말하며, 이전 노동수기와 달리 글과 함께 영상, 사진 등이 결합된 형태

의 텍스트, 대표적 형태로는 블로그를 의미한다.

아날로그 시대의 노동수기들은 정부 기관이나 노동조합 등의 출판물을 

2)  노동계에는 여전히 노동수기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서 매년 개최하는 비정규 노동수기 공모전이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춰 ‘콘텐츠’라는 범

주에서 노동의 이야기들을 모은 사례도 있다. 서울시 감정노동 콘텐츠 공모전이 그 사례인데, 

동영상, 애니메이션, 웹툰 등과 함께 노동수기를 다루고 있다. 디지털 담화의 형식에 있어서 

‘콘텐츠’라는 개념이 가장 넓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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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제한적으로 생산되었을 뿐, 대중적 차원에서 생산·유통되지는 못

했었다. 산업화 초기에 노동자들은 글쓰기에 능숙하지 못했기에 노동수기

는 연구자들이 노동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희소성 있는 자료였다

(김원 2012). 한국에서 노동수기는 노동소설과 함께 노동문학 영역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왔다.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던 1980년대를 중심으로 

노동수기는 많은 사회적,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였다(홍성식 2008; 한영인 

2014; 김경민 2016). 그리고 노동문학과 사회운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

동운동 담론’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한 연구가 있다(박수빈 2013, 권경미 

2013, 김무성 2015). 

하지만 이제 인터넷에는 이전 노동수기와 성격을 달리하는 디지털 노동

수기가 넘쳐나고 있다. 쿠팡에서는 2018년 11월에 쿠팡 플렉스 경험자들

의 체험수기를 공모하여 1,3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파이낸셜뉴스 

2018/11/5). 이러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어떤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체험기를 검색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노동수기의 하나인 개인 블로그를 통해 플랫폼 노동

에 대해 이해하려는 시도는 적절하고 의미가 있다. 투잡을 하는 플랫폼 노

동자들의 담론을 발굴하여 분석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두 사례를 선정하

였다. 우선 주요 포털의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배민 커넥터, 쿠팡 플렉스 

등의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그 중에서 작성자가 ‘투잡’을 하는 블로거

이면서,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게시물이 최소 20여건이 되고, 블로그 내용

에 다른 사용자들과의 소통이 활발하며, 체험내용에 대한 상세한 서술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블로그를 선별하였다(상세 소개는 부록 참조).

더불어 ‘자아실현을 위한’ 투잡 사례 및 청년노동자들의 전체적인 상황

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김민규(인천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임기현(인천알

바노조 전 사무국장)과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임기현의 투잡 체험은 본

업-부업 관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플랫폼 노동과 디지털 노동수기┃이재성

- 99 -

사례이기도 했다. 추가적인 연구 대상은 언론 기사이다. 디지털 노동수기 

담론을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담론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상업적·정치적 담론의 텍스트·비텍스트적 요소를 함께 분석

할 수 있는 비판적 담론 분석(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플랫폼 노동과 연관된 공식적·비공식적 담론과 담화를 분석하

였다.3) 특히 N. 페어클러프가 사회적 담론 내의 ‘논증(argumentation)’이

라는 성격을 강조하면서 상업 광고나 정치 광고, 그리고 언론 기사나 다양

한 문헌 자료들을 ‘발화 행위의 정치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김현강·신유리 역 2015). 이 방법론은 첫째, 문자와 함께 이

미지, 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블로그나 웹싸이트를 통합적으

로 분석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담화와 담론의 형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석 텍스트에 내재된 논증의 구조의 기본 요소들을 재

배열함으로써 비교 분석을 위한 통일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디

지털 노동수기가 블로그로 작성되면서 ‘사적 기록’이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광고’ 텍스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된 만큼, 기존의 

노동수기에 대한 문학적 접근이나 네러티브적 접근과는 다른 차별화된 분

석 방법으로서의 유용성이 있다.

3)  담화와 담론은 영어로는 ‘discourse’로 같은 표기여서 학제간 연구에서 혼선을 초래한다. 페어

클럽(2012)나 Gee(2014) 등은 소문자와 대문자를 사용하여 개념을 구분하여 문제를 해결하

고 있다. 개별적이고 자의적 수준에서 경험을 의미화하는 언어사용은 담화(discourse)로 표기

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집합적이고 추상적이고 상대적으로 체계화된 논의는 담론(Discourse)

으로 표기하는 것이다(신동일 2018). 이 글에서는 텍스트를 통해 담론의 논증 구조를 단단하

게 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담화와 담론을 구분하였다. (본문에서 Fairclough 표

기는 ‘페어클러프’로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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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 광고와 언론 보도 담론의 형식과 논리

기업과 정치인, 시민단체와 언론 등은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발신하고 

이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담론의 

형식은 다양하다. 광고, 연설, 이벤트, 기사, 성명서, 보고서 등은 소통을 위

한 담론의 다양한 종류들이다. 담론 형식은 각각 세부적인 하위 형식들로 

구분될 수 있다. 언론 기사는 사건 보도, 심층 보도, 인터뷰, 기고, 칼럼, 사

설 등의 세부 형식들에 따라 각각 다른 목적을 갖는다. 광고는 그 형식의 

무한함이 특징이다. 광고를 전달하는 매체별로도 분류되고, 광고 전략이

나 범위, 표현 방식 등에 따라 분류되지만, 사실상 그 한계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인,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 대부분의 발

화자들은 광고 담론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다. 정부의 브리핑이나 기념식, 

시민단체의 집회와 시위, 학계의 논문 작성 이외의 학술 활동(세미나, 성

명서 등) 등에서 사용되는 설득의 수사적 기법들은, 정치광고나 홈쇼핑에

서 등장하는 광고에서도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원리이다.

담론 형식의 다양성과 ‘수사적 기법’들을 분석하는 것은 흥미롭지만, 담

론들 간의 논리적인 분석을 어렵게 만든다. 반면에 담론에 내재하는 ‘논

증’ 형식의 기본 요소는 동일성이 있어서 체계적인 비교 연구에 용이하다. 

이 연구에서 담론과 담화를 각각 정의한 바를 고려해도, 담화와 담론을 구

분할 때에 바로 논증 구조의 완성도를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

을 것이다. 페어클러프는 진리나 과학적 법칙을 증명하는 이론적 논증과 

구별되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결론을 이끌어내

는 논증을 ‘실제적 추론(practical reasoning)’이라 정의했다. 실제적 추론

으로서의 논증의 요소는 담화의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

고 생각되는 행위에 대한 주장, 그리고 주장에 대한 논거로 이루어지며, 그

에 영향을 주는 가치와 이러한 담론이 벌어진 상황으로 구성된다(김현강 



플랫폼 노동과 디지털 노동수기┃이재성

- 101 -

2014).

1. 배민 커넥트 광고 담론과 논증 구조

배민 커넥트와 쿠팡 플렉스는 모두 감성적인 영상 광고로 투잡, 부업 노

동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먼저 쿠팡 플렉스의 공식 싸이트와 유튜브 채널 

‘쿠팡 플렉스 뉴스룸’에는 여러 영상물이 올려져 있는데 모두 ‘체험수기’로 

구성되어 있다. 2분 내외의 긴 영상에 취준생, 주부, 자영업자, 학습지 교

사 등 아르바이트가 필요하거나 부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쿠팡 플렉스를 

통해 원하는 바를 얻었다는 증언(인터뷰)과 증거자료(일상생활과 배달 장

면 촬영)를 감성적인 음악과 더불어 편집을 하여 제공하고 있다. 실내 인

터뷰는 세 대의 카메라가 각기 다른 각도와 구도로 구술자를 찍었고, 야외

에서 촬영된 일하는 장면도 조명과 색감, 움직임과 동선 등의 완성도가 높

다. 구술자들의 말투, 표정, 표현 등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연출되어서 전체

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들여 촬영을 했고, 주인공들 역시 촬영 현장에 충분

히 적응했음을 알 수 있다. 

비평적 시각으로 살펴보면 이 영상들이 정교하게 기획되고 연출된 작품

임을 알 수 있지만, 일반 시청자들에게 이들 영상은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광고 형식, 즉 ‘광고처럼 보이지 않는 광고’, 다큐멘터리 스토

리텔링형 광고의 효과를 얻고 있다. 그에 반해 영상의 서사적 구성과 논증 

구조는 평이하고 직접적이며, 시청자들에게 쿠팡 플렉스를 홍보하고 권유

하는 메시지 즉, ‘나는 쿠팡 플렉스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는 명시적 

주장(영상 텍스트의 표층 메시지)에 더해, ‘그러니 당신도 쿠팡 플렉스를 

하라’는 추론의 의한 암묵적 메시지(함축, 심층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반면 배민 커넥트 광고는 쿠팡 플렉스 광고물과 유사한 다큐멘터리 형

식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선 배민 커넥트 광고는 각 30초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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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짧다. 영상물로 다 전하지 못하는 정보가 많다보니 웹싸이트 내에 따

로 추가해 두었다. 또한, 영상광고는 직간접적으로 ‘배민 커넥트를 하면 좋

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노동윤리에 대한 담론을 설득하려

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배민 커넥트의 광고 영상은 두 가지가 있다. 영상 (가)에서는 댄서 겸 디

자이너가 남성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는 15년 경력에 세계 대회에도 나

가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멋진 춤을 보여준 후, “제

가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 옷도 만들고 있어요.”라며 분위기를 바꾼

다. 그리곤 “제 직업이 뭐냐구요?”라고 시청자에게 묻는다. 갑자기 조용해

지며 영상은 주인공이 배민 커넥트 복장을 입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인공이 음식을 배달하는 장면이 지나가고, 다시 화자의 목소리가 등장

하며 “그게 뭐 중요한가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건데.”라는 대답이 들린다. 

영상은 “춤도 추고, 디자인도하고, 배달도 하고.”라는 말로 마무리된다.

영상 (나)는 (가)과 동일한 음악과 구성에다가 주인공의 직종과 성별만 

바뀌어 있다. 연기자로 설정된 여성 주인공은 ‘내 안의 목소리에 집중할 

때’가 많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다른 사람

들은 본인에게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그녀는 학생들도 가르치

고 있다고 하며 역시 “내 직업이 뭐냐구요?”라는 질문 이후 배민 커넥트로 

일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잠시 소리가 끊긴 후 그녀의 대답이 들려온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요.”, “연기도 하고, 학생도 가르치고, 배달도 

해요.”라며 영상이 끝난다. 두 광고 담론의 논증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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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들

주장

:  본업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치

:  눈치보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기

목표

:  전문인이 되는 

것 (연기자, 

디자이너, 

댄서, 강사 등) 

수단

:   배민 커넥트

  (영상으로만 

보여줌)  

논거

1)  부업으로 일하는 

30대 사무직

2)  운동 겸해 일하는 

바리스타

3)  짬을 내 일하는 

취준생

4)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는 직장인

5)  평균 시급 15,000원 

(광고 당시) 

[표 1] 배민 커넥트 광고 담론과 논증 구조

영상 광고물과 별도로 배민 커넥트 모집 싸이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논거’들을 통해서 배민 커넥트는 ‘편안하고, 시공간적으로 자유롭고, 운동

이 되며, 자기 주도적이고, 자율성이 높고, 시급이 높은 부업 또는 아르바

이트’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4) 또한,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스토리텔링 광고를 통해서 배민 커넥트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창조

적이고, 전문적이고, 자기 주관이 강하며,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

을 지도할 만큼 능력이 있으며, 자신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매력적

인 인간으로 그리면서, 배달 아르바이트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광고는 배민 커넥트를 하라는 주장을 펴

는 논증 구조가 아니라, 그것을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배치하고, 배민 

커넥트의 영상에서 소리를 중단시킴으로써 아예 명시적 발화 구조 내에서 

4)  논문 집필 시점에 보이던 광고가 논문 심사 후 수정 시점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었다. 표 내용은 

집필 시점의 정보이다. 새로 바뀐 논거 정보는 세 개로 줄어든 대신 ‘실명’과 사진이 포함되었

다. 옛 정보 중에서 시급이 15,000원이라는 것과 운동을 겸한다는 내용, 그리고 취준생의 사례

와 직장 스트레스 등의 내용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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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커넥트를 생략시켰다. 그러면서도 배달하는 모습과 소리에 더욱 집

중하게 만드는 이중적 효과를 주었다. 따라서 영상 자체에서 중요한 것은 

배민 커넥트가 아니라 주인공(즉 시청자 자신)의 꿈과 재능이 되며, 안정

적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의 기성 노동윤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가 발신된다. 새로운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N잡러’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들만의 당당한 노동윤리가 구성되고 있다.5)

2. 보수와 진보 언론의 담론과 논증 구조

플랫폼 노동에 대한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의 담론을 비교하기 위해서 

각 두 개의 언론사를 선정하여 기사를 분석한 결과 경향신문의 주도적 역

할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우선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2개

월 간 ‘플랫폼’, ‘노동’, ‘기업’ 등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각 언론사 자체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 문화, 과학기술 등의 이슈를 배제하고) 플랫폼 노

동과 플랫폼 기업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사만을 선별적으로 검색한 

결과, 한겨레 39건, 중앙일보 29건, 조선일보 28건임에 비해 경향신문은 

97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진보 언론의 경우 플랫폼 기업 관련 보

도를 할 때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는 기사가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

었다. 

5)  구술자 김민규는 대학 학생회 활동을 하다가 연결이 되어 프리랜서 행사 진행자(MC)로 아르

바이트를 했고,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도 했다. 취업 후에도 대리운전 등 ‘N잡’을 했고, 

최근에는 인천청년유니온 활동을 더 많이 하기 위해 본업까지 그만두고 자발적인 투잡러가 되

었다. 코로나19로 행사 이벤트가 사라지면서 쿠팡 플렉스로 수입을 보충하고 있다. 자아실현

을 위해 플랫폼 노동에 유입되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으며, 그들 사이에서 몇몇 플랫폼 노동은 

‘그나마 좋은 부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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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플랫폼 노동 관련 언론 보도 

구분 전체
사건보도

심층보도, 

체험보도

인터뷰, 

기고, 칼럼
사설

노동 기업 노동 기업 노동 기업 노동 기업

진보
경향 97 30 16 24 - 20 7 2 -

한겨레 39 11 7 8 - 4 7 1 -

보수
중앙 29 7 13 3 - 2 3 - 1

조선 28 9 13 3 2 - 1 - -

자료(설명):  각 언론사 자체 검색시스템 활용. 2019년 5월 1일 ~ 2020년 4월 30일까지(검색일: 2020년 5

월 8일) 

진보적 언론은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노동’ 측의 입장에서 기사를 작

성하는 특징을 보인 반면 보수적 언론은 상대적으로 ‘기업’ 측의 입장을 반

영하고 있었다. 사건보도의 경우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노동 관련 기사

보다 기업 관련 기사를 더 많이 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사 제목과 내용

에서 기업이 행위(발화)의 주체가 되는 특성을 보였다. 즉 중앙일보는 이

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금지법’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대담회에서 한 발언

을 기사화하면서 “이재웅, ‘우버 기사 같은 플랫폼노동자 보호하는 법 필요

(중앙일보 2020/1/17)’”라는 긍정적 메시지의 제목을 선정한 반면, 경향신

문은 “이재웅 ‘타다는 나눠 쓰는 서비스’ … 박경신 ‘타다 위해 새 차 구입, 

공유경제 맞지 않아”(경향신문 2020/1/16)라는 제목으로 대담자인 박경신 

교수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부각시켰다.

보수 언론은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면서도 이를 ‘피할 수 

없는 디지털 전환기의 현상’으로 보고, 새롭게 생성되는 일자리의 가능성

에 주목하고자 한다(중앙일보 2020/2/13). 또한 노동자가 한 회사에서 수

십 년간 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 형태는 대부분 사라지고 ‘긱 이코노미’가 

보편화 될 것이라는 한 미래학자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암울한 전망을 제

시하면서도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기업의 등장’에서 희망을 찾는다(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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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 2020/1/4). 조선일보 역시 배달 노동자들의 이슈를 다루면서도 플

랫폼 기업의 발전과 ‘진화’라는 관점의 기획 기사를 내보냈다. 예를 들어 

“[2020 유통트랜드] 디지털 전환 본격화 … ‘원할 때, 간편하게’ 쇼핑하세요

(조선비즈 2020/1/1)”나 “오늘도 시켜 먹었다 … 음식배달 1조원 시대(조

선일보 2020/1/3)” 등의 기사 등의 논조가 주종이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

과 관련해서는 심층 기사나 사설이 없다. 분절적인 보도 기사만을 가지고 

보수 언론의 플랫폼 노동 담론의 논증 구조를 구성하기는 어렵다.6)

반면에 진보 언론의 기사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을 중심으

로 이슈를 다루고 있다. 노동 측의 입장에 가까운 학자들과 라이더유니

온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인터뷰 기사나 칼럼, 그리고 기

자들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직접 취재한 ‘르뽀’형 기사 등을 다수 게재하

고 있다. 예를 들어 “[2020 노동자의 밥상] 별도 콜도 뜨지 않는 밤, 불은 라

면 삼키는 대리운전기사(한겨레 2020/2/19)” 기사나, “출퇴근 관리받는 프

리랜서? 타다 기사 안전벨트 풀어버린 지노위(한겨레 2020/2/8)” 등의 기

사는 감성을 자극하는 수사적인 제목이 선택되었다. 경향신문은 ‘녹아내

리는 노동’이라는 기획 기사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라는 측면에

서 플랫폼 노동을 다루면서 ILO, OECD 등 국제기구나 독일, 프랑스 등의 

플랫폼 노동권 보호 조치 등을 적극 소개하고 있다(경향신문 2019/12/6; 

2020/2/18). 한겨레 역시 비슷한 논조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

적 경제 분야를 통한 대안을 상대적으로 기사화했다(한겨레 2019/12/2; 

2019/12/9; 2019/12/11). 

6)  보수 언론의 담론은 노동보다 기업의 차원에서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주제

의 유일한 사설인 “‘실리콘 밸리에는 출퇴근 시간 없다’는 장병규 보고서”(중앙일보(사설) 

2019/10/28)와 연결된 인터뷰 기사인 “[김동호의 직격인터뷰] 내일 당장 망할지 모르는 데 벤

처가 어떻게 52시간 지키나(중앙일보 2019/11/4)”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그

리고 해당 사설과 기사의 바탕이 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

원회 2019)이 주요 참고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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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열악한 플랫폼 노동의 급증

:  노동법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 구 시스템의 한계 노정  

주장

:  ‘일하는 모두’의 권리 보장 필요 

(다양한 집단의 근로자성 인정) 

: 광범위한 사회보장 제도 마련

: 직업교육 강화

가치

: 인권

: 사회권

: 노동권

: 민주주의

목표

:  취약 노동자층 

보호

: 삶의 질 향상

: 사회통합 

수단

:  정부의 적극적 

개입

:  사회협약

: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논거

1)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 증가

2)  일자리 감소, 

불안정성 증가

3)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미흡

4)  미국, 독일 등에서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사례

5) ILO, OECD 등의 

연구와 권고

[표 3] 진보 언론의 플랫폼 노동 담론과 논증 구조

진보 언론을 통해 재구성한 플랫폼 노동 담론은 사건보도와 심층보도를 

통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비중 있게 다루고 그것을 보편

적 논리로 전환시키는 진보 학계의 논의를 충실하게 전달하면서, 하나의 

체계적인 입장을 형성해 갔다. 진보적 담론에 따르면, 현재의 노동법과 사

회보장법은 19세기 이후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경제

적 시민권의 원천이었으나 이제는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

하는 산업노동의 환경에 법제도가 인권과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서는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는 ILO의 ‘일의 미래를 위한 100주

년 선언’이나 독일의 ‘노동4.0’ 전략 등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시

대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하며, 기업은 사회적 책

임을 다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거시적인 담론으로서 기존 플랫폼 노동 담론은 투잡이나 N잡의 영역

에 대해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은 담론의 공백이다. 플랫폼 노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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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50%에 가까운 노동자가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비중

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노동시장 정책이 ‘좋은 일자리’ 본업 하나

만 가지고도 충분히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아

니면 기술발전과 산업변동의 흐름 속에서 이전의 노동시장 모델은 더 이

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정책의 방향을 변경해야 할 것인가. 현

재 주류적 담론은 이런 논쟁점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이

전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 확보라는 당면한 목표

를 기본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전체 플랫폼 노동 담론을 구성하고 있다.  

Ⅲ. ‘투잡’ 배달 노동 수기의 형식과 논리

2000년대 이후로 블로그는 개인 일기장의 역할과 함께 개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채널이 되어 왔다. ‘서비스형 블로그’의 등장과 디지털 카

메라의 대중화, 그리고 스마트폰의 전면적인 보급으로 인터넷은 개인의 

삶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이 되고 있다. 일부 블로거들 중에는 대중적 ‘스

타’가 되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어서, 2019년 조사 

결과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중 2위가 블로거 또는 ‘크리에이터’인 시대

가 되었다.7) 디지털 노동수기의 형식과 논리를 보기 위해서 선정된 두 개

의 블로그를 분석하였다. 역사적으로 주된 담화 형식은 구술에서 필사로, 

필사에서 인쇄로 변화해 왔다. 현대에 들어 영상은 텍스트를 ‘다감각화’했

으며 디지털은 구술의 상호작용성을 복원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담화는 

7)  이 글에서 다루지 않지만 크리에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직종이자 새로운 부업으로 떠

올랐다. 유튜브(YouTube)의 수익 창출 승인 계정의 경우 구독자 숫자가 1만 명 이상이면 

200만~300만 원 선에서 매매될 정도이다.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신동아 

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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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와 인쇄 시대를 지배했던 서사의 원리가 아니라, 구술적 내러티브인 

‘스토리텔링’의 담화 양식과 유사하다. 즉, 문학적 노동수기와 디지털 노동

수기는 담화 형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담화를 개별적이고 자의적 수준

에서 경험을 의미화하는 언어사용이라고 했을 때, 이는 스토리텔링의 양

식과 유사한 것이며 상호작용성, 네트워크성, 멀티미디어적 복합성, 완전

복제성, 이야기의 층위가 다중적인 비선형성, 결말이 열려 있는 개방성 등

의 특징을 보이게 된다(류은영 2010, 83; 89-90).

1. ‘직장인 투잡연구소’: 부업 관리의 담화 

‘직장인 투잡연구소’ 블로그에는 투잡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후 괄호 안 숫자는 2020년 5월 10일 현재, 메뉴 내 작성된 게시물의 숫자

이다.) 첫째는 ‘현장투입형 투잡’으로서 그 하위 직군으로는 ‘운전 직군’(6), 

‘배달 직군’(39), ‘기타 직군’(0)으로 구분하였다. 둘째는 ‘재택부업형 투잡’

으로서 그 하위로는 ‘블로그 관련 팁’(0), ‘티스토리 블로그’(7), ‘네이버 블

로그’(6) 등으로 구분하였다.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투잡을 분류하고 있

으나 전체적으로 ‘현장투입형 투잡’ 중에서 ‘배달 직군’ 분야가 블로그 내용

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별도의 폴더로 ‘월별 수입 마감’(8)과 ‘끄적 

끄적’(1), ‘알림&필독’(5), ‘공지사항’(2) 등이 대부분 쿠팡 플렉스에 대한 글

이다.

블로그 게시물의 유형을 보면 자신과 관련된 기록 중에서는 ‘수입’에 대

한 내용이 절대적으로 많다. 오승윤은 ‘월 목표 대비 실적’이라는 자체 정

산표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 꾸준히 자신의 노동과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 

근무일수, 수입, 시급 등에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실적’을 기입

하면, 각각에 대한 ‘달성율’이 계산이 되는 표이다. 본인 스스로 근무일수, 

수입, 시급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한다. 오승윤은 ‘최소 시급 12,525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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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다(“내 인생, 투잡 준비하기” 2019/9/10). 이 목표치

는 일반적으로 심야나 새벽에 일을 해야 하는 투잡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

여, 최저임금(2019년에 시급 8,350원)에 연장수당(×1.5)을 적용하여 책정

한 것이다. 그는 근무일수는 월 22일을 목표로 두고 있다. 대략 주 6일 출

근, 월 4주로 계산했다. 그리고 배송 물량은 1일 30개이고 1개당 단가는 

1,000원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플랫폼 노동은 정해진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하는 것, 즉 노동의 자율성

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그러나 오승윤은 스스로 노동조건과 목표

를 부과하였다. 스스로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는 대리운전 부업 

10년의 경험을 통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따라 일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없다’는 점을 체감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일을 하고 스스로를 관리하고 있

었다. 2019년 9월의 정산 내용으로는 근무일수 달성율은 95%, 수입 달성

율은 139%, 시급 달성율은 132%였다. 2019년 12월의 정산 내역은 근무

일수 목표 112% 달성, 수입 목표 183% 달성, 시급 목표 150% 달성이었다. 

시급 목표액을 (쿠팡이 선전하는 15,000원에 가깝게) 14,195원으로 설정

하고도 거뜬하게 초과달성하였다. 총 1,327,981원을 벌었다. 여기에 블로

그 광고 수입으로 41,855원(티스토리)와 55,000원(네이버)을 벌었다.

오승윤은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

고 있으며 코로나와 유명 연예인의 쿠팡 플렉스 체험이 방송을 타면서 블

로그 방문자가 늘어 광고 수입도 10만 원이 넘기도 했다. 그는 50세까지 

새벽 배송을 ‘투잡의 주업’으로 생각하겠다고 적으면서 50세 이후에 ‘조금

의 여유’를 찾아보겠다고 했다. 블로그는 장기적으로 이후의 ‘여유’를 위해

서 꾸준히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었다(“12월 쿠팡플렉스 후기 & 마

감” 2020/1/2). 이 블로그는 본인의 인생계획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전

략과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고 ‘연구’하는 공간이자 그 자체로 투잡의 수단

이다. 또한 본인의 노동과 수입을 기록하고 반성하고 숙련시켜 나가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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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기 관리 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블로그에는 다른 디지털 노동수기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불만과 비판

의 글이 극히 적다.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고객들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크게 불만을 갖지 않는다. 그는 그런 불만이 자신의 부업 수행과 

수입 증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 그는 현실적

인 판단을 하고 이성적으로 투잡 노동을 계획하는 ‘프로 투잡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담화는 자신의 노동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블로그

를 통해서 그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복

합적이고 기능적인 담화 구조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블로그는 부업이나 

투잡이 단순한 보조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면밀하게 ‘경영’되어야 하는 것

이라는 노동윤리를 함축하고 있다.

상황

: ‘보조 수입원’ 꼭 필요

: 4인 가족의 가장

: 지역 경제 침체, 본업의 위기

주장

:  부업은 필수이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부업이 있다. 

:  부업도 ‘관리’해야 돈을 벌 수 있다. 

가치

: 성실함

: 꾸준함 

: 경제적 안정

목표

:  독자 유입, 클릭 

유도 

:  자료와 정보 

축적

:  최소 시급 유지 

(예: 14,195원) 

수단

: 블로그  

: 쿠팡 플렉스

: 기타 등등

논거

1)  월별 수입 정산서

2)  전국 지역별 

배송구역 지도 제작

3)  배송 ‘팁’ 제공 

    (예: 제조사별 

디지털 도어락 비번 

설정형식)

[표 4] 블로그 ‘직장인 투잡연구소’ 담화와 논증 구조

오승윤도 플랫폼 노동의 모든 점이 맘에 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

주의자로서 오승윤은 ‘현재 이보다 나은 투잡은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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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최대의 수익을 추구해 나간다.8) 공동현관문에 디지

털 도어락 비밀번호 설정 문제로 배송의 어려움을 겪은 후에 그는 다섯 가

지의 제조사별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 체계를 조사하여 게시물에 올린다

(“쿠팡플렉스 공동현관문 출입 비번 공략!” 2019/12/10). 배송 일을 신청해

서 배차를 받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일을 나간다. 일단 나가면 현장에는 항

상 일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는 거리가 먼 지역을 맡게 되어도 기꺼

이 배송을 나간다. 묵묵히 성실히 일을 할 때에 더 많은 기회가 온다는 것

도 경험으로 얻은 지식이다. 관리 직원들은 꾸준하게 일을 잘 하는 그에게 

종종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긴급 물량’을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

에게 있어서 쿠팡 플렉서들을 통제하는 알고리즘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플랫폼 노동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며, 그는 시스템의 빈 공간에 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

2. ‘파란 모래시계’: 검증과 소통의 담화 

블로그 ‘파란 모래시계’의 운영자 임승호는 블로거로 ‘푸르른 등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임승호는 블로그에 음식, 식당, 드라마, 음악, 스포

츠, 신발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2015년 11월부터 2020년 2월

까지 총 1,111개의 글을 올렸다. 배민커넥트와 관련된 글은 2019년 10월 

7일에 처음 등장했다. “배민커넥트 신청 3회차에 드뎌 교육 확정되었다.”

는 제목으로 시작하여 총 19편의 글이 순차적으로 작성되었다. 게시물의 

메뉴 구성은 ‘배민커넥트 일기’(8), ‘배민커넥트 에피소드’(6), ‘배민커넥트 

8)  이것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다른 불로거의 항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민 커넥트를 하는 

블로거 노독행은 ‘돈도 별로 안되는 데 그걸 왜 하느냐’거나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계발을 해

서 몸값을 올리라’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이 “답답한 부류”라고 비판한다. 투잡을 하는 입장에

서 ‘사람들이 바보라서 푼돈받고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딱히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다(공도폭격기 블로그 “배민커넥트 후기 007”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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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5) 등 세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으나, 일기와 에피소드와 팁 사이에 분

량과 내용, 구성 등에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체 게시물이 바로 일

기이자, 에피소드이자, 팁인 것으로 보인다. 블로그의 마지막 글의 제목이 

“안녕하신가요??? 배민커넥트 계속 하고 계시나요??”(2020/2/13)이고, 그 

직전 글은 “배민커넥트 관둬야 할까요????”(2019/11/12)였다. 그는 2019

년 12월 29일 배달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배민커넥터를 하지 못

하고 병원 치료를 받으며 쉬고 있다. 임승호의 이야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내용이 ‘안전’이었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안전 문제를 

다루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도로 위의 약자로 볼 수 있는데 규정 상 배

송을 위해 인도 위를 다니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자

동차와 오토바이 모두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입장이 된다.9)

불의의 사고 때문에 임승호의 노동수기는 중단이 된 상태이다. 이 블로

그는 미완성의 담화이고, ‘직장인 투잡연구소’에 비해서 텍스트의 분량이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이 블로그는 배달 노동의 의미에 대한 고민이 담긴 

희소성 있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그의 블로그는 유

독 ‘대화형’ 제목과 문장이 많다. 독자들 중 배달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반응

을 지속적으로 묻고 답글을 요청한다. 임승호의 블로그는 구독자와의 ‘소

통’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

다. 그는 ‘사회적 연결망’을 원하고 있다. 아마도 사고로 인해 배민 커넥트

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 나갔더라면, 그의 노동수기는 점점 풍부해지고, 

체계화되어 갔을 것이다. 배민 커넥터는 처음에는 임승호의 기대를 충분

히 충족시켰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출현했다. 블로그 ‘파란 모래

9)  배달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천 청년유니온 김민

규 위원장도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병원을 다니느라 휴학을 했

다. 인천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실업계 고등학생이 많다. 배송 건수대로 돈을 벌

기 때문에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하게 된다. 김민규 위원장이 배달 일을 할 때 알던 사람들은 

전부 1년 안에 사고를 당했을 정도다(200328김 00:11:48, 0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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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의 담론 구조는 내적인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의 블로그는 

최종적인 판단, 즉 ‘주장의 보류’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다. 

상황

: 운동과 자전거를 좋아함. 

:  부수입을 원하는 프리랜서. 모친 병간호 중

주장의 보류

: (배민 커넥트, 계속 해야 할까요?)

가치

: ‘땀’(노력)

: 책임감

: 관계

목표

:  즐겁고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며 , 적절한 

수입을 얻는다.

수단

: 배민 커넥트

논거

긍정적 논거

1)  운동 효과 체감

2)  높은 수익 실현  

(초기 2주간)

부정적 논거

1)  최저 임금 이하의  

수익

2) 사고 위험 

3) ‘배달앱’의 문제점

[표 5] 블로그 ‘파란 모래시계’ 담화와 논증 구조

(검증 실패)

부업의 수입은 목표가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었다. ‘직장인 투잡연구소’

와 달리 ‘푸른 모래시계’ 담화는 ‘이 수입이 노동에 비해 적정한가’를 논하

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총 143건을 배

달하였고(평균 1일에 20.4건) 총 배달 거리는 95.8km였다. 배달료 합계

는 715,000원이고 여러 이벤트 혜택을 받아서 총 755,900원이 입금되었

다. 10월 25일에 두 번째 정산이 이루어졌는데, 총 배달 150건, 총 거리 

99.2km로 첫 주보다 약간 더 많아졌다. (그런데 본인 GPS로는 약 400km

를 이동했다고 기록이 되었다. 이는 회사 측 거리 계산이 두 지점 간의 직

선거리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동거리는 회사 측 수치에 약 3배가 

된다고 한다.) 최종 지급금액은 722,050원으로 약간 줄었다. 그의 배달 일

이 2주가 지나고 배달의 민족은 2019년 11월 6일부로 배달료 체계를 개편

하자, 수입이 급감하게 되었다. 이미 사고가 나기 전인 11월 12일의 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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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배민 커넥트 관둬야 할까요???”였다. 

수입 이외의 면에서도 불만족이 컸다. 2주차에 자전거가 고장이 나기 시

작하고 여러 부품들을 교체해야 했다. 배달 중에 바퀴가 펑크가 나기도 했

다. 근육통이 심해졌고 ‘피로감’과 ‘분노’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길

거리에서 자전거는 매우 위험했고 행인과 운전자들로부터 많은 경계와 욕

설도 들어야 했다. 16일차에 몸무게가 7kg이 빠져나갔고, 비가 오는 날 배

달료 500원이 증액되자 무리하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도 했다. 점점 ‘안전’

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12월 29일 배달 일을 하던 그는 비

접촉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을 접게 되었다. 갑자기 튀어나온 차와 겨우 충

돌은 피했으나 갑작스러운 핸들 조작으로 목에 심각한 통증과 디스크가 

왔다. 죽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임승호의 블로그 ‘파란 모래시계’는 영상제작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

신이 좋아하는 자전거 타기를 활용하여 배민 커넥터로 투잡을 하는 사례

이다. 대학 시절부터 살고 있는 익숙한 동네에서 익숙한 가게들과 집들을 

연결하는 배달 노동은, 좋은 체격에 운동을 좋아하고 힘든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그에게는 큰 어려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는 

너무도 위험한 교통수단이었다. 오토바이를 포함해 이륜차 사고는 빈번하

게 발생했고 그 자신도 3개월 만에 사고를 당해 본업까지 지장을 받게 되

었다. 

그의 블로그는 새로운 플랫폼 노동에 대한 검증 과정이었으나 결국 그

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블로그는 중단되었고 배민 커넥터가 투잡으로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의 검증은 비단 시급이나 안전 문제

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배달 노동의 의미와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

을 하게 되었다. 배달 노동자가 식당이나 고객과의 관계에서 감당해야 하

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함께 일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

행할 때 플랫폼 노동의 가치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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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플랫폼 노동 담론: ‘투잡’과 배달 노동의 의미

플랫폼 노동 담론은 사회적으로 ‘취약 노동 계층’이나 ‘노동법 사각지대’

라는 프레임을 중심으로 노동권과 인권 담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하

지만 주류 담론과 별개로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진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

되고 있어서, 이미 우리 생활세계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플랫폼 경제 

시대의 일자리는 불안정하다. 서비스 업종은 물론이고 이제는 전통적 제조

업 일자리도 위협을 받고 있다. 이전의 불안정 노동 부분은 플랫폼 경제로

의 전환 과정에서 가장 먼저 플랫폼 노동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배달노동

은 그 대표적인 분야이다. 택배 노동자, 대리기사, 배달 라이더 등을 중심으

로 플랫폼 노동 담론이 구성되기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진보 언론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 보호’ 담

론은 전체 플랫폼 경제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고,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투잡 노동자들과, 그 내부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있

고, 논증 구조 상 ‘일하는 모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현가

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과 가치의 영역이다. 즉, 진보 언론을 통해 구성

된 담론의 논증 구조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증이 아니라 거시적

인 방향성과 현실 판단에 대한 이념적 해석틀의 구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거시적이고 이념적 담론은 실현가능성을 논쟁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구체적 

담론으로 분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담론의 대상이 되는 주체들과 분야들

에 대한 미시적 연구를 통해 가능하다. 

물론 미시적 담화들이 공백이 없는 것은 아니며 미시적 차원의 특성상 

협소한 체험 속에 갇힐 위험이 있다. 주류 담론에서의 노동권이나 노동법 

논의가 대다수 ‘투잡’ 플랫폼 노동 관련 디지털 노동수기에서 드러나지 않

는 것도 미시 담론의 공백이다. 따라서 담론들은 상호 소통할 필요가 있

다. ‘투잡’은 노동시간을 극한으로까지 밀어붙이게 만든다. ‘수익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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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위해서 투잡을 많이, 열심히 할수록 가까운 주변 인간관계가 소원

해지고 우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200328김 00:16:25). 투잡, 쓰리잡을 

해도 충분한 소득이 채워지지 않는 구조적인 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점

검을 할 필요가 있다(200413임2 00:42:20). ‘관계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다. 배달 노동자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식당 주인과 고객 사이의 소통의 역

할을 맡기는 것은 자칫 업체나 고객의 갑질을 유발하는 등의 노동통제와 

억압적 요소가 될 수 있다(200413임2 00:29:15).10)

거시 담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잡 배달 노동자들의 디지털 노동수

기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의미 있는 담화의 논증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

다. 첫 번째는 ‘수익성’ 담화이다. 이것은 주로 ‘직장인 투잡연구소’ 블로그

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두 번째는 ‘관계성’ 담화이고, ‘푸

른 모래시계’ 블로그와 인터뷰 내용이 자료로 사용되었다. 인터뷰는 블로

그에서 발견되는 키워드와 사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임승호의 블로그는 사고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뷰 내

용이 비중있는 보완적 텍스트로 사용되었다. 두 사례가 각각 구성하고 있

는 담론은 투잡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

라, 수익성과 관계성을 지향하는 사례들 중에서 각각을 가장 뚜렷하게 보

여주고 있는 ‘적실성 있는’ 사례이다. ‘직장인 투잡연구소’ 게시글 안에도 

‘관계성’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푸른 모래시계’ 블로그 안에도 ‘수익성’ 담

화가 존재한다. 두 가지 담화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이 사례들은 

담화의 내용 때문에 자의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담화의 형식과 특성

의 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선정되었고,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은 형식과 논

증 구조 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것이다.11)

10) 본문에서 구술자료를 간접인용할 때 ‘자료코드+시간코드’ 형식으로 표기할 것이다.

11)  노독행의 블로그에 관련 주제로 34건의 많은 게시물이 있었지만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는 블로거의 지역 특성, 텍스트의 분량, 독자와의 소통 정도, 게시물의 적절성 여부(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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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성: 현실 적응과 미래의 준비

‘직장인 투잡연구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오승윤은 아내와 아들(11

세) 그리고 딸(8세)로 4인 가족의 가장이다. 창원에서 태어나 토박이로 창

원에서 살고 있고 블로그에서 ‘창원의 남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네이버 블로그(‘창원에 살으리랐다’)에 글을 올리기 시작

했고, 6월부터 쿠팡 플렉스 일을 시작하면서 체험기도 올리기 시작하여 

‘주경야경’이라는 폴더 아래에 ‘투잡정도는 해보자’라는 하위 폴더를 만들

어 총 29개의 글을 올렸다. 그리고 2019년 9월 9일에 ‘직장인 투잡연구소’

라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했다. ‘직장인 투잡연구소’ 블로그는 본인의 

투잡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블로그 활동을 통해 부수적인 ‘광

고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였다. 처음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

다가 티스토리로 옮기게 된 이유가 바로 ‘더 많은 광고수입’ 때문이었다. 

네이버 블로그 광고수입(애드포스트)보다 티스토리에서 ‘구글 애드센스’

로 광고를 올려 더 많은 수입(월 5~6만원 정도)을 얻고 있다.12)

이렇게 전문적인 ‘투잡러’가 되고 싶은 오승윤은 본업으로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사무직으로 주로 일한다. 지난 10년 간 네 번 이직을 하였는 데 

자료 유무, 비속어 비중 등) 등 비교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사례 선택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 

12)  블로그 게시물 안에 광고 배너를 삽입하여 사용자가 해당 배너를 클릭하여 수익이 산정되는 

온라인 ‘검색 광고’ 방식을 CPC(Cost Per Click)이라고 한다. 구글 애드센스(adsense)와 네

이버 에드포스트(AdPost)가 대표적이다. 네이버의 경우 광고 수익이 전체 매출의 73%에 달

했고 이 중에서 CPC 부문의 매출이 46%로 가장 높다(2017년 기준, 헤럴드경제 2018/4/25). 

또한 네이버 블로그의 월평균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로 올랐고, 창작자 중심의 검색 서비스 

‘인플루언서 검색’ 등을 통해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월 1,000만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올리는 

창작자도 등장했다(ZDNet Korea 2020/5/11; 연합뉴스 2020/5/8). 그러나 개인 블로그에 올

리는 광고 수수료는 구글 애드센스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오승윤은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물품 판매에 따라 수익을 받는 CPS(Cost Per Sale) 방식의 쿠팡 파트너스

(partners)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현재 이 부문에서는 거의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

고 한다.



플랫폼 노동과 디지털 노동수기┃이재성

- 119 -

그 중 두 군데 회사는 부도가 났었고, 한 군데 회사에서는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했었다. 창원 지역의 제조업 위기로 인한 고용 위기를 겪는 가운데 결

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60~70%의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2009

년부터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해 왔다. 대리운전은 퇴근 후인 저녁 8~9시

부터 새벽 1~2시까지 약 5~6시간 일했고 주 5일을 일했다. 그렇게 10년 간 

거의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대리운전을 했다. 하지만 대리운전은 ‘기사들

에게 좋은 것은 없고, 업체 배불리기’였다. 즉, 총 매출에서 30% 정도를 이

러 저러한 수수료로 떼어야 했다. 그나마 2017년부터 지역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대리 기사가 크게 늘었다. 점차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상황에

서 수입이 크게 줄게 되었다. 2016년까지 평균 180~200만 원 정도 총매출

(실제 소득은 140~150만 원 정도)을 올리던 것에서 2017년 이후로는 총

매출로 120~140만 원 정도(실제 소득으로는 80~90만 원 정도)에 머무르

게 되었다. 수입이 크게 줄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거의 가질 수 없다

는 점 때문에 새로운 부업을 찾게 되었고, 2019년 6월에 쿠팡 플렉스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200509오 00:04:40~00:14:46).

오승윤의 블로그 ‘직장인 투잡연구소’는 ‘프로 투잡러’가 되고자 하는 많

은 사무직 노동자들의 생각과 생활을 보여주는 디지털 노동수기이다. 창

원 토박이로서 부업 대리운전 경력만 10년이 넘는 그는 쿠팡 플렉스와 함

께 블로그 광고 수익을 얻고자, 쿠팡 플렉스와 투잡을 주제로 한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성공한 ‘프로 투잡러’가 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의 노

동을 통제하며 관리한다. 그 내용이 다시 블로그 수익 창출의 ‘콘텐츠’가 

되는 담화의 이중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노동시간과 시급과 수입의 목표

를 설정하고 매일 기록을 남기며, 매달 정산을 통해 목표 부문별 달성율을 

체크한다. 그는 부업을 놀면서 일하거나,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10년 째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그의 평균 수면시간은 4~5시

간에 그치며, 평균 노동시간은 본업을 포함하여 주 6일에 하루 15~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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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몸담았던 회사들이 부도로 쓰러져가면서 

4번의 이직을 해야 했던 산업도시 ‘창원의 남자’는 냉철한 현실주의자로서 

세상에 대한 불평이나 비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해 나간다. 대리운전

보다 수입이 좋고 오토바이 배달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쿠팡 플렉스 일에 

만족하며, 본업 회사나 쿠팡 플렉스 관리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다. 

2. 관계성: 배달노동의 의미와 인정의 요구 

 임승호는 인하대에서 체육 쪽 전공을 하다가 사정상 졸업을 하지 않았

다. 자전거 타는 것이 취미이고, 운동을 좋아하고, 땀을 흘리는 것을 좋아

하는 사람으로서 배민 커넥터에 끌려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본업은 영상 

작업을 하는 프리랜서이며 최근에는 어머니 간병을 하고 있다. 회복이 어

렵다는 진단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나아지고 있다. 물론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하기도 했고, 간병을 하며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답답할 때 기분 전환

도 될 겸, 배민 커넥터를 신청하였다. 병간호를 하면서 소홀해졌단 사람들

도 다시 만나고, 하지 못했던 운동도 다시 하게 되는 등 배민 커넥트 체험

이 꽤 도움이 되었다(200324임 01:46:50).

임승호는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서울에 살다가 본인이 

네 살이나 다섯 살 때 인천에 집이 이사를 와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인

하대 앞에서 오래 살아왔고, 식당들 중에는 20년 단골인 식당도 있다. 배

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익숙한 동네에서 잘 아는 식당 주인들이 만든 음

식을 배달하면서, 그는 “가족처럼 관계성을 잘 쌓아서” 그리고 새로운 동

네에서 만나는 식당 주인들과는 새로 관계를 맺어 가면서, 그는 오히려 식

당 주인들에게 자신이 먹는 과자나 사탕 등의 간식까지 나누어 먹으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일한다는 기분”으로 일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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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고객에게 잘 전달해 주도록 하자’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200324임 

00:37:20).

그래서인지 임승호는 식당 주인이 음식을 만들면서 고객에게 꼭 설명해

야 하는 일들이 생기면 자신이 설명을 잘 들었다가 고객에게 전해주고, 고

객이 설명을 들은 후 만족해할 때에 보람을 느낀다. 또한, 고객이 납득했다

는 것을 다시 식당 주인에게 전하면서 배달 노동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

견한다. 즉 고객들은 음식이 늦어진 이유나 음식 상태에 대해서 궁금해질 

때가 있지만, 배달일 경우 사장들이 고객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다. 

오직 배달 기사만이 그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즉 배달 기사

들이 “음식을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주인과 고객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 주면 고객들이 그 가게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200324임 01:35:50). 배달 기사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기사들

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고 소득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고객들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민감한 편이었다. 배민 

커넥터들을 무시하는 고객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많이 

했고, 배려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배달하는 일

도 콜센터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감정노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이렇게 일하는 거긴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잘 갖다 주는 개념이나, 친절하게 하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잊고 

그냥 ‘건당 얼마’ 이런 차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200324임 00:45:13). 사고가 나자 배민 측은 전화 한 통 없이 ‘부품을 갈 

듯이’ 카톡으로 툭, 툭, 사무적인 안내만을 해 왔다. 모든 책임이나 사건 처

리는 개인에게 맡겨졌다. 임승호는 전화를 통해 ‘이렇게 하는 것이 회사의 

최선이냐, 전화라도 해서 경위라도 묻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항의를 

했다. 다친 사람은 다른 건강한 사람이 대체하면 그만인 관계인 것이 허탈

했다(200324임 0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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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노동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몸을 쓰는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해 보았다. 군대 시절 행정병으로 일하면서 너무 편안했기에 오

히려 답답했다. 제대 후에는 물류센터, 공항 화물, 우유 배달 등 고된 일

을 일부러 선택했다. 인하대를 다니면서 농구부를 만들어 활동했을 정도

로 운동을 좋아했기에, 일도 몸을 쓰는 일에서 가치를 느낀다.13) 그는 힘

든 일을 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따뜻하다고 느낀다. 

우유 배달할 때 아파트 14층에 딸기우유 하나 배달하러 갈 때 만났던 중년 

여성이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쏘아붙였던 기억을 잊지 못한다. “(일이) 

힘든 게 힘든 게 아니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힘든 것”이다(200324임 

00:55:29).

Ⅴ. 결론

산업의 디지털화는 노동의 세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플랫폼 노동

은 그 하나의 사례이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의 범위와 유형이 매우 넓고 복

잡하고,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하여 대

책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마도 당분간은 이런 상태가 지

속될 것이다. 그럴수록 각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성과가 하

13)  구술자 임기현 역시 소위 ‘꿀알바’보다도 적당히 힘든 일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대학 진학

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노동문제에 눈을 뜨게 된 구술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리고 초기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만났던 동료와 선후배들을 보면서 확실한 노

동윤리를 내면화하게 되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소

신으로 아르바이트에 임했고, 투잡, 쓰리잡을 하는 동료들이나 식당 일을 자기 일처럼 하

는 선배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기도 했다. 그러한 성향과 태도는 사회생활에 대한 윤리와 

기준이 되었고, 자신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200413임2 

00:37:40~00:39:18). 임기현의 노동윤리는 스스로에게 노동법 상의 주휴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듯 보이며, 대부분의 업주들은 그의 요구를 들어 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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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둘 쌓여 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담론을 다루면

서, 그 비중에 비해서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던 ‘투잡’ 배달 노동의 담론을 

분석하였다. 플랫폼 경제가 점점 확산된다면 플랫폼 노동 역시 더 우리 생

활세계에 깊게 파고들어올 것이고, 그 결과 많은 노동자들은 ‘본업 한 개’

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N잡 현상이 보다 일반화되는 모습으로 다가

올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이와 같은 우려가 보다 빠르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플랫폼 노동세계의 중요한 정보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생산·유통되고 

있다. 이전 시기에 노동자들은 자기의 삶과 노동에 대한 기록을 거의 남기

지 않았었지만, 이제 노동의 기록은 ‘콘텐츠’라는 형태를 통해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 이야기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

다. 노동 관련 콘텐츠들은 영상, 애니메이션, 웹툰, 사진 등 다양한 형태가 

융합된 형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노동수기’들은 이

전의 노동수기나 르뽀가 문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 것과는 다른 접근이 필

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비판적 담론 분석(CDA)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멀티미디어적 성격을 갖는 다양한 노동수기들 안에 담긴 ‘논증의 구조’를 

재구성하여, 투잡 배달 노동에 대한 담론을 비교하고, 그 논증의 형식과 내

용을 파악해 보았다.

우선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과 언론이 사회적 차원의 체계

적인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투잡 플랫폼 노동에 해당되는 쿠팡 

플렉스나 배민 커넥트의 경우, 배달 노동을 하는 당사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내러티브 광고를 통해서 거대한 배달 노동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

다. 특히 배민 커넥트 광고를 통해서 발신되고 있는 담화는 단순히 배민 커

넥트를 알리는 차원이 아닌, 플랫폼 경제 시대의 N잡 현상과 그에 따른 새

로운 노동윤리를 확산하고 정당화하는 담론임이 드러났다. 반면, 언론을 

통해 구성된 플랫폼 노동 담론은 주로 전업 플랫폼 노동자들, 특히 이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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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용종사자의 노동권 문제의 연장선에서 이 문제를 담론화하고 있다. 

따라서 투잡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기업의 담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진보 언론의 담론이 가지는 논증의 설득력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것으

로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투잡 배달 노동에 대한 디지털 노동수기를 통해서 미시적 차원

의 담화의 형식과 내용은 거시적 차원의 담론과는 차이가 있었다. 먼저 투

잡 배달 노동자의 디지털 노동수기의 담론은 ‘부업 관리의 담화’와 ‘검증과 

소통의 담화’ 형식으로 구별되었다. 부업 관리의 담화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블로그 ‘직장인 투잡연구소’는 운영자 자신의 투잡 노동을 소재로 콘

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투잡 

노동을 스스로 관리하는 복합적이고 기능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검

증과 소통의 담화 형식을 잘 보여주는 블로그 ‘파란 모래시계’는 비록 사고

로 인해 투잡과 블로그 운영이 모두 중단되고 말았지만, 본인의 노동 과정

과 노동의 윤리를 꼼꼼하게 검증하면서, 다른 투잡 배달 노동자들과의 소

통과 지역차원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모하는 구조를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논증 내용의 차이로도 드러났다. 논증 구조의 요소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두 블로거에 대해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

과, ‘부업 관리의 담화’ 형식을 보여주는 ‘직장인 투잡연구소’와 운영자 오

승윤의 구술 내용에서는 부업이 필수가 된 현실에 최대한 잘 적응하면서 

안정된 미래의 가정경제를 계획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중요한 

‘수익성’이 투잡의 의미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검증과 소통의 

담화’ 형식을 보여준 ‘푸른 모래시계’ 블로그와 운영자 임승호의 구술 내용

에서는 땀 흘리는 육체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배달 노동을 통해 업주

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하고자 하는 관계성의 복원 및 새로운 사회적 관계

성의 구축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노동자들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노동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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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학술적 접근으로서 의미가 있다. 노동기록이 디지털 환경에서 상업

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려되기도 하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수익성을 매개로 한 노동기록의 확산과 노동 담론의 심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디지털 기록의 특수성에 입각하

여 상업적, 정치적, 개인적 담화와 텍스트,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을 ‘담론

의 논증 구조’라는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분석, 비교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적

용했다는 점도 성과이다. 그러나 질적 사례연구의 특성 상 보다 많은 투잡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이론화, 일반화가 가능해 질 

것이다. 

이 사례들은 법 담론이나 노동시장 이론을 포함한 체계적 담론이 간과

하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을 알려주고 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

의 노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새로운 노동윤리와 가치에 대한 근원적 질문

이다. 이는 ‘콜’과 ‘수수료’로 환원될 수 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가치와, ‘동

네’라고 하는 미시적 공간과 직장 안에서 형성되는 ‘알고리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그들의 노동담론을 확

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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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자세.” 경향신문. 2020.2.18. http://news.khan.co.kr/kh_news/

khan_art_view.html?artid=202002182238005&code=940702(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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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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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협동조합 창업지원 기금을 만들자.” 한겨레. 2019.12.11. http://www.

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20427.html(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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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플렉스 지원을 위한 싸이트(https://rocketyourcareer.kr.coupang.com/

flex)

블로그 ‘파란 모래시계’(https://boolbit.tistory.com/m)

블로그 ‘직장인 투잡연구소’(https://two-jobs.tistory.com)

블로그 ‘ 창원에 살으리랐다’( h t t p : / / b l o g . n a v e r . c o m / P o s t L i s t .

nhn?blogId=kjin_yeo)

블로그 ‘공도폭격기’(https://blog.naver.com/rohdokhaeng)

※ 구술자 목록 및 인터뷰 개요

이름 

(자료코드)
신상 정보 구술자 및 블로그 소개

조사 날짜,  

인터뷰 시간, 장소

김민규

(200328김)

87년생(男)

의성 출생

인천 거주

• 인천 청년유니온 위원장 

•  프리랜서(행사 진행자), 남동공단, 배달대행, 대리운전, 

쿠팡 플렉스 등 투잡 경험

•  자아실현(사회운동)을 위한 투잡

2020년 3월 28일

120분, 

주안역 앞 카페

오승윤(가명)

(200509오)

82년생(男)

창원 출생

창원 거주

•  ‘직장인투잡연구소’ 블로그와 ‘창원에 살으리랐다’   

블로그 운영

•  10년 대리운전 투잡 경험 

•  쿠팡 플렉스 투잡 1년차 

•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투잡 

2020년 5월 9일 

90분, 

유선 인터뷰

임기현

(200413임)

93년생(男)

오산 출생

인천 거주

•  사회복지사, (前) 인천 알바노조 2기 사무국장

•  치킨집, 순대국집, 주꾸미집, KFC, 애슐리, 버거킹 등 

알바 경험

•  알바로만 투잡, 쓰리잡 

2020년 4월 13일 

150분, 

계산역 앞 카페

임승호

(200324임)

79년생(男)

서울 출생 

인천 거주

•   ‘파란 모래시계’ 블로그 운영  

•  배민 커넥트 투잡 3개월, 사고로 중단 

•  추가 소득과 함께 자아실현(취미, 경험 등)을 위한 투잡 

2020년 3월 24일

180분, 

인하대 구내

file:///D:/01%20%ec%9e%91%ec%97%85%ec%a7%84%ed%96%89/%ec%9d%b8%ec%b2%9c%ec%97%b0%ea%b5%ac%ec%9b%90/https
file:///D:/01%20%ec%9e%91%ec%97%85%ec%a7%84%ed%96%89/%ec%9d%b8%ec%b2%9c%ec%97%b0%ea%b5%ac%ec%9b%90/https
file:///D:/01%20%ec%9e%91%ec%97%85%ec%a7%84%ed%96%89/%ec%9d%b8%ec%b2%9c%ec%97%b0%ea%b5%ac%ec%9b%90/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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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플랫폼 노동과 디지털 노동수기: 
‘투잡’ 배달 노동 담론과 논증 구조

이재성(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연구위원)

이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노동 담론에서 간과되고 있는 ‘투잡’ 노동자들을 그 

자신들의 기록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노동자들은 인터넷에 체

험기를 올리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노동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다. 비판

적 담론 분석의 결과는 첫째, 디지털 노동수기는 수익성이 결합된 새로운 멀티미

디어적 노동 기록의 하나이다. 둘째, 플랫폼 노동에 대한 거시적 담론은 전업 노

동자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다. 셋째, ‘투잡’ 플랫폼 노동이 미래를 대비

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되는 가운데 미시적 담화 속에서 ‘수익성’과 ‘관계성’이 

강조되고 있다. 넷째, 디지털 시대의 노동의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한 연구 및 사회

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질적 사례연구로서 투잡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산

업 및 노동시장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기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주제어 :  플랫폼 노동, 디지털 노동수기, ‘투잡’, 배달노동, 비판적 담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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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tform labor and Workers’ digital writing:
The discourse of dual-job delivery workers

Lee, Jaeseong(Research Fellow, Institute of Labor History, Sungkonghoe Univ.)

This study aims to grasp the circumstances of dual-job delivery workers, 

who have been overlooked in the field of platform labor, through their 

own records. In the digital age, workers are communicating with various 

experience on the Internet. This new phenomenon emerged along with 

platform labor. The result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a blog are as 

follows. First, workers’ digital writing is a new kind of labor document that 

involves profitability. Second, the mainstream discourse on platform labor 

is only based on full-time workers and cannot cover the whole working 

class. Third, dual-job platform labor is becoming an inevitable condition in 

terms of preparing for the future and building social relationships. Fourth, 

it is necessary to socially discuss the value and meaning of labor in the 

digital age. This paper is a qualitative case study, and it was conducted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 lack of industrial and labor market research on 

platform labor, so there is a limit to making generalizations.

Key words:  �platform labor, workers’ digital writing, dual-job, delivery 
worker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