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모두 N잡러와
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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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35, 선샤인콜렉티브 대표 / N잡러)

• Parti 캠페이너 & 진저티프로젝트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매니저

• 아쇼카한국 미디어커뮤니케이션팀 팀장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청년사업팀 PM

• 시민단체 정책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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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투자계모임 디모스 멤버

와일드블랭크프로젝트 치마사장

어쩌다극장 연출

팟캐스트 ‘노워리약방’ 제작자



“재밌는 거 다하다가내 이럴 줄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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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직장은 왜 하나만 다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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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는 직장으로만

나를 소개해야할까?” 

/핯픒킪핟멚힖줆슲



“급속한 일자리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데

그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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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도 사내복지를받을 수 있나요?



/핯얺퐎몒퍋
빠띠 진저티프로젝트

근무 날짜 화/수/금 월/목

근무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재택) 오전 10시 – 오후 6시 반(사무실 출근)

업무 내용 월간우주당 편집장, 캠페인 기획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획 및 실행

연봉 전체 연봉을 놓고, 빠띠에서 3/5을, 진저티에서 2/5를 받는 구조

휴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



어라, 계약을 다 , 게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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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는 휴가를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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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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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구입비는 2/5만

받아야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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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등한 두 주체 간의 약속인 계약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일 환경. 계약시에 필요한

항목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채로 조직 생활을 시작한다.

• N잡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일의 모양 역시 ‘노동’으로 생각하고, 법

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N잡러는 전문성을
기를 수 있나요?



“그렇게 N잡을 하시면

전문성은 어떻게 기르시나요?”



“1만 시간을 쌓는 사람들과의 경쟁에1

어떻게 이기실 건가요?”



“친구.? 전문성을 쌓고 있는데

저는 고민만 하고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친구.? 어떻게 전문성을 쌓고 있어요?”

“…토익공부하고…입사시험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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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여, OO을 배워서

대체불가능한 인재가 돼라!

“땡땡을 배우면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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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된 일 경험,

훈,의 기간이 적은 일 ?경…

나는 나의 전문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를 중심에 둔 전문성



다양한 형?의 일을 통해 쌓아올린

개인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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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과 전문성의 맥락을 가지는 개인

&
맥락을 이루는 개별 사건들 사이를

채워주는 사회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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