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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창의노동

젊은 세대의 노동 윤리와 주체성에 관한 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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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창의 노동이란 문화화와 소비주의가 확장하며 노동질서의 유연성과 불안정성이 격화하고 신자

유주의적인 이념이 지배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 · 자율 · 자발을 추구하는 에토스와 문화적 창의

성과 참여를 지향하는 실천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매개로 왕성하게 촉발, 발현, 교통되고, 이들이 정

치·경제·문화 권력과 다양한 방식들로 접합 혹은 분절하는 노동 문화를 의미한다. 디지털 창의노동은 개

인의 자유를 기치로 표방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이념 체제 안에 있으면서도 기업화된 디지털 자본주의의 

자장 안에서 생성되기에 통치권력과 주체형성의 모순과 갈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창의성

과 열정, 자기 혁신과 성공적인 미래와 같은 긍정적 가치가 강조되는 동시에 이것을 실행하는 경제적 합

리성과 자기 경영의 원리가 중시된다. 그 과정에 주체의 의지, 기업의 경영기술, 대중의 익명화된 권력, 

사회적으로 팽배한 상상과 환영의 힘들이 개입하면서 자기 통치적인 주체가 형성된다. 이처럼 디지털 

창의노동자는 창의성과 자유의 문화적 가치를 지향하고 디지털 네트워크의 참여성과 자발성의 가치를 

추구하기에 오히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체제에 타협적으로 접합되는 역설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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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1) 

현  디지털 네트워크로 매개되는 사회적 삶의 풍광은 종종 매우 비되는 양상들로 기술

되곤 한다. 특히 오늘날 현실이 궁핍, 위기, 불평등의 문제들로 피폐해지는 것만큼이나 가

상의 세계에서는 그에 한 고민과 고통과 함께, 마치 그에 한 반동처럼 허구적인 열망

과 희원의 언어들이 산포한다. 빈곤한 노동 조건, 생기 잃은 활동, 좌절과 피로의 겹들, 생

명과 정신의 쇠약, 그러나 풍요로운 소비사회에 한 상상적 욕망과 화려한 이미지들. 이

렇게 본다면, 오늘날 소비사회의 풍요로움 이면에는 노동의 빈곤이 있고, 정보와 이미지 

증식의 원천에는 현실의 결핍과 모순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분절과 중첩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이렇게 모순된 현실과 가상의 세계 

안에서 어떠한 삶의 주체가 형성될까? 이 글은 이러한 문제를 오늘날 한국사회의 이십  

젊은이들의 삶 안에서 탐문한다. 현재 한국의 이십 는 문화－경제, 노동－소비, 현실－

가상의 질서들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위치에 서 있다. 이들은 1990년  이후 지구적으로 소

비 중문화가 확장되는 한편,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문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에

서 상 적으로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풍족한 환경에서 성장했다(김창남, 2007). 이 안에서 

그들의 문화감각과 소비능력은 이전의 그 어느 세 보다 풍부하고 세련되었고 개인적 자

유와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고 개성과 열정을 꽃피울 수 있는 삶과 노동에 한 세 적 기

도 자연스럽게 성장했다. 이러한 감수성의 변화에 상응하여 산업화 시 의 위계적이고 집

단적이며 고정적인 시공간에 따르는 노동의 양식이 아니라, ‘소비’와 ‘커뮤니케이션’에 

한 자율적이고 능동적이며 개성적인 참여를 통해 지식과 감정과 같은 무정형의 상품을 생

산하고 유통하는 서비스, 정보, 문화 영역이 이들 젊은 세 가 선호하는 새로운 직업 분야

로 부상했다(Lazzarato, 1996; Muldoon, 2014). 그렇지만 이렇듯 급속하게 진행된 그리고 

줄곧 낙관적인 방향으로 기술되곤 하는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젊은이들의 성공 

혹은 적어도 삶의 유지 내지 안정의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 더욱 협소해진 듯 보인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악화되면서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삶의 요건들이 (비)

자발적으로 포기된다고 말하여진다(예컨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 ’, 그에 덧

붙여 인간관계를 포기한 ‘사포세 ’, 아울러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오포세 ’ 담론)(홍헌

1) 이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소셜 플랫폼의 확산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와 미래정책> 연구의 

일부분으로 진행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나, 전면적인 재분석 및 재해석의 작업을 거쳐 논문으로 작성되었음

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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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13). 우울한 학생들은 단지 서로의 ‘안녕’을 묻는 것으로 존재감을 나눈다. 이렇듯 

문화 소비의 풍족함과 노동의 궁핍함이 모순적으로 교차하여 이들의 현실을 이루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 변동과 불안정한 현실 안에서 한국사회는 세계 여느 나라에서도 찾아

보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를 성취했고, 종종 ‘디지털 네이티브’(Tapscott, 

2008)라고 불리는 젊은 세 는 ‘생용자(produsers)’(Bruns, 2008)로서 부각되기도 한다. 

그들이 벌이는 디지털 활동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의 강도와 범위는 갈수록 증 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네트워크로 매개된 가상세계는 젊은 세 의 모

순을 총체적으로 함축하고 표현하는 복합공간이 되었다. 디지털 공간이 젊은 세 의 희망

과 불안, 열망과 절망, 도전과 좌절, 비판과 냉소, 사회에 한 참여 욕구와 소외와 같이 충

돌적이고 모순적인 경험과 가치들이 매우 혼란스럽게 표출되고 수행되는 삶의 환경이 된 

것이다(최태섭, 2013; 한윤형·최태섭·김정근, 2011). 

이렇듯 젊은이들이 현실과 가상 공간들에서 문화 소비와 문화 생산의 활동을 하면서 

형성하게 되는 노동 윤리와 경제적 주체성이 이 글이 다루려는 주제다. 소비에 한 감각

과 기 는 팽창하였지만(남은영, 2007) 현실적인 삶의 조건은 더욱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네트워크가 새로운 삶의 기획으로서의 노동의 공간으로 형성되는 상황과 그 교차

로에 선 젊은 주체의 모습을 탐색한다. 아울러 미리 전제되어야 할 점으로써, 이 글에서 사

용된 노동의 개념은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자본과 생산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사용된다. 즉 ‘현  자본주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힘들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특히 ‘소비와 소통’의 불가결한 연관 속에서 이루

어지는 삶의 기획 및 실천, 즉 삶을 일구고 행해가는 활동을 의미한다(Muldoon, 2014).  

여기에서 설정된 문제 영역, 즉 풍요롭고도 위태로운 삶의 모순적 질서를 살아가는 

주체들의 체험에 한 접근은 이에 관련된 이론 검토와 함께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하는 작업으로 구성된다. 이 시도는 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저자

가 학생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접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의식이 싹텄고 이 문제를 해명하

기 위해 관련된 사회적 담론과 이론적 논의,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실제로 하는 이들의 이

야기를 수집, 검토, 분석하는 과정으로 진전되었으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내가 만난 학생

들이 부분을 이루는 한국 젊은 세 의 노동 윤리와 주체성을 해석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졌

다. 이런 배경 위에서 쓰인 이 글은 크게 후기 자본주의 디지털 문화 환경에서 노동과 소비

의 문제를 논하는 이론화 작업과, 이러한 객관적 질서를 몸소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젊

은이들의 체험을 해석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결론적으로 오늘날 한국 젊은 세 의 주

체성과 노동 윤리, 그리고 그에 개입하는 권력 작용에 한 하나의 시각을 제안하게 된다. 



74    한국언론정보학보(2015년 통권 69호)

우선 이론화 작업은 ‘디지털 창의노동’의 개념을 구성하는 흐름으로 전개된다. 뒤에서 상술

되지만, 디지털 창의노동은 ‘후기 자본주의’ 시 에 ‘디지털’로 매개된 삶의 조건에서 형성

되고 있는 ‘창의’ 노동의 한 형태다. 일면 서로 다른 겹들을 우연스럽게 얹혀 놓은 듯 보이는 

이 개념은 그러나 사회·경제적 구조와 기술적 변동, 의식과 문화의 변화 흐름이 역사적 

수렴(convergence)되는 가운데, 그 접합된 객관적 조건을 인간 주체들이 직접 심신으로 

수행함으로써 특정한 노동문화로 현실화한다는 논리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체의 

활동적 혹은 노동적 실천과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주체성이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진다.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 디지털 창의노동을 구성하는 세 개 층위, 즉 디지털 노동, 창

의노동, 후기자본주의의 노동 윤리와 노동 문화의 문제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되고, 이 세 

가지 층위가 점층적으로 연결되는 논의 과정을 거쳐 ‘디지털 창의노동’의 개념이 제안된다. 

이러한 이론화 작업에 근거하여,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실천되는 디지털 창의노동의 실제

를 이해하기 위해 디지털 창의노동에 몸담고 있는 젊은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해석한다. 이 

접근은 현재 젊은 세 의 주체성을 특정 이념의 지배(예컨  신자유주의), 노동 및 산업 구

조의 결정력(예를 들어 정치경제학 담론), 기술발전이라는 원동력( 표적으로 디지털 미

디어), 개인 및 세 의 심리문제(이기적이거나 소심한 이십 )와 같이 어느 한 요소의 단일

한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된 결과적 산물로 보는 신, 이렇듯 이질적인 요소와 힘들

의 중첩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적 실제로서 접근한다. 이처럼 이론과 경험적 담론을 접합하

는 방식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노동 윤리와 경제적 주체성에 관

한 하나의 시각을 제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디지털 노동의 사회적 맥락화

디지털 노동에 한 핵심 사고들 중의 하나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반인

들의 생산과 소비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논쟁은 그러한 디지털 활동이 자유롭고 자

발적인 문화적 실천인지 혹은 그러한 환상에 기초했을 뿐 실상은 이념적이고 피착취적인 

노동인지에 관한 상이한 시각에서 비롯한다. 긍정론자들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문화생산

물의 ‘확산’을 지지하는 기술, 경제, 사회적 조건으로 전제하고, 그 안에서 능동적이고 생산

자적인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통, 교환, 공유의 민주적 측면들을 

강조한다(Bruns, 2008; Jenkins, Ford, & Green, 2013). 이와 조적으로 비판론자는 사람

들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조건과 방식을 통제하고 중의 참여 활동을 자본화하며 중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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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창조성’과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상품화하는 디지털 자본주의의 권력 구조를 문제시

한다(Fuchs, 2011; van Dijck, 2013; Curran, Fenton, & Freedman, 2012). 

바로 이러한 디지털 네트워크의 양면성 때문에 사람들의 디지털 이용 활동 역시 본연

적으로 양가적이다. 긍정론자들이 창조성과 능동성의 표현으로 찬미하지만 비판론자들이 

착취와 소외의 양상으로 지적한 디지털 활동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티찌아나 테

라노바는 ‘무불노동(free labor)’2)의 개념을 도입한다(Terranova, 2000). 인터넷에서 메일

링 리스트, 웹사이트, 채팅장에 글쓰기, 읽기, 관리하기와 참여하기의 일들로 구체화되는 

무불노동은 네트워크 활동에 한 중의 복합적인 심리를 함축한다. 이를테면 제공되는 

문화물에 한 소비 욕망과 더불어, 선물경제나 집합지능에 관해 품게 되는 호의적 관심과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합쳐져 디지털 생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는 글, 사진, 동영상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식으로, 비의도적이고 습관적으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안 네트워크 사용 기록을 남김으로써 디지털 발자국을 만들어 내는 

식으로, 이용자들은 디지털 미디어 기업에 유용한 정보 자본을 제공하고 가치를 창출한다. 

그리고 인터넷 기업은 수많은 개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하는 네트워크 활동을(그리

고 그 저변에 작동하는 소비에 한 욕망까지도) ‘집합적으로 총체화’하여 자본화한다.3)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지와 욕망에 의해 수행되지만 그에 한 가가 ‘부재’하고 노동

력이 착취된다는 ‘프리(free)’의 이중적 의미에서 인터넷 이용행위는 무불노동이다. 무불

노동은 자발적으로 부과되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즐겨지면서 포섭되는 양면성을 띤다. 따

라서 그것은 유혹적이면서도 착취적이다. 

테라노바의 ‘무불노동’과 유사한 한 측면이 한국의 특수한 상황 안에서 ‘잉여’로 이름

붙여졌다. 물론 잉여에는 한국 현실사회의 복잡한 문화정치적인 함의가 응집되어 있지만, 

비판적 정보자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백욱인은 ‘잉여’를 “신자유주의의 자기 관리 기술과 

정보자본주의 자동 축적 기술이 결합”된 조건에서 생성된 ‘수동적 아웃사이더’라고 정의한

2) ‘free labor’는 여러 용어로 번역되었다. 백욱인(2013a)의 자유노동, 김예란(2014)의 무불노동, 이희은(2014)의 

무임노동이 그러한 예인데, 본문에서 설명했듯이 그 개념 자체가 이중적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 

이 글은 일부 영어권 필자들이 ‘free labour’를 ‘unpaid labour’로 해석하는 입장을 참고하면서(Hesmondhalgh, 

2010), 자유로운 참여라는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활용하고 착취하는 자본의 권력 작용에 강조점을 두는 의

미에서 그리고 임금 외에 가능한 여러 다른 형태의 노동에 한 가까지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무불노동의 용어를 

취한다. 

3) 테라노바는 마우리찌오 라짜라또의 비물질 노동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라짜라또는 비물질 노동을 후기자본주

의의 정보화 체계에 지배적인 노동의 형태로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영역보다는 정신, 정동, 지식, 상징 등의 문화 

영역에서 가치 생산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인간 행위로 설명한다. 자세한 논의는 Lazzarato(1996)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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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백욱인, 2013b, 5쪽).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모이고 이들이 행하는 

엄청난 참여와 소비 활동이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로 상품화됨으로써 종국에는 거  플

랫폼이 ‘이용자들의 활동을 집어삼키’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잉여는 

‘신자유주의적 정보자본주의’의 ‘포함적 배제물’인 동시에 ‘배제적 포함물’이다(백욱인, 

2013b, 12-13쪽). 잉여가 버려진 시간에 인터넷을 떠돌며 클릭하고 자판을 두들기며 시간

을 죽이는 ‘일’－푹스(2011)가 주장하는 인터넷의 정치경제학 관점에서 본다면, 문자 그

로 이것은 가치를 생산하는 ‘일’이다!－은 마치 쓰레기를 재활용하듯이 소외된 주체들이 

자신의 잉여성을 무한히 가동시켜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과 같다. 잉여들은 자신이 처한 현

실적 기아를 가상의 비 로, 사회적 수동성을 사이버 적극성으로 전환하며 디지털 자본주

의의 확장에 기여한다. 이렇게 본다면 흔히 찬미되는 생용자의 능동성이란, 적어도 그 일

부분은, 현실에서 누적되는 노동의 빈곤과 가상에서 진행되는 정보 소비의 합성물에 가깝

다(Gill, 2007; Gill & Pratt, 2008).

이처럼 인터넷이 ‘저절로’ 모든 이용자를 생산자로, 모든 노동자를 창의적인 문화인으

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무불노동은 “유식한 문화소비가 기쁘게 포용되는 동시

에 담하게 착취되어 과잉의 생산 활동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Terranova, 

2000). 또한 보다 거시적으로 볼 때, 오늘날 ‘네트워크 문화’는 이용자들의 정서적이고 문

화적인 욕망에 소구하면서 그들의 실행과 개입을 독려함으로써 후기 자본주의 체제의 소

비와 노동 행위를 동시에 자극하고 포획하는 힘을 행사한다. 아울러 무불노동이 잉여의 노

동력이 완전한 실업이나 전복적인 일탈로 빠질 것을 우려하며 최소한의 노동 잠재성이 살

아 유지되기를 원하는 국가와 자본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Terranova, 2000; 2004). 개인의 인터넷 이용행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자극, 유도되고 자본의 논리에 따라 통제되는 방식을 해석하기 위해, 테라노바는 “아우터

넷(outernet)” 개념을 제안한다. 아우터넷은 인터넷을 관통하고 넘어서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관계들의 네트워크를 뜻한다. 이러한 시각의 확장을 통해 마치 인터넷이 현실과 분

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듯 간주하는 오류를 교정하고 노동, 문화, 권력이라는 보다 

큰 흐름이 인터넷을 포위하고 연결되는 방식을 사고할 수 있다. 

이렇듯 디지털 노동은 온라인을 둘러싼 현실 사회의 맥락에서 볼 때, 테라노바의 표

현을 빌려 온다면 ‘아우터넷’의 차원에서 볼 때, 문화 소비 및 문화 생산의 문제로 확장된다. 

이는 앞서 논했듯이 디지털 환경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무불노동의 부분이 감정, 정보, 

지식, 여론과 같은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에 한 생산과 소비 활동으로서 이들이 사

회적인 차원에서는 ‘문화산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Terranova, 앞의 글). 따라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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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은 단지 기술 차원에서의 행위적 적극성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문화 활동이며, 이런 점에서 문화의 본질적인 동력이라 할 수 있을 창의성, 그리

고 창의성에 한 사회적 조직 및 배치의 문제와 연관된다. 따라서 이어지는 절에서는 창

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생산 활동의 문제를, 디지털 노동과 연관되며 디지털 창의노동

을 이루는 또 하나의 요소인 창의노동의 측면에서 검토하겠다.

3. 창의노동: 윤리적 기획으로서의 ‘창의성’ 

창의산업은 20세기 말에 영국과 호주를 비롯한 서구사회의 ‘신지식경제’의 접근에서 제안

된 개념으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중의 ‘창의적 예술’과 ‘문화산업’의 통합을 추구하

는 정책적, 경제적 구상이다(Hartley, 2005, p. 5). 그러나 그것이 전면에 내세우는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그리고 경제적 성장에 한 희망찬 전망에도 불구하고, 창의산업 담론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창의산업이 군수산업, 자본, 첨단 기술이 결속된 권력 집중화 구조에 

종속되어 있고 문화적 순응주의 및 시장화를 강화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4) 

또한 창의산업 담론은, 이전의 ‘문화’라는 어휘가 지녔던 ‘불평등성’, ‘소수자’, ‘갈등’, ‘충돌’

과 같은 함의들을 ‘긍정’, ‘새로운’, ‘가치중립적인’, ‘풍요로운’과 같은 이미지로 탈바꿈시킴

으로써 문화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정치성을 ‘경제지향적’이고 ‘탈정치화’된, 그리고 ‘신

자유주의’적인 논리로 변모시키는 효과를 낳는다(Lee, H., 2014). 이와 유사하게 창의산업

에 종사하는 창의노동에 한 평가도 양면적이다. 상징적 보상과 자아실현에 관한 긍정적 

시각에서 평가한다면 창의노동은 인간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계발하고 성찰성을 심화할 수 

있는 ‘좋은’ 노동이다. 반면 노동 구조에 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창의노동은 ‘창의

성’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인지와 감정 능력이 착취되고 노동 주체성이 포획되는 ‘나쁜’ 

노동이다(Hesmondhalgh & Baker, 2011).5) 이렇듯 창의산업과 창의노동에 함축된 양가

4) 창의산업론은 비판이론에서 기원한 ‘문화산업(culture industry)’과 연결된다. 문화산업 개념은 아도르노와 호

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과, 아도르노의 <문화와 행정>, <문화 산업의 재고찰>의 논문들에서 점진적으로 

개진되었다(Ray, 2011). 이 개념을 통해 매스 테크놀로지를 통해 조직되고 자본의 논리에 의해 관리되는 ‘매스 컬

처mass culture’에서, 상품화의 논리에 따라 문화가 표준화, 통합화, 획일화되고 인간의 의식과 기능이 시장 지향

적인 합리성과 순응주의로 변질되는 상황이 비판되었다(Adorno, 2001). 현재 창의성 담론에서 아도르노의 비판

이 여전히 지니는 유용성에 한 논의로 Ray(2011)을 참고하시오. 

5) 헤즈몬달과 베이커의 ‘창의노동’에 관한 설명에 의하면, 실상 모든 노동에는, 그 방식과 정도는 다양할 지라도 모

두 ‘창의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창의노동이라고 별도로 구분지어 불릴 수 있는 성격의 노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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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기인하여, 이 절에서의 중심 문제 영역인 창의노동자의 주체성에도 이중성과 모순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우선 창의노동은 현  자본주의 질서에서 지배적으로 추구되는 노동의 미적 가치와 

소비주의로의 경향성, 그리고 개인주의와 능력주의의 팽배에 따른 경쟁과 차별이 강하게 

드러나는 분야다(Neilson & Rossiter, 2005). 후기 자본주의 사회 전반에서 소비의 미학이 

노동의 윤리를 체하며 노동 수행의 이미지와 스타일, 도전과 성취의 짜릿함과 강렬함, 

자기 계발과 혁신을 향한 왕성한 의지, 그리고 이러한 성향이 예기하는 거 한 부의 획득

이 우선적으로 중시되는 경향이 강한데(바우만, 2012; 서동진, 2009; 세넷, 2006/2009), 창

의산업 분야는 그러한 노동문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가령 닉슨과 크루웨(Nixon & Crewe, 

2010)의 연구는 남성 패션 잡지 산업에서 쾌락주의(hedonism)가 발달하고 패션 산업에 

한 사회적 환상이 파생되며 잡지 제작 노동을 즐거움과 재미, 멋진 스타일과 화려한 라이

프스타일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하는 성향이 강함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창의산업의 외양과 달리 창의노동자의 다수는 불안정하고 위

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창의노동은 신자

유주의 노동질서의 불안정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김예란, 2009; 박진우, 2011; 이희은, 

2014). 이를 증명하듯 로잘린드 질(Gill, 2007)이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실시한 심층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보기술 분야의 정규, 비정규 종사자들이 겉으로는 ‘쿨’하고 ‘평등’하며 ‘독

창’적이라 예찬되지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젠더 불평등,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같은 오

래된 노동문제에 심하게 시달리는 현실이 드러났다. 다소 자괴적인 시선에서 등장한 신조

어들을 인용한다면, 이러한 사회현실은 디지털 기술문화에 한 낭만적인 이상을 발산하

는 ‘테크노보헤미안(technobohemians: ‘techno’와 ‘bohemian’의 합성어)’이나 사이버 공

간의 새로운 무산계급인 ‘사이버테리아트(cybertariat: ‘cyber’와 ‘proletariat’의 합성어)’, 자

란 ‘문화 산업에 포함된 노동 또는 직업’으로서, ‘상징 생산을 하는 활동에 집중된 일’을 가리킨다 (Hesmondhalgh 

& Baker, 2011, p. 9) 창의노동은 여러 영역과 등급으로 노동 분업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헤즈몬달과 베이커는 

① 작가, 배우, 감독, 음악가와 같이 일차적 창의 집단 ② 촬영, 영상 편집, 음향 기술 담당자와 같은 기술자들 ③ 텔

레비전 감독과 제작자, 잡지 편집자, 음반 기획자(A&R: Artist and Repertoire)와 같은 감독자(creative 

managers)들 ④ 행정 담당자 ⑤ 경영진 ⑥ 비숙련 노동자들을 창의노동의 영역으로 아우르고 있다. 이처럼 창의

노동은 매우 다양하며, 이 다양성이 문화생산에 연관되는 주요 위계 및 구별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본 연

구가 주목하는 디지털 창의노동은 탈제도화된 영역에서 소셜 미디어의 매개를 통해 아마추어적인 중들이 수행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간의 창의노동 범주에 정확히 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고 있는 

이러한 노동 형태는 헤즈몬달(2010)이 지적하듯이 향후의 창의노동 및 그에 한 분석에 매우 시의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그는 본 연구에 흥미롭게 연결되기도 하는 지점으로, 중간 수준의 전문성이나 아마추어 자격을 가진 이들

이 임하는 디지털 노동과 인턴십 형태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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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고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이상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항상적인 경제적 불안과 빈곤을 

안고 사는 ‘창조적인 프리케리아트(creative precariat:‘precarious’와 ‘proletariat’의 합성

어)’의 산출을 의미한다. 이들의 존재는 단지 ICT 같은 특정 산업분야뿐 아니라 현재의 지

배적인 산업분야인 지식 및 서비스 영역의 인지노동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나는 문제

점들인 노동시장의 빈곤과 양극화 양상을 변하고 있다(Peuter, 2014; Standing, 2011).  

이렇듯 양면적이고 양극화된 창의노동 문화 안 또는 그 경계와 주변에서 창의노동자

의 주체성은 모순적이고 갈등적인 방식으로 형성된다. ‘누구나 창의적이다’ 또는 ‘창의적으

로 되어야 한다’는 이념 질서 안에서, 창의성은 반드시 이르고 싶은 이상이면서 성취되어야 

하는 하나의 ‘의무’가 된다(van Osten, 2011). 창의성이라는 위 한 이름 아래에서 창의노

동자는 이 고달픈 직업의 길은 자신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는 신념을 강하게 품는다. 그 결과 사회구조적으로 부과된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질서를 스

스로 용인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에 임하는 창의노동 특유의 모순된 노동 윤리

가 형성된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용감히 맞

서겠어’ 내지는 “위기를 즐겨라!” 같은 슬로건처럼. 이 같은 현상을 가리켜 로리는 주체가 

자신의 위태롭고 빈곤한 위치를 마치 정상 상태인 양 수용한다고 설명한다(Lorey, 2009). 

나아가 이러한 ‘정상화된 자기 위태화(normalized self-precarization)’의 태도는, 로리가 

정확히 지적하듯이, 주체의 자발적인 선택과 자유로운 결정이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역

으로 창의성을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논리로 관리하고 경영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창

의산업 질서(McRobbie, 2002)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도 유의

하자(Lorey, 2009). 기회와 참여의 평등에 한 신념과 언젠가는 성공하리라는 희망을 강

력하게 가지기에, 다수의 창의노동자는 온갖 장애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창의노동

에 투신하기를 진정으로 믿고 열망하며 감행한다. 

이처럼 창의노동이란 이념은 외부로부터 부여되어 그에 강제로 종속되는 방식이 아

니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형태로 내면화되어 자유의 가치로 정

립된다. 창의노동을 향한 주체적인 신념, 의지, 욕망은 주체의 외피에 착하고 내면을 투

과하면서 그의 심신을 형성하고 궁극에 그 자체가 된다. 실상 창의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현되는지는 무척 복잡한 문제이며, 창의성에 한 인식이 형성되고 구체화

되는 방식은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 따라 다양하고 특수하다.6)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본질적

6) 과연 창의성이 무엇이며 그 개념의 이론적, 역사적 형성이 어떠했는가라는 문제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며 별

도의 연구를 통해 다루어져야 할 중요 주제이다. 창의성에 관한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논의에 해서는 F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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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질문은 이미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의미가 텅 빈 큰 단어이기에 오히

려 더욱 효과적으로 융통되며 엄청난 사회 흡입력을 지니고 거 한 문화 경제적 힘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최근 퓨마 스포츠 기업이 ‘소셜 커뮤니케이터’를 모집하는 광고에서, 

소셜 커뮤니케이터의 ‘선정 기준’은 이렇게 제시되었다. 첫째, 스포츠 활동 및 패션에 관심

이 많을 것, 둘째, 온/오프라인 활동 참여에 한 열정을 가질 것, 셋째, 에디터로서 콘텐츠 

제작 툴 사용 가능자, 마지막으로, 자신감과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자. 이와 유사하게 삼성

의 ‘스토리텔러’ 프로그램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향한 열정의 인큐베이터’로 자임한다. 

요컨  기업들은 현실과 가상을 포괄하는 삶의 공간을 포섭하고 물질적 문화 소비로부터 

디지털 콘텐츠 생산 활동에 이르는 개인 활동을 관통하면서, 열정, 자신감, 도전, 즐거움과 

같은 멋진 어휘들로 장착된 수사들로 잠재적 창의 노동자들을 호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

듯 창의성이 하나의 강력한 규범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그것은 이제 자유와 도전을 추구

하는 에토스 위에서 전략적 스타일로 구체화되고 현실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삶의 기술이 

된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지배적인 권력 관계와 직면한 위험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창의노

동자의 내면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자유와 열정은 어떻게 형성되며 어떠한 방식으로 현

실 경제 질서 안에서 실행되는 것일까? 이 문제를 특정 개인이나 세 의 심리적인 요소로 

보는 신 역사적으로 맥락화하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제 20

세기 후반에 출현한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과 경제적 인간의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4.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과 경제적 주체의 형성

노동 윤리의 문제는 인간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 사회적인 생산·소비의 권력 관

계 안에 구조화되고 노동에 한 자유와 필요가 정치·경제적 질서에 결합하는 방식과 관

련된다. 따라서 노동 윤리의 적어도 한 측면은 흔히 분리되어 있거나 립된 듯 간주되었

던 ‘감정-열정-창의성의 문화적 축’과 ‘이성-이해관계－합리성의 경제적 축’을 결합하는 시

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시각은 근 의 합리성이라는 지배적인 표층의 근저에는 감정의 

요소가 발생적, 기능적, 구조적으로 발생, 작동, 재생산되어 왔다는 역사적 사고에 의존한

(2004), Hesmondhalgh, D. & Baker, S. (2011) 등을 참고할 것. 아울러 최근 한국사회에서 부상한 창의산업 정

책담론의 경제지향적인 성격에 관해서는 이혜경(2014)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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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홍중, 2013). 그리고 이미 디지털노동과 창의노동 분야에서 목도했듯이, 현  자본주

의 체제에서 근 적 합리성이라는 과거의 강고했던 표층이 해체되는 한편 열정과 창의성

을 전면에 내세우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문화가 등장하고 있다는 현실 관찰에 근거한다. 이

렇듯 노동 과정에서 형성되는 주체성과 노동 윤리 문제를 탐구함으로써, 우리가 앞에서 검

토한 디지털 노동과 창의노동이 단지 개별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기술 혹은 산업

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역사적 흐름 안에서 나타나는 삶과 노동의 변화 양상

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노동과 창의노동을 역사적으로 맥락화하

고, 그에 임하는 사람들, 즉 이 글에서 디지털 창의노동자라고 부르는 이들의 주체성과 노

동 윤리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근 의 자본주의 정신에 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막스 베버에게 있어서 근  

자본주의의 정신은 인간의 전근 적 정신과 육체가 ‘합리주의적’ 에토스로 재편되는 과정

에서 형성되었다(Weber, 1976). 전통적인 행복론에서는 지극히 ‘비이성적’으로 간주될 만

한 행위인 끊임없는 노동이 오히려 근 인에게는 ‘일-삶’의 궁극의 목표로 설정된다. 프로

테스탄티즘의 종교적 ‘소명’ 아래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버는 것’이 최고선의 ‘윤리’로 정립

되며, 이는 철저한 검약주의와 근면성에 바탕을 둔 자기 훈육이라는 삶의 양식으로 구체화

되었다. 베버의 ‘합리적 조직화’란, 기든스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기능하는 사무 체계 안에

서 작동하는 일상적이고 계산적인 관리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훈육된 노동력’

과 ‘자본의 정규적인 투자’의 형태로 구현되었다. 단순한 물질적 필요 충족이 아니라 금전 

획득과 경제적 소유를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근  자본주의 정신’의 본

질이다(Giddens, 1976). 그러나 이러한 합리성에 한 인식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베버

의 자본주의 정신에 ‘비합리적인 감정의 창조적 운동이 발생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이다(김

홍중, 2013). 합리성과 이성을 강조한 베버에게서조차 감정은 ‘행위의 창조성’의 원리로 기

능하였다(요아스, 2003, 김홍중, 앞의 글, 21쪽에서 재인용). 이와 유사하게 근 를 특징짓

는 철학, 정치사상, 사회학, 고전 경제학에서는 정동, 정서, 신념, 믿음, 기분, 충동과 같은 

소위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합리성을 생성하고 정향하고 추동하

는 힘과 논리로 사유되어 왔다(김홍중, 2013; Negri, 2013). 

근  자본주의 정신을 이성과 감정의 결합으로 보는 관점을 단초로 삼아 그리고 앞에

서 논의된 바 창의노동자와 디지털 노동자가 문화적 자유와 창의성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노동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연속성 안에서 오늘날의 

노동의 윤리와 주체성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시 두 개의 축－감정/이성, 

열정/이해관계(허쉬만, 1977/1994), 문화적 창의성/경제적 합리성－의 결합 관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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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각에서 20세기 중반 이후 후기자본주의 체제에서 일어난 변

화를 두 입장에서 조망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열정과 문화적 감수성, 자유와 창의성을 

강조하며 이를 후기자본주의적 노동 문화의 새로운 성격으로 설명하는 입장이다. 다른 하

나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행위와 합리성의 문제를 신자유주의적인 정치-경제 조건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는 입장이다. 앞서 서술했듯이, 이 두 입장은 서로 분리되거나 척되

지 않는다.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진 국면은 다소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감정과 이성, 

열정과 이해관계, 문화적 창의성과 경제적 합리성처럼 관행적으로 립된다고 여겨졌던 

요소들의 구분이 흐려지고 이들이 접합하며 형성되는 새로운 노동 주체의 성격을 설명하

기 때문이다.   

첫 번째의 새로운 노동문화의 입장에서 볼탄스키와 치아펠로(2005)는 프랑스의 68혁

명에서 제기된 ‘예술적 비판’을 연원으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을 도출한다. 저자들

에 따르면, 부르주아 소비 사회의 표준화와 무의미성에 저항하는 ‘예술적 비판(artistic cri-

tique)’의 자유, 자율, 진정성 주장이 20세기 후반에 유화된 형태로 수용되며,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적 관리 체제가 더욱 효율적인 형태로 갱신하는 데 영감을 제공하게 된다. 즉 노

동체계의 유연성, 네트워크와 평판이 중시되는 연결주의, 멀티태스킹과 멀티 숙련, 팀 작

업과 하부계약의 성행, 과거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자본가와 달리 ‘쿨한’ CEO 빌 게이트

처럼 사회의 꿈과 희망을 공유하는 탈권위적이고 세련된 기업가형 등의 논리는 예술적 비

판을 흡수하고 연결주의(connexionist)로 재편된 후기 자본주의 체제의 개조 성과다. 이 

과정에서 20세기 전반에 량생산 량소비 체제에서 발달한 관료주의, 수직성, 경직성의 

질서가 이동성, 유연성, 창의성의 논리로 체되며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으로 발현되었다

(Boltanski & Chiapello, 2005; Budgen, 2000; Nowotny, 2011).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은 

이성으로부터 감정을, 이해관계 중심적인 가치 체계로부터 열정과 세속화된 진정성을, 근

면하고 금욕적인 생활양식으로부터 세련성과 소비주의 미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

된다. 

두 번째 입장인 정치－경제 체제의 관점에서 볼 때, 20세기 중반 이후 서구 사회의 신

자유주의 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지향적이며 더욱 능동적으로 경제적 원리에 따라 

욕망하고 사고하고 실행하는 경제 구조 및 주체들을 형성한다. 푸코(2008/2012)의 시각에

서 이는 인간 주체의 정신과 몸을 아우르며 ‘생(生)’ 그 자체의 형성과 실천 원리를 생성, 관

리, 통치하는 ‘생명정치(biopolitics)’의 구축을 의미한다. 그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지배하

는 생명정치 체제에서 새로운 형태의 호모 에코노미쿠스 즉 경제적 인간의 출현에 착목한

다. 존 스튜어트 의 ‘정치경제학에서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비평(Essay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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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Unsettled Questions of Political Economy)’(1844)에서 처음 등장한 호모 에코노미

쿠스가 자유로운 이성적 판단과 평등의 교환원리를 따르는 활동의 주체로 자유주의를 체

화하는 존재였다면(Gane, 2014), 20세기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등장한 이 새로운 호모 에

코노미쿠스는 그와는 상이한 성격으로 특징화된다. 그는 평등한 교환 원리 신 경쟁 원리

를 추구하고, 자연적인 소여로서가 아니라 인위적인 행동의 집체로 구성되고 자체 고유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을 신봉한다. 시장의 기능은 개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다. 신 그가 기꺼이 위험을 면하고 감수,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유를 부여하고 발휘하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신자유주의 시장의 중요한 역할이다

(푸코, 2008/2012).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자유와 자율에 한 신념 속에서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민

하게 움직이며 목적 실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과 그에 따르는 기회비용

을 계산한다(Hamann, 2009; Lemke, 2001). 이 흐름에서 그의 능력과 성품은 ‘인적 자본’

이라는 가치로 계량화, 화폐화되어 항상적으로 투자, 개진, 평가, 향상되어야 하는 상이 

된다. 이는 ‘기업가형 자아’의 등장을 뜻하는 것이다(푸코, 2008/2012, pp. 318-321). 자유

로운 주체로 정의되는 경제적 인간이기에 그에 한 통치에서는 “그가 누구인가, 어느 신

분과 범주에 속하는가”와 같은 고정적 요인보다 “무엇을 하는가”라는 ‘행위’의 동적인 차원

이 중요해진다. 더불어 푸코(Foucault, 1978)의 관점에서 통치성(governmentality)을 ‘행

위에 한 행위(conduct of conduct)’로 정의할 수 있다면, 각종 정치와 법 제도 및 경제와 

사회 정책에 있어서도 개인이 스스로의 자유와 책임 하에 삶의 조건과 방향을 설계, 관리, 

투자, 실행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촉진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개진되었다. 

여기서 자신에 해서 끊임없이 감독, 향상, 혁신하는 기획이 항상적인 전제이자 목표로 

현존한다. 고든(Gordon, 1991)의 해석에 따르면, ‘주체의 삶을 자아의 기업으로서 이해하

는 사고는 그가 언제나 끊임없이 (적어도) 한 개 사업에 고용되어 있음’을, 그리고 인적 자

본의 보존, 재생산, 재구축의 효율을 위해 ‘삶이 지속적인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실행됨을 

뜻한다. 이렇듯 현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과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게 된 현상은 종국적으

로 ‘삶의 의미의 자본화’로 나아간다(Gordon, 1991, p.44). 푸코가 개념화한 신자유주의적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단지 합리성과 이해관계의 전략적인 실행이라는 경제적 범주에서 뿐 

아니라 인간 주체의 생성을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중요성을 더한다(Read, 2009). 인간의 

이성과 지적 능력과 더불어 욕망, 열정, 감정, 정념, 그야말로 생명 전체, 그 ‘자신’이 신자유

주의의 통치성 안에서 형성되고 스스로 형성하며, 부여되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실행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푸코, 20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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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주체에 관한 논의들은 공통

적으로 문화적이고 감정적인 지향과 경제적이고 이성적인 원리가 자유와 자율의 가치로 

결합하며 노동자의 주체성으로 형성된다고 해석한다. 이 결합은 주체의 심신과 행위를 관

통하며, 그야말로 생명 존속과 관리, 향상의 전 과정에 지속적이고 정교하게 투입되고 작

동한다. 이전의 세 에서 생산과 소비, 노동과 삶, 일터와 집이 분리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면, 지금은 삶과 노동 요컨  주체의 존재(being)와 행위(doing)가 자본의 원리 속에 혼융

되어 그의 영혼과 몸, 감정과 이성, 언어와 행동으로 체화된다(Berardi, 2009). 

현  노동에 관한 여러 통찰들로부터, 삶과 노동을 통괄하고 감정과 이성, 문화적 창

의성과 경제적 이성을 관통하며 작동하는 권력과 주체 간의 관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감정이 노동의 과정 속에 투입되는 방식과 효과에 관해 감정노

동의 개념을 참조할 수 있다. 혹실드에 의하면 감정노동은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고 전시

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감정과 육체를 인위적인 방식으로 조형하고 관리하는 노동이다

(Brook, 2009; Hochschild, 1983). 오늘날 상징적인 소비재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창의산

업의 많은 부분은 감정노동으로서, 노동과정에 감정이 투입될 뿐 아니라 생산물 역시 주로 

감정효과를 창출하는 체험상품이다. 감정 노동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면적으로 조절하는 

‘표면 연기(surface acting)’, 아니면 아예 그러한 노동을 요구하는 사회질서를 내면화하고 

재생산하는 ‘심층 연기(deep acting)’를 연출하는 감정노동의 과정에서 인간 감정이 도구

화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상품화된다. 또한 경제 중심적인 사회 질서 안에서 소통이 노동

자원과 노동력으로 환원되는 현상을, 마라찌(2011)는 ‘봉사적 노동(service labour)’의 개

념으로 비판한다. 소통의 본연적인 의미란 공동적인 삶의 구성과 공유에 있음에도 불구하

고, 후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소통이 수익 창출을 위한 노동 행위로 포획되고 언어가 상

품화되며 사회적 관계가 자본화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시각에서, 모리니와 푸마갈리

(Morini & Fumagalli, 2010)는 그들이 ‘생명자본주의(biocapitalism)’라고 부르는 현 상황

에서 ‘삶을 살기’라는 행위 자체가 ‘노동’으로 전환되면서 삶과 노동의 차이가 소멸하는 ‘생

명노동(biolabour)’에 주목한다.7) 생명노동은 공간적으로 분리된 일터에서 정해진 노동 

시간동안 위계적인 질서에 따라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산업주의적 생산질서를 벗어나 

이동적이고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형태로 나타난다. 그 어디에서든 네트워크

7) 모리니와 푸마갈리(2010)는 생명노동의 유형을 관계적 활동(관계적 노동), 학습과 지식 전달 활동(언어적이고 

인지적인 노동), 상상과 의미 구성 활동(상징적 노동),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활동(육체적이고 감각적 노동), 정동

과 보살핌의 활동(정동적 노동)으로 구분함으로써 인간의 살아있는 모든 행위가 노동으로 전환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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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개로 항상적으로 가동되는 행위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기준이 부

재하고 그의 노동을 통제하는 명시적 강제력은 상 적으로 희박하므로(예컨  퇴근 후에

도 밤새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웹디자이너나 휴가 중에도 끊임없이 이메

일과 메신저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인의 노동을 어떻게 가치 측정할 것인가), 그의 정신

과 육신은 ‘생명의 상품화’ 질서에 자발적인 형태로 투여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이처럼 후기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하는 주체는 감정과 이성, 정념과 합리성, 열정

과 이해관계의 결합을 통해, 그 결합 방식의 다기한 변주와 변형을 거치며 형성된다. 그는 

열정, 개성, 창의성과 같은 문화적 가치를 믿고 추구하는 동시에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

략 수행을 통해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으로 실리를 기획, 추구하고 실행하는 경제적 이성

을 최 한 발휘하고자 한다. 이 결합 과정에서 문화 지향적인 동시에 경제 추구적인 노동 

윤리가 형성된다. 물론 그의 노동은 개방적이고 유동적이며 선택과 도전의 가능성으로 열

려 있는 듯하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행동을 관리, 촉진, 평가하는 통제 권력에 종속되어 있

다. 그럼에도 그러한 통제는 자유, 자율, 자발의 가능성을 주체에게 허용하여 스스로 통치

하도록 하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작동 방식을 취하기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강제력이 아

니라 주체의 자유로운 선택과 수행의 형태로 실천된다. 따라서 주체가 자유로울수록 신자

유주의적인 통치권력에 착해 들어가며 통치권력이 효율적일수록 주체는 더욱 자기 강화

(self-empowerment)하는 역설이 나타난다. 몸, 감정, 정동, 이성, 언어, 동작 나아가 그의 

생명 자체가 노동의 과정을 통해 주체의 자유로써 실행되는 동시에 스스로 통치하고 통치

되는 흐름인 것이다. 

이처럼 정념, 사고, 언어, 소통이 현  노동 주체 형성의 핵심적인 전장이 된다고 할 

때, 바로 이러한 문제를 조직하고 처리하는 사회적 제도인 미디어 영역에서 노동을 통한 

주체 형성의 문제가 쟁점화되는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Deuze, 2007). 실제로 우리는 

현재 미디어 노동의 주요한 층위인 디지털노동과 창의노동에서 자유와 창의성의 규범이 

주체 형성의 원리로 작동한다는 점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개별 노동영역

의 우연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이 절에서 논했듯이 동시  노동문화 및 노동하는 주체의 

중요한 역사적 특질인 것이다. 이로써 디지털 네트워크에 자신의 열정과 이성을 투입하고 

문화적 창의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삶과 노동의 현재를 운영하고 미래를 투영

하는 젊은이들을, 현시 의 자본주의 체제와 이념 질서 위에서 형성된 노동문화와 주체성

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하나의 시각이 제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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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지털 창의노동이란: 개념화   

지금까지의 이론적 검토에 바탕을 두어, 나는 ‘디지털 창의노동’의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

다. 디지털 창의노동은 지금까지 살펴 본 세 가지 노동 층위, 즉 기술 차원에서의 디지털 노

동, 문화와 경제 차원에서의 창의노동, 사회와 이념 차원에서의 후기자본주의의 노동 윤리

와 신자유주의적 주체화의 역사적 접합체로 볼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는 이러한 사회적 

조건을 주체가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연하고 개방적인 매개 기술로 기능한다. 

디지털 창의노동자는 이렇듯 사회적으로 수렴된 조건이 주체의 구체적인 문화적, 기술적 

실천으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주체다. 디지털 창의노동의 근간에는 디지털 노동

의 주요 이념인 자발, 참여, 공유의 요소, 창의노동의 핵심 이념인 창의성, 열정, 자유의 요

소, 후기 자본주의 체제에 지배적인 신자유주의의 원리인 자율, 혁신, 경쟁의 요소들이 수

렴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문화/사회적 층위들이 주체의 노동 행위를 통해 실천되는 과정

에서 자유/종속, 감정/이성, 창의성/합리성과 같은, 전통적으로 분리되거나 립적이라고 

간주되었던 요소들이 전면적이고 적극적으로 접합되고 체현된다. 

디지털, 창의성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후기자본주의 노동문화 영역을 다룬 많은 연구

들의 논의가 종종 중첩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 개의 층위는 많은 경우 서로 유사한 

이념과 가치를 함축하며 혼용되어 서로의 담론적 효과를 상승시키곤 한다. 그러하기에 더

욱 동시 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거듭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그간 다

소 파편적으로 논의되었던 디지털 자본주의 시 의 창의노동의 문제를 디지털 창의노동으

로 개념화하면서, 지금까지 검토한 이론적 논의와 이 연구를 위해 수행된 인터뷰 작업들에

서 수집된 내용들(그 상세한 내용은 글의 뒷부분에서 논의된다)을 바탕으로 하여 디지털 

창의노동의 성격을 체계화할 수 있겠다. 

첫째,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창의노동은 놀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발

동되는 참여적인 활동이며 의미, 지식, 즐거움을 생산하는 문화적 활동이지만 동시에 이러

한 향유적 가치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주의적 노동구조에 종속되어 

있다(Scholz, 2012). 이는 테라노바가 말한 무불노동의 한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테

라노바가 주로 디지털 자본주의의 원리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일반 디지털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활동에 관심을 두었다면 여기에서는 창의산업 분야에 접근해 있거나 그 안에 이

미 부분적으로 흡수된, 보다 의도적이고 명시적인 형태까지도 포함된다. 즉 노동의 주체가 

기업의 자본권력을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인식 위에서 영리하게 타협하고 공모하는 

정도로까지 더욱 적극화된 양상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현재 학생들이 기업의 온라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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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활동에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참여할 때, 기업이 그들에게 금

전적인 급료를 지불하지는 않지만 자사 상품 구매권을 발급하여 보상을 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된다. 이는 전형적인 형태의 임금은 아니지만 해당기업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일종

의 유사 화폐다. 이렇게 느슨한 방식으로 기업과 주체가 연계되므로, 주체가 기업에 직접

적으로 종속되기보다는 그의 활동의 자유로움이 강조되며, 기업은 노동의 가를 상품으

로 지급하여 그들을 잠재적인 소비자로 포획하는 경로를 통해 영향력을 한층 더 높이고 문

화소비를 유도한다. 이리하여 문화소비 혹은 소비문화로부터 디지털 노동으로 혹은 그 역

방향으로 순환하는 연쇄 고리는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현상은 테라노바가 네트워크 문화

에서의 무불노동 개념을 제안한 이후 일 이십 년 동안 디지털 자본주의가 더욱 확장하여 기

업이 네트워크를 포섭하고 개인의 노동과 소비에 한 욕망이 네트워크에 깊숙이 파고들

게 된 상호침투성이 더욱 심화된 사회적 현실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문화적인 차원에서 볼 때, 디지털 창의노동은 디지털 네트워크에 빠르게 심화

되고 있는 인간 소통 활동을 자본화한다. 조디 딘에 따르면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자본주

의’(Dean, 2009)는 포용과 참여라는 커뮤니케이션의 이상을 소통의 ‘의미’가 아닌 소통의 

‘행위’로 양화한다. 그리고 소통의 의미는 정보, 오락, 기술의 형태로 상품화된다. 더불어 

매우 가속적이고 광범하게 진행되는 디지털 소비문화는 개인의 일상의 전체를 ‘잠의 소멸’

로까지 이끌며, 그 시공간을 빈틈없이 철저하게 지배한다. 디지털 기술이 상징하는 ‘새로

움’과 ‘혁신’의 가치는 소비사회에서 유행의 속도와 리듬에 맞추어 자신을 ‘관리’하고 ‘조정’

하도록 이끄는 ‘새로운 통제 체계’가 된다(Crary, 2013). 예컨 , 이 연구를 통해 만난 디지

털 창의노동자들은 일상의 리듬을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활동 일정을 기준으로 하여 조직

하고 있었다. 이미지 촬영 작업에서부터 편집과 온라인 업로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들

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매개로 정교하게 준비, 실행, 평가된다.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의 감정, 언어, 행동, 일상적 시공간 나아가 그의 삶이 디지털 네트워크 활동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한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 

셋째, 노동문화와 노동윤리의 관점에서 디지털 창의노동에서는 체로 립적 요소

들로 설명되어 왔던 이성과 감정, 이해관계와 열정, 경제적 합리성과 문화적 창의성의 요

소들이 적극적으로 접합되어 노동의 미적 가치로 발현된다. 이 배합은 구체적인 정황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때로는 권력의 욕구와 자본의 이

해관계가 첨예해지는가 하면 때로는 문화적인 요소와 상징적 가치가 중시될 수 있고 종종 

서로 타협적으로 공존할 수도 있다. 가령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며 세 갈등과 계급

불평등이 심화되는 한국사회에서 창의산업은 미정형적이고 유동적인 젊은 세 의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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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상력이 집합하는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했다(엄기호, 2010). 또한 그것은 정부의 역점 

지원 분야이자 자본의 투자 공간이고(Lee, 2014) 젊은이들의 생존 기술이 계발되는 지극히 

전략적인 토양인 동시에 창의적인 문화 활동에 한 주체의 열정과 욕망이 발산되는 복잡 

지형이 되었다. 그 안에서 경쟁과 협력, 도전과 순응, 재미와 불안과 같은 충돌적인 가치들

이 결합하며, 위태로운 신자유주의 체제를 생존하기 위한 노동의 윤리와 삶의 양식으로 정

향된다. 나아가 기존의 사고에서 전제되었던 문화/경제, 인간의 활동/노동 간의 립축이 

현재에 와서 점차로 혼융됨을 알 수 있다. 이전 세기에 ‘인지, 소통, 협력(cognition, com-

munication, cooperation)’은 인간의 고유한 문화적 실천력으로서 그것을 종속적인 노동

의 형태로 포섭하려는 자본 권력에 항하고 그로부터 해방을 성취할 수 있는 고유한 가능

성으로 여겨졌다. 반면 지금의 소셜 미디어에서는 인간의 문화 활동이 주체의 자발적인 욕

망과 의지에 의해 발동된다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자본에 종속되는 궤도를 그리게 된다. 그 

자유롭고 자율적인 외형 논리 때문에 이용 주체는 자기 노동이 소외되는 현실을 자각 또는 

자인하지 않는 가운데, 그의 미디어 활동 혹은 노동의 과정, 상, 생산물은 거  자본에 의

해 착취, 포섭되는 연속 회로를 밟는다 (Fuchs, 2014). 이처럼 사회로부터 행사되는 외부적 

힘과 주체의 내적인 정념, 열정, 신념, 이성이 구분되지 않고 뒤섞인 채, 그의 정신과 육체

의 행위로 끊임없이 가동되고 기업권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자본화되는 과정의 연속인 것

이다.  

넷째, 노동 주체성과 관련하여, 디지털 창의노동의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주

체에 한 개인적 신념과 욕망이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신자유주의적인 통치 구조와 접합

한다. 이 접합에서 자기 통치성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기에 기업화된 자본의 논리를 자발적

으로 내면화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유로운 주체가 만들어진다. 감정, 육체, 이성, 언

어, 행동 그리고 생명 그 자체를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스스로 통치되고 통치하는 양

면적인 주체화다. 효과적인 온라인 홍보 이미지를 위해 심신을 특정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특별한 언어와 기술을 연출하면서 점차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과정, 블로그를 통해 정규

적으로 자신을 중적으로 전시하는 일에 기쁨과 무서움을 함께 느끼는 경험 사례들은 디

지털 창의노동자가 자유와 통제, 자기 혁신과 자기 억제, 경쟁에의 도전과 불안의 경계에

서 통치력을 발휘하면서도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긴장을 내비친다. 

이렇듯 디지털 창의 노동이란 문화화와 소비주의가 확장하며 노동질서의 유연성과 

불안정성이 격화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이념이 지배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자율·

자발을 추구하는 에토스와 문화적 창의성과 참여를 지향하는 실천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매개로 왕성하게 촉발, 발현, 교통되고, 이들이 정치·경제·문화 권력과 다양한 방식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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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 혹은 분절하는 노동 문화를 의미한다. 디지털 창의노동은 개인의 자유를 기치로 표방

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이념 체제 안에 있으면서도 기업화된 디지털 자본주의의 자장 안에

서 생성되기에 통치권력과 주체형성의 모순과 갈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

나 디지털 창의노동의 본질은 그 이중성과 양가성, 미결정적인 잠재성, 그리고 문화실천의 

창발적 가능성에 있다. 자유와 종속, 창의성과 통제, 유연성과 위태성이라는, 외면상 립

적 관계에 있는 듯 보이는 요소들이 결합하며 주체 형성의 과정에 긴 하게 파고들기에, 

그것이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주체의 노동을 통해 발현될는지는 미리 진단하거나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들뢰즈가 제안하듯, “우리는 무엇인가(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아닌가)와 우리가 무엇

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구분해야만 한다. 이는 역사의 일부, 현재성의 일부인 것이다” 

(Deleuze, 1991, p. 345). 이에 디지털 창의노동의 현재성에 관한 우리의 관심은 어떠한 주

체를 확정지어 고정하기보다는 기술, 문화, 경제, 사회의 복잡한 맥락 속에서 노동 활동을 

수행하는 누군가가 어떻게 특정한 주체로 되어 가는지(어째서 다른 무언가로 되어 가지 않

는지), 그 주체형성의 모습과 의미가 노동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의 물음에 

있다. 이제 디지털 창의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유한 맥락 안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주체 형성의 실제를 탐색하겠다. 

6. 디지털 창의노동: 하나의 가능한 내러티브

우리는 지금의 한국의 젊은 세 가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노동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으며 적어도 그 중의 일부는 우리가 디지털 창의노동자라고 부른 형태의 주체로 되어 가

는가라는 문제에 마주하게 된다. 디지털 노동과 창의노동에 한 논의, 그리고 후기 자본

주의의 노동문화와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에 관한 이론들의 맥락이 된 20세기 중후반의 서

구 사회와 현재 한국의 젊은이들이 처한 상황은 서로 공통점도 지니지만 전적으로 같을 수

는 없다. 서구 신자유주의의 시작과 발전의 시점에 한 시각은 여전히 논쟁적이며 각 시

마다 사회적 특수성을 안고 있지만, 체로 국가 개입적인 케인즈주의식 경제정책과 사회

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복지정책이 한계에 도달한 위기 상황에서 등장했다(Gane, 2014). 

이에 비해 한국사회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안전망이 미처 제 로 구성되지 못한 채 압축

적이고 위험적인 경제성장의 일로를 달려왔다. 새로운 레니엄을 넘기며 한국사회에 광

폭하게 몰아친 팽창한 신자유주의 질서는 정치, 경제, 문화, 이념, 사회적 구조와 인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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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체적-집합적 심성에 절 적인 변화를 낳으며(김홍중, 2009), 그칠 줄 모르고 과열되

는 경쟁 속에서 집중, 불평등, 배제의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성장하여 곧 사회

에 진입하는 위치에 있는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노동에 해 그 세  고유한 시각을 형성

하게 된다. 이들은 산업 자본주의 조건에서 구축된 위계적이고 고정적인 노동 방식을 따르

는 신, 노동의 미적 가치와 문화적 창의성이 부각되는 직업에 한 세 적 열망이 높고 

자신의 삶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엄기호, 2010). 그러나 

이러한 세 적 정향이 경쟁적이고 불안정한 사회 구조 안에서 충분히 포용되거나 교육과 

노동의 제도적인 차원에서 제공받지 못하리라고 감지할 때 학생들은 주어진 제도의 바

깥에서 나름의 안적 가능성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이희은, 2014),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은 그러한 열정과 의지를 개인적으로 시도하고 발휘할 수 있을 가능한 공간들 중의 하나로 

부각된다. 더군다나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한 젊은 세 에게 네트워크 환경이란 (일

시적인 미디어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 그들의 현재와 미래가 충분히 실행되고 기획될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이미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문화, 기술적인 맥락 

속에서 이전 세 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형태의 삶, 즉 자본과의 느슨한 연관 속에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문화 상품과 정보 및 담론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디지털 활동을 통해, 

다르게 표현한다면 디지털 창의노동을 통해 삶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러한 현실 인식 위에서 살아있는 담론을 모으고자, 디지털 창의노동의 성격이 두드

러지는 서울에 거주하는 남녀 학생 열 명의 이야기를 수집했다. 이들은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다른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 비해 나날이 변화하며 빠르게 진행되

는 문화 현상과 미디어 현장에 해 관심과 감각이 발달해 있다. 이들이 전하는 살아있는 

담론들은 이십 의 젊은이들을 오로지 이기적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의 ‘기계적’ 산물(예

를 들어 ‘스펙 쌓는 기계’ 같은 표현들)로 낙인찍거나 불행한 구조의 희생물로 정의내리는 

식의 단편적인 시각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리고 주체 형성의 복잡성과 모순

성을 드러내 보여준다. 나아가 추상적인 이론들이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 및 그 

상황 속 주체들의 생생한 모습들을 내비친다. 

내가 만난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획득한 ‘하위문화 자본’(Thornton, 1996)을 자신의 

디지털 노동의 자원이자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어려서부터 획득한 문화

소비의 감각을 자신의 노동의 원천으로 삼는 현  문화노동자들의 체적인 경향과 유사

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문화산업 종사자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소질이나 개성과 무관하지

만 사회적 명예를 얻거나 경제적 보상이 큰 ‘안정된’ 직업을 택하는 신 경제적 보수가 낮

고 불안정할지라도 자신이 좋아하고 친숙한 일들, 그래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취향과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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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삶의 양식을 살릴 수 있는, 혹은 적어도 그럴 수 있으리라 기 되는 분야에 진출하는 성

향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기 때문이다(McRobbie, 1994). 나의 인터뷰의 화 참여

자들이 몸담고 있는 문화 영역은 패션, 음식, 이벤트, 음악, 공연, 만화, 캐릭터, 글 작업 등

이다. 이들은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를 활동을 통해 유사한 관심을 지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졌고 이에 힘입어 이들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기업과 기관의 마케

팅 부문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일부 경영학자나 마케팅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해, 기업은 이용자의 소비활동

으로부터의 가치 창출을 획득하고 이용자는 자기실현과 재미 등의 상징적 보상을 추구하는 

성공적 경우로 보면서 ‘소셜 네트워크 마켓(social network market)’(Banks & Humphreys, 

2008)이라는 멋진 단어로 명명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입장은 그들을 소셜 네트워크 마켓

의 ‘공동 창조자’로 단순화하여 명명하기보다는 오늘날 주어진 사회적 조건 안에서 젊은이

들의 문화에 한 열망과 노동의 질서가 접합하여 형성되는 주체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

라서 인터뷰의 진행 및 해석 과정에서는 디지털 창의노동의 체험과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권력과 주체의 관계를 암묵적 혹은 명시적으로 다루었다.8) 

이름 성별 연령 소속

이민혜 여 만 29세 기업 직원

남수경 여 만 23세 대학생

차형주 남 만 25세 대학생 

김진수 남 만 22세 대학생

고미연 여 만 23세 대학생

차민우 남 만 26세 대학생

오민희 여 만 21세 대학생

박상아 여 만 23세 대학생

강윤철 남 만 24세 대학생

이연서 여 만 30세 프리랜서

표 1. 인터뷰 참여자(가명 사용)

8) 인터뷰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중요시된 기준은 하위문화적인 취향이 두드러지며 그 향유의 내용을 소셜 미디

어에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유통하는 학생 혹은 학을 갓 졸업한 이들이었다.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는 학생

들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눈덩이 표집을 더해 나갔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응답지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 각 인터뷰는 연구자의 사무실이나 서울 시내 세미나 공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씩 진행되었고, 인터뷰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취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들의 ① 인적 사항, ② 문화취향, ③ 소셜 미디어를 이용

을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① 소비문화 향유 ②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문화 활동을 표현하는 

행위 ③ 개인적 생산 및 소비 활동이 문화산업 질서로 연계, 확장되는 방식 ④ 자신의 노동과 소비에 한 주관적, 

사회적 인식이 이야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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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 시대 디지털 창의노동자의 형성과 체험 

오늘날 젊은 세 는 한편으로 소비문화에 포획되어 그것을 향유하기를 강요 또는 유혹받

고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늘 잠재적으로 불안한 삶의 조건 안에 있다. 그러기에 생

산과 소비, 노동과 놀이라는 요소들은, 일부 이론가들의 낭만적인 시각(예컨  앞에서 제

시했던 생용자 논의와 확산성 미디어 논의들)에서 묘사되는 것만큼 ‘와’라는 접속 조사로 

간단하고 조화롭게 결합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노동-소비를 행할 가능성과 한계가 어떻게 

주체에게 경험되고 정당화되는가? 자유와 통제, 열정과 이해관계, 문화적 창의성과 경제

적 논리라는 복잡하고도 때로는 갈등적인 문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어 실천되는

가?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앞에서 서술한 디지털 창의노동의 주요 성격을 바탕으로 하

여, 네트워크 문화에서 전개되는 문화소비와 문화생산, 노동문화와 노동윤리, 노동 과정에

서 형성되는 주체성 등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네트워크 문화 환경과 노동: 문화의 소비와 문화의 생산 

젊은이들이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올리는 작업은 자기를 표현하여 의미를 

공유하고 공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싹튼다. 이러한 자기 재현의 욕망에는 문화적 자발

성과 실용적 전략성이 얽혀 있다. 문화적 자발성은 현실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려는 욕망을 가리킨다. 가령 책읽기와 글쓰기를 좋

아하는 “서브 컬처 마니아” 친구 세 명이 모이면 나오는 “되게 웃긴 이야기들”을 “그것으로 

거 한 일을 해보자고 하기보다는 (…) 흘려보내기가 좀 아까우니까 이걸 뭔가 기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다면 또 좋겠으니까” 팟

캐스트나 동호인 카페를 시작하는 움직임 같은 것이다(이연서, 박상아).9) 이에 비해 실용

적 전략성은 경력과 취업 준비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반복적이고 폭좁은 학생활에 한 

불만을 느낀 학생들은 ‘ 외 활동’(이희은, 2014)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러 형태의 가능

성을 도모해 나간다. 그 가능성들 중의 하나는 개인 사업자가 되는 방법이다. 인터넷을 이

9) 박상아: 그냥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끝났는데 ‘Show me the money’ 라고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방송이 끝나면 ‘HIPHOPPLAYA’ 게시판의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막 글을 쓰니까, 저도 댓글 달고. 

‘오늘 누구 좋았다, 나는 누구 팬이다.’ 이런 식으로 올리고, 평가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 요즘은 그런 것보다 페

이스북 페이지로 더 힙합하는 사람들이 공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 그런데 ‘샤라웃 힙합’은 어떤 여자 분이 그냥 

혼자 운영을 하는 거에요, 힙합이 좋아서. 그래서 그 분은 페이스북 페이지 특유의 딱딱한 말투가 아니라, 사람들이

랑 소통하고 편하게 얘기하고, 욕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감하면서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쪽에

서 많이 댓글 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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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쇼핑몰이나 온라인 매거진을 만드는 방식이 활용된다. 다른 하나는 온라인 공동체

를 만들어, 공동의 집필, 전시, 이벤트 활동을 해나가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기업

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을 하는 방식이 있다. 특정 기업의 상품을 이용한 후 

체험 소감과 상품평을 개인 혹은 기업이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에 포스팅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이들은 흔히 ‘서포터(supporter)’나 ‘소셜 커뮤니케이터(social communicator)’라고 

불린다. 이 역할은 활동의 즐거움과 때때로 제공되는 약간의 물질적 보상, 그리고 기업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기에 학생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으며 선정되기 위

한 경쟁도 센 편이다.

이러한 디지털 창의노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거나 후원이 뒷받침

될 수도 있지만 보수 없이 무료로 진행될 때도 있다. 독립 패션 매거진의 편집자이며 디자

이너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인 블로거로 활동하는 강윤우에게 패션 기업이 협찬을 

제안하면서 그가 일하는 온라인 저널에 본 기업을 기사로 실어주기를 요청해 온 사례처럼, 

디지털 창의노동자와 기업의 관계 맺기 유형은 한 가지 유형으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많은 

경우 중첩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젊은이들이 현실적으로 지니는 문화적 욕망이라는 

요소와 노동력에 한 기업의 필요라는 요소가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들로 결합한다. 이처

럼 젊은이들의 디지털 창의노동에는 행위자의 자발적 요소와 기업의 자본력이 혼합되어 

공존하므로 무엇이 주체의 자유로운 의지이고 무엇이 외부적 힘인지를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다. “통로가 한 번 열리게 되면” 기업과 인간관계가 모두 연결되어 진행되므로 “중독

성”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남수경), 참여자들은 이 일에 진심어린 열성과 노력을 쏟아 부

으면서 동시에 보수와 명예 같은 실리를 추구한다. 

이들은 주로 글, 음악, 만화, 캐릭터, 패션, 화장품, 공연과 문화이벤트 등 학생들의 

일상문화와 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젊은이들의 디지털 창의노동

은 여러 차원에서 문화소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 관련성의 한 축은 자신이 하위문

화의 소비자로서 맺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한 축은 생산자로서 그들의 문화적 관심 및 소통

과 인간관계 맺기 능력을 동원하고 활용하려는 기업과 연계되는 것이다. 청소년기에서부

터 누적된 문화소비에 관한 감각과 지식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소비’ 경험을 바탕으로 하

여 이에 연관된 창의산업 영역에서 ‘노동’하기를 꿈꾸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면서, 그 일

을 수행할 노동 능력을 구성하는 자원이 된다. 가령 고등학교 때부터 화장과 패션에 관심

이 많았던 여학생이 ‘뷰티 마케터’이자 화장품 기업의 서포터로 일하거나(남수경), 공예에 

관심이 많았던 남학생이 디자인과 패션 마케팅 작업에 참여하는 식이다(강윤우).10) 이 관점

에서 상업적인 문화 영역은 젊은 세 의 소비와 노동에 한 열망이 발산될 수 있는 가능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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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기도 하면서 그것을 연쇄적으로 포획하고 재생산하는 권력 효과를 낳는다(McRobbie, 

1994).

예를 들어 오민희는 모 패션기업의 서포터즈에 지원했다가 탈락되고 나서, 이 역할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블로그를 운영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블로그를 시작했고, 지금은 원하는 기업의 서포터즈로 일하면서 ‘데

일리 패션’이라 불리는 일상 패션 장르 전문의 블로거로 상당한 명성을 쌓았다. 

 

오민희: 제가 원래 패션 쪽에 관심이 엄청 많아서, 중학교 때부터 중고장터 같은 데서 입지 

않는 옷도 팔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또 공부를 해야 하니까, 또 딱히 

옷 살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학생 되면 되게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래서 

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유니클로’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돈도 벌 겸, 패션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외활동이라는 영역을 생각해 보게 되는

데, 1,2학년 때는 돈만 벌면서 뭣도 모르고 놀기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은 거에요.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또 네이버 카페 ‘스펙업’이라고 아시죠? 거

기에 보니까 재미있는 외활동도 많고 해서, 2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제가 그 퓨마 서포

터즈를 봤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제 소유의 블로그도 없고, 그런 SNS 활동도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그냥 지원을 했는데, 아예 광탈을 해 버렸어요. 서류지원도 떨어지고. 그래

서 그 계기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블로그의 시작이 ‘LIKE PUMA’를 하려고 시작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처럼 풍족한 소비문화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창의노동자

로 성장하고, 그들의 하위문화적인 자본(Thornton, 1996)은 문화의 노동력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창의노동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영역은 유동적인 

10) 강윤우: 제가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것을 옛날부터 좋아했고, 계속 종목을 바꿔오긴 했는데, 옛날에는 레고로 

자동차를 만들고, 다른 일반인들이 잘 하지 못하는 자전거 완전분해도 해보고, 자전거를 직접 만들기도 해보고. 그

런데 이제 패션 쪽에 몸을 담으니까, 뭔가 조그맣게, 옷은 못 만들더라도 액세서리는 한 번 만들어 보자. 차별화된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비즈 팔찌는 많지만 가죽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죽

제품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도를 하려고 했더니 공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재료비 빼고 한 달에, 몇 시간 

하는 것이 40만 원 정도라 도저히 못하니까. 그래서 유튜브 혼자 보고 배웠어요. 그렇게 조금씩 해서, 그리고 가죽 

자체가, 이 정도 크기의 이탈리안 베지터블 가죽이, 통가죽은 만 원이 넘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그

럴싸하게 만들어서 팔았어요. 페이스북 페이지로. 브랜드명 만들고 적어서, 어떻게 보면 눈속임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슬로건이니까. 그렇게 팔았어요. 그리고 재료비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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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이 산업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비교적 유연하고 비공식적인 통로들을 제공한다. 이

처럼 자본주의적인 문화 환경과 디지털 네트워크가 결합된 환경에서 특정한 노동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창의노동은 사회적으로 현존하는 소비 및 노

동의 물적·상징적 구조와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구조적 흐름 안에서 디지털 창

의노동자가 형성된다. 

2) 노동문화와 노동윤리: 낙관, 그러나 잔인한 

디지털 창의노동의 과정에서 발현되는 노동문화와 노동윤리는 실상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갈래들로 구성될 터이지만 여기에서는 특히 능력주의, 소비주의, 타협적인 즐거움의 특성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많은 디지털 창의노동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펼쳐 나간다. 온

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며, 서로 다른 방향과 리듬을 이루는 일들이 파편적이고 불규칙

하게 진행된다.11) 멀티태스킹이란 흥분되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한 일이다. 이러한 불안

정한 상태는 때로는 ‘살기 위해’, ‘팔리는 기술’을 활용하는(이연서) 것이라고 다소 냉소적

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체로 자신의 의욕과 열정을 실현하는 경로로 정당화되는 듯하

다.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비매품 패션잡지를 출판하는 단체에서 에디터와 매니저로 

일하면서 자신의 패션 블로그를 운영하고,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디자이너와 

공예가들을 결합하여 가입자 수 1,700여 명에 이르는 아마추어 예술가 모임 웹사이트를 운

영하고 있는 강윤우는 “저는 새로운 것을 해보는 거니까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는 거여

요. 그게 재밌어요.”라고 말한다. 더욱이 이들에게 중시되는 일은 단지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잘” 하는 것이다. “멋지게 놀면서도 공부까지 잘 한다”는 것은 분명 

“통쾌”하고 “뿌듯”하게 “뽐낼” 만한 일이다 (김진수, 오민희).12) 이처럼 그들은 많은 일들을 

11) 예를 들어 이연서의 경우는 문화기획과 글쓰기, 만화그리기, 팟캐스팅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문화기획은 보수

를 받으며 하는 조직의 일이고, 글쓰기는 비정기적으로 때로는 갑자기 결원이 난 필자를 ‘때우기’ 목적으로 맡는 일

이고 만화그리기와 팟캐스팅은 좋아하는 친구들과 공유와 공감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한 개

인적인 목적에서 운영한다.

12) 김진수: 군  가기 전에는 학업적인 면에서 보면 저는 흔히 말하는 날라리, 양아치였어요. 학교도 잘 안다니고. 

아침에 귀찮으면 학교도 안가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작년 2학기 때 복학을 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철이 든 거

에요. 그래서 정말, 결과도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장학금도 받고 그래서. 이런 것에서도 보람을 느껴서, 놓

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면 공부를 되게 안하고 놀게 생겼다고 그

래요. 그런데 내 성적이 이렇다고 하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저는 정말 뭔가 통쾌하더라고요. 뿌듯하고.

오민희: 저희 학교가 말하면 아는 정도의 학교이니까. 약간 외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데에서 저희 학교는 뽐

낼 수 있는 정도에요. 그래서 **  다닌다고 하면 반응이 다 ‘우와’이래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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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잘 해내고자, 즐기고 고투하며 자랑하고 부러워한다. ‘능력주의’(Litter, 2014)의 가치

관 속에서 우수한 재능과 성과를 신봉하며,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혁신을 통해서 마치 그

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해당 분야 유명인들처럼 자기 역시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

갈 수 있기를 열망한다 (오민희, 강윤우). 

디지털 창의노동 영역에서 소비의 열정은 그의 노동의 이해관계 구성에 반드시 필요

한 요소로 정제된다. 근  자본주의 정신에서 소비란 낭비적인 열정이기에 근면한 노동정

신에 의해 교정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된 반면, 창의노동 담론에서 소비란 노동에 필요한 

감각이자 능력이며 노동의 미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소비상품뿐 

아니라 때로는 인간관계도 사회적 자원의 일종으로 자본화된다. 사교는 새로운 세계로 진

입을 꿈꾸게 하는, ‘멋있고 벅찬’ 일일 뿐 아니라 (김진수),13) 바로 그 이유에서 자신이 열심

히 투자하고 노력하고 싶은 목표가 된다. 지인의 폭을 넓히며 도움을 주고받고(강윤우)14) 

‘멘토’를 만나며(남수경)15), 희소하긴 하지만, ‘셀리브리티 파티’에 초 되는 일은 가장 즐

거운 경험으로 기억되곤 한다(남수경).16)

학교가 여 라서 저는 좀 싫어했는데, 그런 우를 받고 하면서,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한 것이 빛을 발하는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람들도 되게 나쁘지만, 학교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다가, 학교 얘

기를 하면 눈빛이 확 달라져요. 진짜 좀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리고 학교 언니들 소개해 달라고 하고, 공부 되게 잘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 학교는 약간 스펙이고, 저를 뽐낼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또 이 친구는 옷도 잘 

입고, 패션 블로거도 하면서, 학교도 좋은 데 다닌다고 생각해 주니까 이런 점도 뽐낼 수 있는 것 같아요.

13) 김진수: 캠스콘 할 때는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패션에 한 얘기들을 말하거든요. 좀 거

창하긴 하지만 디렉터라고 말하는데, 디렉터끼리 모여서 1학기 때 했던 것이 S/S 서울 패션 위크 할 때여서 그런 얘

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패션쇼 같은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 것에 해서는 아예 문외한이었

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에요. 신진 브랜드들도 알게 되고, 디자이너들이 어떻다는 얘기

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친구랑 같이 정말 패션쇼에 가게 됐어요. 봤는데, 정말 모델도 멋있고, 벅차는 거에요. 그 

때 기억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14) 강윤우: 저는 정말 SNS의 수혜자에요. SNS가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일단 사람들을 끌어줬고, 그 사람들 중에

서 정말 저한테 필요한 사람들이 수면 위에 나타나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직접 다가설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리 마켓(flea market)을 하게 되

는 것도 장소가 필요하니까,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도 있고. SNS가 없으면 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15) 남수경: 뷰티 쪽에서는 파워 블로거처럼 시작해서 지금 쇼핑몰도 하고 있고, 파워 블로거는 계속하면서 강연도 

다니고, <여성동아> 같은 잡지의 뷰티 코너에서 에디터로 글도 쓰고 하는 등 여러 가지 하는 일을 하는 분이 있어

요. 그 분을 보면, 제가 패션도 좋아하니까, 뷰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다 패션도 좋아하잖아요. 액세서리라든

지 옷 같은 경우는 2,30 를 타깃으로 해서 같이 하고. 그리고 그분은 자기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뷰

티라든지 패션을 공유할 수 있는 비  클럽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페이스북 내에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 

7,800명 정도, 여자만 받아서 그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그 분 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딱 나

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6) 남수경: 셀러브리티들이 오는 파티가 있는데 여기에 아무나 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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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창의노동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내가 좋아서 선택했고 재미있어서 한다”

는 태도는 그들로 하여금 빈곤하고 불안정한 노동 질서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자의식

을 강화한다. 예컨  비록 ‘거지가 될’지라도(이민혜) 자신의 것을 꿋꿋하게 해 나가려는 

의지, 젊어서 고생은 훗날 보상되리라는 식의 ‘젊음’의 기표가 전해주는 낙관성(박상아), 

관심거리와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공감과 공존의 감동(김진수)이 종종 혼

합된다. 이처럼 일의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 실행 과정에서 획득되는 자율감과 재미는 현

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직업 선택에 있어서 예기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인내할 동기를 제공

한다. 이는 로리가 말했던 ‘정상화된 자기 위태화’ 즉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모순적 위치를 

주체가 스스로 선택한 자유로운 결정의 결과라고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정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태도와 유사하다. 또한 그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단지 현실을 수용

하고 인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한 기업논리를 파악한 후에도 그 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미와 행복을 우선 가치로 선택하기에 더욱 영리하고 적극적이다. 그래서 이들은 “ 학생

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업의 전략을 알고 학생의 사회활동이 ‘스펙화’되는 현실에 씁쓸해

하지만(강윤우, 오미혜), 이는 자신의 문화소비 열정을 충족시키고 미래의 직업을 위한 투

자가 되는 ‘일석이조’의 일이기에(남수경),17) 그리고 ‘재미있기’에(오미혜),18) “해피하게” 

즐기기로 한다(강윤우, 김진수).19) 강윤우의 발언은 이득과 착취가 모순적으로 결합된 상

홍보가 되고, 또 사진도 잘 찍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으로 초 를 하면 저희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가서 재밌게 즐길 수도 있고 (…) 런칭파티. 거의 그런 식으로. (가장 즐거웠던 일은) 얼마 전에 K기업에서 제이슨 

므라즈랑 배두나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셀러브리티들이 오는 그런 파티가 있었는데, 그때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파티에 가면 편집장, 연예인, 파워 블로거 이렇게 있어서 선물도 받고. 그리고 또 가면 아는 분이 있더라

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만났던 분들. 되게 재미있었어요.

17) 남수경: 그게 서포터즈마다 되게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것 하나는, 팀을 이뤄서 그 팀끼리 경연같이, 경쟁피

티라던지 프로모션 기획하는 것을 나눠서 서포터즈 맨 마지막쯤에  그것을 얼마나 잘 실현했는지, 얼마나 효과적인 

것을 했는지 평가해서 상금을 주는 것도 있고 (…) 그리고 그게 아니면, 매달 얼마정도 상당의 제품을 증정하면서 

그것을 리뷰로 작성을 해주면 소정의 포인트를 줘서. 약간 뷰티 쪽은 상금으로 하지는 않고요. 자신들의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어차피 저희들이 화장품을 돈 주고 사는데, 그것 신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을 얻어서 

무료로 사용하면서도, 또 개인적으로는 블로그도 키울 수 있으니까. 약간 일석이조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18) 오미혜: 정말 기회가 된다면 인턴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직원 분들 다 만날 수가 있거든요. (…) 만약

에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분들의 눈에 띄고, 제가 정말 열심히 할 의향이 있으면, 그래도 좀 입사할 때 가산점이나 플

러스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장님이라고 부르는 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님이 그

랬어요. ‘솔직히 너가 사람을 뽑는 면접관이야. 그런데 이 기업에 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에 해서 뽑겠어? 아

니면 한 번이라도 활동 해 본 사람을 뽑겠어? 당연히 후자를 뽑는다.’ 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다 스펙이랑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그러잖아요. 학이 끝이 아니다. 취업해야 된다. 

그런데 뭐 물론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사업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다 좋은 회사 갈려고 학 학점

도 쌓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활동이나 봉사활동도 스펙처럼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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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인지하지만 타협적으로 공모하는 주체의 복합성을 드러낸다.

강윤우: 저는 마케터 겸 에디터에요. 이번에 에디터 과정이 따로 생겨서, 저는 ‘S’ 기업에서 

새로 생기는 이벤트라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취재를 하는 거죠. 또 거기 ‘S’ 기업

에 디자이너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인터뷰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매체에서 이런 것을 하도

록 하려면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돈을 안 줘도 되니까. (기업에서 주는 

상품권) 30만 원 주면 내 옷 사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중심을 

잡고 저도 이용당하는 것이고, 저도 옷 사는 것으로 이용하니까 그냥 해피하게 살고 있어

요 (…) 물건을 주는 경우도 있고. 파워 블로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패션 쪽을 해요 (…) 

그래서 일단 많이 알려지면 업체에서 연락이 가요. 저희가 상품 하나 드릴 테니까 이것 포

스팅 해주세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돈을 준다고 하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처음에는 옷을 하다가 갑자기 먹거리가 생겨요. 쿠폰 줄 테니까 와서 먹고, 포스팅을 해달

라고.

이처럼 자유와 즐거움의 가치, 그리고 그것이 향하는 성공적 미래에 한 (어쩌면 기

약 없는) 희망은, 그들이 더욱 용감히 도전하여 투신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자극하는 촉

진제와 추진제 역할을 한다. 

이렇듯 디지털 창의노동자는 문화적 열정과 경제적 이해관계의 접합을 통해 실무적

으로 적극적이고 영리한 동시에 정서적으로 자유와 창의를 추구하는 열정적 실리주의자가 

되어간다. 그 모습은 한편으로는 전략적이고 실용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사회의 

갈등과 모순을 부인하거나 그에 한 판단을 유예하는 식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상

황을 정당화하며 즉시적인 행복과 재미를 추구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디지털 창의

노동자의 이중성은 가혹한 경쟁주의에서 생존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에 성공을 향한 상상

적인 욕망이 덧붙여져 주체 스스로 생성한 ‘잔인한 낙관주의’의 산물이다(Berlant, 2011). 

19) 김진수: 일단 제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 제일 크고요.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좋고요. 또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제

가 알려줄 수도 있고, 가장 즐거운 것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공통된 관심사를 말 할 수 있다는 점 같아요. 두 번

째로는 퓨마 같은 경우에 어떤 제품을 그냥 줘요. 딱히 활동비를 주거나, 월급처럼 금전적인 것을 지불하는 것이 아

니라, 오늘 입고 있는 바지나 신발도 다 준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제품들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어서 뭔가 되게 성취감도 올려줄 수 있는 것 같고. 또 나중에, 제가 지금

은 그냥 관심 있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패션분야 관련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계

단씩 쌓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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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력과 주체성: 자기 경영의 의지와 통제 

디지털 창의노동은 외형적으로 개방적이고 자율적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본의 논

리와 중적 상업성에 기초한 문화 질서 안에서 배양된다. 따라서 외부적 통제력과 주체적

인 의지와 신념이 배합되는 방식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주체화의 과정

이 진행된다. 이러한 힘의 관계와 주체성 형성에 하여, 자기 통제, 기업의 통제, 중적 

통제, 신화와 상상의 상징적 힘의 범주에서 해석하겠다. 통제는 강압적이고 폐쇄적인 근

의 훈육권력과 달리, 자유롭고 역동적인 주체를 동력으로 하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권력 

작용이다(Deleuze, 1995).

디지털 창의노동자는 줄곧 내면화한 사회적 시각과 평가 기준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육체를 관리하는 ‘생명노동’(Morini, & Fumagalli, 2010)을 자발적으로 수행한다. 페이스

북에 음식 사진을 맛깔스럽게 올리는 것으로 유명한 차형주는 효과적인 사진을 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식욕을 참는 신 더욱 절실하게 먹고 싶어진 음식의 이미지를 올리고 이후

의 댓글 평가를 기 하는 식으로 자신의 욕구와 육신을 통제한다. 패션 블로거로 유명한 

오민희는 일주일에 수차례씩 이벤트를 연출하고 블로그 팬들과 약속한 날짜에 사진과 글

을 포스팅하는 일에 해 ‘무서움’까지 느끼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자신과의 약속”이기에 

그 ‘의무’를 꼭 지키려 한다. 자신의 감정과 육체를 관리하고 이미지를 전시하는 작업 과정

에 두려움과 기 , 의무감과 자부심이 공존하며, 이 불안정한 경계선에서 지속적인 의지와 

인내가 발휘된다. 그리고 그 긴장은 스스로 만든 선택과 약속이라는 자유와 자율의 규범 

안에서 수용된다. 

여기에 단지 자기 통제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우수한 서포터즈를 시상하

는 방식으로 디지털 노동자를 관리한다(김진수).20) 가령 서포터즈의 페이스북에 실린 “좋

아요”의 클릭 수는 기업이 각 서포터즈의 업무를 평가하는 가시적 기준일 뿐 아니라 서포

터즈 개인의 자기 평가 기준으로 내면화된다. 여기서 낙오자를 처벌하거나 기계적으로 훈

련시키는 신 각자 하고 싶은 로 풀어놓고 개인적 성과에 따라 우수한 자를 보상하는 기

업의 긍정적인 평가 방식은 역동적이고 자율적이기를 원하는 행위자를 보람과 자부심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주어진 일을 자신의 자유와 

책무의 관점에서 인식할 때, 즉 기업이 아니라 자신에 의해 자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20) 김진수: 이게 또 기업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SNS로 통계를 내고 계산하는 어떤 회사랑 같이 하는데. 그 회

사에서 저희 블로그랑 페이스북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콘텐츠를 하나 올리면 그것에 한 좋아요, 댓글, 공유 

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댓글 수나 그 날 올렸던 방문자 수를 통해서 월말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활동원

에게는 추가제품을 증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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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때 서포터즈는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며 그만큼 만족과 성취도가 커지고 결과물도 좋

아질 것이기 때문이다(오민희).21) 

이러한 상황에서 조회 수나 댓글로 가시화되는 익명적인 사회적 시선은 서포터즈가 

스스로 자신의 작업을 감독하고 평가하며 행동을 적극화하도록 자극한다. 글쓰기, 이미지 

올리기, 댓글달기와 같은 소통 행위가 자신을 바라보는 중의 시선에 호응하고 보다 많은 

반응과 인기를 성취하기 위한 ‘봉사적 노동’(Marazzi, 2011)으로 환원된다. 이들의 소통 행

위가  페이지뷰와 페이스북의 ‘좋아요’ 클릭 수로 측정되면서(오민희, 김진수)22) 소통의 의

미는 일종의 투자와 평가 행위로서 계량화되며 상품화된다. 이처럼 익명화된 중의 권력

이 창의노동자의 자발적인 동기와 목표 안에서 능동적으로 도모되고 실행되는 논리를 통

해서 조디 딘이 지적한 ‘커뮤니케이션 자본주의’(Dean, 2009)가 한층 더 효과적이고 강력

하게 실행된다. 이러한 노동의 구조 안에서 주목을 끌고 좋은 평가를 받으며 자신의 위치

를 향상하기 위한 기술이 창안되고 학습된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안에서 자신의 이미지

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일을 주로 하는 이들에게 시간을 정확히 지켜 새로운 정보를 업로드

하고, 짧은 시간 안에 독자들의 반응에 호응하며, 이러한 중적 전시 작업이 제 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일상의 시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기 관리 및 행

정 기술’(Crary, 2013)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블로그에 실릴 사

진과 웹페이지 편집을 효과적이고 멋지게 구성하는 디지털 기술의 사용 능력과 타인들로

부터 ‘좋아요’의 평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글과 이미지를 특정한 양식으로 설계하는 사교적 

21) 오민희: 네. 검사를 해요. 데일리룩도 검사를 하는 게 또 패션회사이다 보니까, 신발이나 옷이나 그런 러닝 상

황을 찍어서 올리면, 무조건 그 블로그 주소를 기재하고 몇 명 왔는지 방문자 수도 기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월

말 정산을 해요. 퓨마 관련 포스팅 한 것을 다 써서 내라고. 그래서 활동우수작 선정하고 할 때 그것들이 쓰여요.

연: 그런 것들로부터 구속 받는다든가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오민희: 네. 왜냐하면 제가 좋아서 그것을 한 거고, 제 임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니까, 당연히 저는 퓨마 서포

터즈가 됐으면 퓨마에 관한 포스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강압적으로 무조건 하

라고도 안 해요. 한 것 있으면 보내달라는 식으로 하니까, 별로 부담스럽지도 않고.

22) 오민희: 우선 포스팅을 자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방문자 수를 늘리는 것은 그냥 

포스팅만 열심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하는 것 같아요. 덧글, 댓글 달아주고, 그 다음에 덧

글 달아준 사람 블로그에 놀러가서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정말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김진수: 원래 제가 페이스북을 눈팅만 했는데요. 왜냐하면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하는 등의, 오그라드는 행동

을 제가 좀 싫어해서 캠스콘 활동하기 전에는 절 로 안했거든요. 그냥 페이스북에 남자친구들이랑 술 먹는 사진이

나 간간이 올리고, 게시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캠스콘 때는 제가 촬영한 사람들의 사진을 올려야 해서, 그 이

후부터 되게 많이 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 것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해줘

서.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안했으면 그 사람들도 안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 사

람들이 또 저를 ‘좋아요’ 하니까, 저도 그냥 지나치기가 미안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친구들

이 그래요. 옛날에 욕하던 애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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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기술이 계발, 활용된다.23) 이를테면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가 인기를 얻게 하

기 위해서 특별한 스타일의 수사학이 고안되어 ‘약간 귀엽기도 하면서 장난스럽게 말하는’ 

표현법이 구사되곤 한다(남수경)24) 이러한 사교적인 언어 구사 기술은 일종의 ‘표면연기’

로 수행될 뿐 아니라 그녀의 혀와 몸에 꿰뚫고 들러붙어 자신의 전시적 가치와 사회적 인간

관계를 정의하는 ‘심층연기’로까지 각인된다(Hochschild, 1983/2003).

마지막으로 자유를 꿈꾸는 이들의 노동관은 환상적인 성공 신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

다. 종종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터트리는 ‘ 박’(남수경)으로 표현된

다. 박은 모순적이고 궁핍한 창의노동의 현실을 유지시키는 환영일 뿐 아니라(McRobbie, 

2011) 그들의 노동 가치와 미래에 한 전망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현실적 힘으로 

작동한다.25) 예컨  이들이 꿈꾸는 기업의 출근길은 모델들이 패션쇼를 하는 ‘런웨이’이

고, 희망하는 일터는 복지가 잘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색깔’을 살릴 수 있는 ‘자유’로

운 공간이다.26)

이처럼 디지털 창의노동의 과정에는 기업 구조적인 통제 및 관리 기술, 사회문화적인 

23) 김진수: 개인별로 주어진 미션은 9월까지 100Km 완주 미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달리기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플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뛰었고, 칼로리는 얼마가 소모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스포츠 트

래커’라고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것을 해서 몇Km 나오면 페이스북에 올린다든가 하면, 은근하게 퓨

마 마크가 나오도록 해서 사진을 찍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럴 효과를 노린다고 하

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 타임라인을 보면 퓨마에 한 콘텐츠들이 되게 많아져서, 사람들도 오랜만에 

연락해서, 너 퓨마 뭐 하고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퓨마를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24) 남수경: 그런데 그 분들(블로그 독자들)은 자유롭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더 좋아해서요. 말투 같은 것도 

약간 귀엽기도 하면서 장난스럽게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연: 그런 기술은 어떻게 배웠죠?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남수경: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보면, 그 사람들만의 용어가 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오타쿠 같은 용어를 

쓰는 것을 그 사람들끼리는 더 좋아해요. 말투도 ‘- 했다능’ 이런 것들. 딱딱하게 쓰는 것보다는.

25) 남수경: 경제적으로는 아무래도 안정적이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재미가 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요즘에는 식상한 것보다는 창의적이고 콘텐츠가 괜찮기만 하면 박 나니까. 만들기까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하.

26) 연: 희망하는 직장이 구체화되어 있어요?

강윤우: 정말 많죠. 마케터가 된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코오롱’ 아니면 ‘제일모직’에 들어가고 싶어요. ‘제일모

직’은 정말 사람들이 멋있 요. 출근길에 런웨이를 해요. 사람들이 그만큼 멋있고, ‘코오롱’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로

워요. 자율 복장이기도 하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좀 슈트 같은 것을 입는데, 전 그런 것이 싫거든요. 그리고 ‘코

오롱’에는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 가격표가 없더라고요. 무료인 거에요. 그것을 보고 정말 복지가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Series’ 자체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에디터가 된다고 하면, ‘맵스’에 들어가고 

싶어요. 거기가 원래 제 색깔이에요. 지금은 갈팡질팡 하지만 원래 저는 언더 쪽을 좋아해서요. ‘맵스’라고 해서 좀 

언더의 문화와 의류 같은 것을 다뤄요. 한 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미있어요. 언더 쪽에서는 정말 좋은 

잡지에요, 패션 쪽으로는. 문화 쪽으로는 정말 블랙 매거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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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과 상상, 창의노동자의 주체적인 의지와 노력이 연동되어 있다. 기업적 권력의 논리가 

주체의 자발적인 노동 윤리로 흡수되고, 문화적 창의성이 가치생산의 노동력으로 전환되

며, 주체의 영혼과 육체가 시장원리에 따라 형성되고 실천되는 삶 전반의 기업화가 진행된

다. 이러한 작용이 명시적인 외부의 강제력이 아니라 주체의 정념, 이성, 언어, 행동을 통

해 체화되고 자체적으로 실행되는 국면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유와 자율의 신념과 역

동적인 행위에 기반을 둔 자아 통치성이 형성되고 수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지털 창의

노동의 실천 속에서 자본의 경제원리와 주체의 윤리적 기획이 결합하며, 자유의 신념이 강

하지만 체제 안에서 견고한 경제적 인간이 되어 간다. 

8. 맺으며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이념이 지배적인 후기 자본주의 체제에서, 문화적 열정과 경제적 이

해관계를 접합한 노동 주체의 형성 방식과 의미를 디지털 창의노동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

의했다. 이 작업은 두 개의 상호 관련된 층위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디지털 노동, 창의노동, 

후기 자본주의의 노동 윤리와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에 관한 사고들을 결합하여 디지털 창

의노동의 개념화를 꾀하는 이론적 작업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논리의 중요한 현실적 

맥락으로 한국 사회의 특수성 안에서 성장한 젊은 주체들의 노동문화와 노동윤리, 주체성

의 문제를 디지털 창의노동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내용이었다. 자본주의화, 문화로의 전환, 

디지털화가 다른 나라들에서 유례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며 최근 일, 

이십 여 년 간 신자유주의 이념이 강력하고 빠르게 팽창한 한국사회의 특수성 안에서, 한

국 젊은이들의 디지털 창의노동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현실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유의미

한 상이 되었다. 

디지털 창의노동의 개념화는 디지털 노동, 창의노동, 후기 자본주의의 노동문화와 신

자유주의적 주체 등의 세 개의 이론적 구성 층위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해 근

 자본주의의 자유주의로부터 후기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노동 주체를 설

명하는 두 갈래의 논리인 문화적 창의성/경제적 합리성의 축들을 결합하는 시각이 제안되

었다. 즉 창의성과 자유라는 문화의 본질적 가치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적 규범과 노동 질

서가 결합되며 노동 주체에 의해 체화되고 수행되는 과정으로서 디지털 창의노동을 이해

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합리성과의 결합을 통해 주체의 문화적 창의성과 자유에 한 신

념이 신자유주의적인 원리에 적합한 형태로 계발, 조율된다. 그 역방향의 작동도 함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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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다. 즉 창의성과 열정에 한 가치에 힘입어, 디지털 자본주의의 권력구조와 경제적 

논리는 자유롭고 참여적인 문화적 활동의 형태로 변모, 확장된다. 이처럼 자유와 열정이 

이성적 이해관계로 조직화되고, 경제적 합리성이 문화적 창의성으로 변신하는 순환 작용

을 통해 자유와 창의의 규범에 따라 정상화되는 경제적 주체가 태어난다. 디지털 창의노동

자는 현실적이지만 낭만적이고 계산적인 동시에 순진하며 실리적이면서 이상을 꿈꾸는, 

양가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을 지닌다. 

이어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게 행해지는 활동을 디지털 창의노동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20 의 노동문화와 노동윤리에 관해 체계적인 이해를 꾀하고 그 

안에 담긴 사회문화적 복합성을 해석하였다. 노동의 유연화와 불안정성이라는 현실적 조

건과 노동의 미적 가치와 창의성이 강조되는 노동문화의 변동 속에서 부유하는 인력을 흡

수하기에 좋은 다공성과 유연성을 지닌 디지털 네트워크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수많은 

학생들은 디지털 창의노동에 투신하며 그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디지털 창의노

동에서는 창의성과 열정, 자기 혁신과 성공적인 미래와 같은 긍정적 가치가 강조되는 동시

에 이것을 실행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자기 경영의 원리가 중시된다. 이렇듯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원리가 결합하고, 그 과정에 주체의 의지, 기업의 경영기술, 중의 익명화된 권력, 

사회적으로 팽배한 상상과 환영의 힘들이 개입하는 가운데 특정한 방식의 자기 통치적인 

주체가 형성된다. 이처럼 디지털 창의노동자는 창의성과 자유의 문화적 가치를 지향하고 

디지털 네트워크의 참여성과 자발성의 가치를 추구하기에 오히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체

제에 적극적으로 포섭되는 역설 안에 있다. 

이 글에서 제시된 현상과 담론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이십

의 문제는 우리 주위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들로 줄곧 논의되는 주제다. 그러나 그간 서로 

무관하거나 립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문화의 창조적 활동/경제적 노동의 축들을 결합

함으로써 현재 형성되는 경제적 인간의 특이성, 즉 자신의 자유를 발휘하여 자발적으로 자

본의 권력과 신자유주의의 통치체제 안에 접합해 들어가는 주체화의 논리를 설명할 수 있

었다. 또한 기존의 이론에서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우리 사회 젊은이들의 특수성이 다루어

졌다. 환영이나 무지에 따른 흡수가 아니라 자신의 실리적인 이해관계와 문화적 열정을 동

시에 추구하므로 낙관적이지만 위태로운, 실용적이지만 낭만적인, 발랄하지만 순응적인 

현  젊은이들의 모순적 자아가 그려졌다. 

이 연구는 젊은 세 의 문제들을 단순히 비판하거나 동정하는 결정론적이고 규범적

인 시각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행해졌다. 이를 통해 사회, 문화, 기술적 차원들의 

변화와 접합의 질서를 노동 행위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주체성의 양가성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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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 강조되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직업 노동자가 아니라 비정규적이고 유동적으로 

디지털 창의노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다. 이는 연구의 관심이 본격적이고 전문적으로 

확립된 직업 정체성이 아니라 젊은 학생 세 가 내재적으로 키워나가는 노동에 한 인

식과 전망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글에서 다룬 디지털 창의노동의 설명틀로 

한 세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경제적 주체화 방식은 그가 몸담은 환경, 그리고 그가 행

하는 노동과 소비의 역학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접근은,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정

보, 지식, 감정, 언어, 문화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인지·정동·비물질 노동을 현 사회의 

지배적인 노동양식으로 보는 시각을 준거하여(들뢰즈 외, 2005; Moulier-Butang, 2012), 

그러한 활동이 집약되는 창의노동 분야에 집중했다. 따라서 다른 영역과 위치에 몸담고 있

는 노동의 문화적 특성에 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디지털 창의노동에서 문화적 창의성과 경제적 합리성이 중첩되는 현상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형성되는 젊은이들의 노동 윤리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위험하고도 위태로운 노

동의 조건을 창의와 자유의 이름으로 수용하고 인내하는 태도나 후기 자본주의의 불평등

하고 불안정한 노동질서가 재미와 행복에 한 열망과 겹쳐지는 현상은, 그것의 옳고 그름

을 판단하기에 앞서, 후기 자본주의 상황에 던져진 젊은 주체들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하고

도 문제적인 현실의 단면들이다. 역동과 유연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양극화와 불안정

성으로 고통을 겪는 한국사회에서 형성된 이러한 노동 윤리는 끝없는 혁신과 성공을 향하

기에 긍정적이고 도전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격렬한 경쟁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요에

서 추동되기에 절박하고 위태롭다.   

자유와 독창성을 주장하는 창의노동에 한 열정이 산업사회의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노동질서로부터의 탈주를 의미한다면, 이러한 탈주는 신자유주의적인 노동 규범에 의해 

재전유되고 있다. 젊은이들의 자유에 한 열망은 소비의 자유로,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에 

한 열망은 멋있고 개성적인 마케터의 모습으로, 노동의 보람과 행복은 1인 기업가의 

박 성공 신화로 탈바꿈한다. 이 상황에서 재전유에 한 ‘봉기와 반역’의 가능성은 존재하

는가?(진태원, 2006) 본 연구에서는 지배적인 질서에 타협적으로 접합해 가는 주체 형성의 

내러티브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따라서 주체의 저항 가능성은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통

치성이 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지배와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든(Gordon, 1991)이 

말하듯 권력과 주체는 행위를 통해 관계 맺기에 그의 행위에 따라 그 관계의 성격과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도덕적 결투(moral judo)’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Gordon, 1991, p. 

48). 이처럼 권력과 주체의 관계 속에는 언제나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가능성이 잠재한다 

(Gordon, 1991, p. 5). 따라서 성찰적인 사고를 견지하는 태도, 비판적인 의식과 담론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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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활동, 해방적인 노동문화를 발명하고 구현하는 집합적 노력,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

는 실천하는 디지털 창의노동의 진보적이고 실험적인 면모들이 이후에 탐색되어야 할 중

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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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technological behaviorism-oriented notion of prosumers, the current study 

explores the question of digital creative labour of the youth in the interrelated context 

of post-capitalist crisis and neoliberal ethos of selfhood. This analysis is situated 

particularly in the social conflicts and struggles in Korea, wher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ecariza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have been increasingly aggravated (in the 

realm of embodied reality) whereas their digital activities have been highly expressive (in 

the realm of mediated reality). The contradictions embedded in the question of the 

labour of the youth are delineated in the respect of the subjectivities of young free 

labour, or ‘digital creative labour’ in proposed terms: the precarious young free labour 

in Korea is the compound of social fragmentation, economic polarization, expansion of 

cognitive and emotion labour, boom of hedonistic consumerism, economic-cultural 

celebration of creativity and self-entrepreneurship, technological saturation of digital 

media, subjective/collective affects around excitement and ambition but also of anxiety 

and fear.

The ambivalence and complexity of the young free labour is converged at the emergence 

of homo-economicus (Michel Foucault) through the subjectivation of the social 

(con)fusion of post-capitalist crisis and neoliberal governmentality of self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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