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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30대 ‘매춘 여성’의 생애이야기:

생존 전략과 경계 넘기의 행위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김 숙 이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 질서가 심화된 1990년대 말 이후 한국사회에서 이른

바 ‘매춘’을 포함한 성서비스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20~30대 여성의 생애이야

기를 분석한다. 이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구술생애사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매춘’ 혹은 성서비스의 경험을 고립시켜 이해하는 통념을 벗어나 그녀 자신의 

관점에서 그녀의 삶 전체를 구성하는 여러 생애사건 가운데 하나로 위치 짓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여성들의 경험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과 의미를 밝히

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들을 낙인화해 온 ‘매춘 여성’이라는 재현에 대한 비

판적 해체와 재구성을 시도한다. 

현재 성서비스 경제 구조에 유입되어 살아가는 여성들은 경제구조와 담론의 

현실에 놓여있는 간극과 불일치로 인해 이중의 모순에 직면해 있다. 가족이나 

학력 등 자원이 취약한 여성들은 몸과 섹슈얼리티, 감정을 이윤의 원천으로 삼

으며 여성을 성서비스 경제로 재편하는 신자유주의 구조 안에서 그 짐을 고스

란히 떠안으며 살아가야 하는 모순에 놓인다. 또 이 여성들은 이들이 놓여있는 

모순적 현실을 주목하고 분석하는 논의가 일천한 상황에서 ‘매춘 여성’이라는 

낙인찍힌 존재로 재현된 채 살아가는 이중의 모순을 겪는다. 이 여성들은 신자

유주의적 경제질서라는 ‘구조’적 선택으로 성서비스를 하지만, 이들의 경제활동

은 단지 범법이자 일탈이라는 개인의 선택 ‘행위’로만 해석되어 처벌된다. 

구술자들은 다양한 성서비스 유형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14명의 20~30대 여

성들로, 이들은 가족에 관한 이야기에서 출발해 다양한 직업 경험을 거쳐 성서

비스를 하는 과정으로 구술하였다. 이들의 생애이야기에는 스스로 돈을 벌게 된 

계기가 된 생애전환점으로서 가족 내 위기 사건이 등장했으며, 그 뒤 가내 권력

을 벗어나 돈벌이를 하며 자립과 독립의 과정을 향해 나아가는 구조로 이루어

져 있다. 구술자들은 중간계급 이하 가정출신이며,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문대 

이상의 학력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중·고 시절 공부를 잘 한 경우도 있지만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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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는 아니었으며 학교 규범에 대한 부적응과 위반의 이야기가 많았다. 또 대

학 경험은 공부에 대한 성취나 대학생활보다는 고비용의 교육비를 스스로 감당

해야 하는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대체되었다. 이들의 대학 경험은 대학진학률이 

거의 80%에 이르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은 누구나 가야 하는 이데올로기로 여겨

지고 있지만, 사기업화와 높은 교육비로 대학의 공공성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한다. 

구술자들은 가족의 경제적 요인 또는 가정폭력 같은 경제 외적 요인으로  비

교적 이른 나이에 생계 부양을 위한 돈벌이에 나섰다. 이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최저 시급의 아르바이트들을 하다가 시급이 ‘센’ 아르바이트를 찾아 이동했다. 

이들은 ‘바 알바’나 ‘유흥 서비스업’ 일을 경험하면서 그 일에 성서비스가 포함

되어 있음을 ‘간파’하며, 돈을 벌기 위해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한편 나아가 자

신의 성적 자원을 활용하였다. 구술자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성서비스에 진입했

으며, 대체로 직접적 유형의 성서비스를 경험했다. 다수는 인터넷을 통한 성거

래나 ‘핸드플레이’ 업소에서 성서비스 일을 시작했는데, 이 유형들은 기존의 업

소 성서비스보다 낙인이 적어 좀 더 쉽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서비

스 일은 기본적 생계부양책이었으므로, 얼마의 소득을 벌 수 있는가는 이들에게 

일을 지속하거나 중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일정한 소득 수준을 

지속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성서비스 현장의 폭력적 상황이나 인권침해, 질병

위험과 신변위험, 경찰단속 등 여러 요인으로 일을 중단하거나 업소를 옮기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구술자들이 다양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전전해야 했던 직업경험은 노동 불

안, 불안한 사회소득, 직업 정체성의 결여와 같이 새로운 위험한 계급으로 주목

된 프레카리아트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문제를 공유한다. 또 구술자들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88만원 세대’, ‘오포 세대’ 등으로 상징화되는 청년 세대가 놓여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이들이 경험한 폭력과 부정의는 비단 성서비스의 장에 국한된 것이 아

니며 가족, 학교, 직업 등 생애경험 전반에 걸쳐 있으며, 이는 구조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이 오로지 가족에게 의존하는 공공성 결

여의 사회인 ‘가족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구조적 폭력이라는 논의 틀 안에서 성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성서비스를 불법화하고 

단속해 결국 성서비스 여성들을 범죄자로 몰고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

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구술자들은 성서비스를 하며 친밀한 관계와 관련된 성, 사랑, 결혼을 둘러싼 

지배적 규범인 도덕과 갈등하며 균열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사회의 성규



- iii -

범은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나 친밀한 연인 관계의 성관계를 정상적이고 합법

적인 것으로 규정하므로, 이들의 성서비스 경험은 성규범의 위반을 의미한다. 

이들이 보여주는 성, 사랑, 도덕을 둘러싼 관념은 기존의 통념적 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그와 다른 이질적 관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 여정은 성서비스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정당하게 설명해줄 언

어를 찾는 과정이자 문화적 실천이기도 하다

끝으로, 20~30대 성서비스 여성들의 생애이야기는 성서비스를 경험한 여성

에 대한 재현 논의가 당사자 여성들을 사회적 관계와 맥락 내에 존재하는 개인

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재설정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성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의 다중적이고 다층적인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들 또한 다른 사회구성원들

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 다양한 생

활영역에서 다층적인 범주와 의미가 교차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환기하고 확립하는 일이다. 또 이들의 정체성을 성서비스 일로 부여하는 

경우에도, 성서비스가 놓여있는 현실의 맥락과 노동의 성격이 매우 복합적이라

는 점에서 이들의 정체성은 다층적이고 다중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정

체성과 재현에 대한 논의는, 각 정체성이 서로 배타적인 것처럼 논의되어온 경

향과 달리, 이들이 동시에 피해자, 노동자, 성소수자일 수 있는 다중적이고 다

층적 정체성을 갖는 개인일 수 있다는 수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수

용은 이들을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갖는 존재이자 시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

야 할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첫 걸음을 의미한다. 

주요 용어: 성서비스, 성노동, 매춘, 성매매, 여성, 재현, 구술생애사, 

직업, 정체성, 친밀성 노동, 젠더 노동, 가족사회

학     번: 2007-3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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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 질문

1) 문제제기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 질서가 심화된 1990년대 말 이후 한국사회에서 이른

바 ‘매춘’을 포함한 성서비스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20~30대 여성의 생애이야

기를 분석한다. 이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구술생애사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1) 

‘매춘’ 혹은 성서비스의 경험을 고립시켜 이해하는 통념을 벗어나 그녀 자신의 

관점에서 그녀의 삶 전체를 구성하는 여러 생애사건 가운데 하나로 위치 짓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여성들의 경험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과 의미를 밝히

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들을 낙인화해 온 ‘매춘 여성’이라는 재현에 대한 비

판적 해체와 재구성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 성서비스는 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적 거래에서 제공되는 광

범위한 서비스를 지칭한다.2) 이 용어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에서 성의 상품화가 

확대되며 점점 늘어나는 성적 거래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행위를 포

괄하여 지칭하기에 적합하다. 한편 성서비스의 일부에 해당하며 성매매특별법3)

에서 범죄이자 불법으로 규정된 ‘성매매 행위’에 한정해서는 ‘매춘’(賣春)이란 

용어를 쓴다.4) 매춘은 법적 용어의 변천과 무관하게 오랫동안 쓰이고 있어 역

1) 생애이야기란 구술 자료의 한 형태로서,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현

재로 불러내어 서술한 것이다. 생애이야기에는 개인의 내면세계와, 사건과 경험으로 매개된 외

부세계가 모두 담겨 있어(Denzin, 1989: 28-29), 개인이 구술한 생애 경험은 문화, 역사, 사회

구조와 연결된다(Denzin, 1997: 92). 이 연구는 생애이야기를 사용하여 생애사 연구를 시도하

는데, 생애사 연구의 기본 가정은 행동과 경험을 행위자의 관점 내지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연

구하고 이해한다는 것이다(Denzin, 1989a, 1989b; 유철인, 1998: 187에서 재인용). 또 구술생

애사는 자기 진술 내지 자기 표현적인 성격 뿐 아니라 역사적 경험을 재구성하는 사적(史的) 

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윤택림·함한희, 2006: 57-59).

2) 성서비스의 범위는 토킹바(bar) 등에서 남성 고객의 말상대가 되는 일에서 성매매특별법에 명

시된 '성매매 행위'까지 매우 다양하다.

3) 이 논문에서는 2004년에 제정·시행된 두 개의 특별법-‘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여 '성매매특별법'이라고 부른다.

4) 논문의 본문에서는 맥락에 따라 성매매, 성거래, 성판매와 성구매, 성노동 등의 용어를 한정적

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성서비스 또는 ‘매춘’이라는 현상의 여러 측면을 지칭하기 위해 다

양한 용어가 각축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가 특정한 시공간에서 일어났던 상징투쟁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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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을 갖는 말로 그에 대한 사회인식, 즉 낙인을 깊이 배태하고 있는 말이다.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성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경제구조와 담론

의 현실에 놓여있는 간극과 불일치 때문에 겪는 모순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자, 

이 두 용어를 대비하여 사용한다. 또 ‘매춘 여성’도 인용부호로 표시해 한정적

으로 사용하여, 마치 그 대상이 단일하고 확정적인 것처럼 사용되어 온 이 말의 

용례와 그 정치적 효과를 재고하고자 한다.

성서비스는 당대 사회의 계급, 젠더와 같이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사

회현상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근대 이후 매춘, 즉 직접적인 성행위의 거

래만을 문제시하면서 그것을 여성의 개인적인 타락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

었으며,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80년

대 이전까지 매춘은 윤리적 타락을 의미하는 ‘윤락’으로 지칭되며 개인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도덕주의 시각에서 규정되었다. 이 시각은 1961년 제정된 윤락

행위방지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성서비스를 당사자의 ‘일탈’, ‘매춘 여성’의 ‘문

제’로 보며 ‘실태와 대책’(원미혜, 2010: 1)의 차원에서 다루게 했다.

매춘을 성(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제도로서 이해하는 시각이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 현상에 대한 페미니즘의 개입이 본격화된 이후였다(강영수, 

1989; 원미혜, 1997, 1999; 변화순·황정임, 1998; 정미례, 2002; 김현선, 

2002; 정희진, 2005; 양현아, 2005; 김주희, 2006; 김윤희, 2006; 김선화, 

2006; 신혜선, 2006). 매춘 문제가 ‘여성의 인권’과 ‘피해’의 언어로 재규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현상을 부르는 용어 자체가 성매매로 바뀌었고, 성매매는 성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표현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유숙란·오재림·안재희, 2007: 

55; 김애령, 2008: 260-261)이라는 인식이 등장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으로 ‘윤락행위’는 법적으로도 ‘성매매’라는 용어로 교체되었다. 법적 용어 

변경과 당시의 다양한 여성운동 담론이 매춘문제의 의미화에 끼치고자 했던 영

향은 주로 여성의 성규범을 문제 삼던 성도덕의 관점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

었다.5) 

의미투쟁의 맥락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맥락이 강조되어야 할 경우에는 개별 용

어들을 살려 쓰되,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이 현상에 대한 이름으로는 성서비스 또는 ‘매춘’을 

사용할 것이다. 또 이 현상에 연루된 당사자들에 대한 지칭 역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표기한

다.

5) 이 법의 제정은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시스템을 가시화시키고 불법행위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성매매의 과정을 성구매자, 매개자를 포함한 3자 관계로 체계화해 ‘성매매알선행위’

나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을 도입하여 성매매 매개행위의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양현아, 

2005: 50-52). 이 법에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도 확대되었는데, 기존의 ‘윤락행위’가 성기

접촉에 의한 성행위에 국한되던 것에서 구강 및 항문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포함(양현아, 

2005: 50-51)하는 것으로 ‘성매매 행위’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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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제정은 한국의 여성정책사에서 ‘매춘 여성’의 인권 문제를 공

론화한 매우 극적인 사건이다. 이 법은 우리사회에서 ‘매춘 여성’의 ‘인권’이라

는 시각으로 매춘 문제에 대해 공적으로 접근하는 전환을 의미했다. 이 법이 추

진된 의도는 윤락행위방지법 시절의 '선량한 풍속을 벗어나버린 여성의 성 문제

'라는 인식을 넘어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근절하도록 

관점을 전환시키려는 것이었다. 또 성매매특별법 제정운동은 “성매매특별법이 

여성인권법으로서 요소를 갖추도록 하는 것”과 “제정된 법이 사문화되지 않고 

실효성을 갖추려면 어떤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에 주목했다(조영숙, 2006: 

202-203). 즉, 이 법은 여성운동 세력이 ‘윤락(녀)’라는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 

인식에 개입하며 매춘 문제를 ‘여성인권’과 ‘피해’ 담론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런데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는 2004년 9월 23일, 집창촌 여성들

이 이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 여성들은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 ‘성

매매특별법 반대’, ‘집창촌폐쇄정책 유예’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였다.6) 이 사

건은 연일 매체에 기사화되며 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매춘 여성’이 우리사회에 팽배한 낙인을 뚫고 광장과 거리에 모습을 드러내어 

집단행동을 하리라곤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는 성매매특별법 제정 목적의 하나로 공론화되었으므로, 그 보호 

당사자가 이 법을 반대하리라곤 예측하지 못했다. 집창촌 여성들은 스스로를 '

성노동자'로 칭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노동’의 관점에서 매춘을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인권’에 이어 ‘노동’의 시각까지 

매춘을 바라보는 인식틀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2000년대를 전후한 짧은 기간 동안, 성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등장한 

것은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싸고 전개된 정치의 역동과 함께 신자유주의 질서의 

심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 1997년 경제위기로 한국사회에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질서는 국적 없는 자본의 세계적 이동과 시장의 배타적 

지배에 의한 극단적 경쟁의 논리를 특징으로 한다(강내희, 2000; 강상구, 

2000; 이근식, 2009; Harvey, 2005; 이희영, 2010: 184에서 재인용). 신자유

주의 질서와 함께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가 이윤의 원천이자 자원이 되는 성

의 상품화와 성서비스 경제가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대 여성들의 외

6) 성매매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여러 성산업 유형 가운데 유독 집창촌의 여성들이 집단행동에 나

선 까닭은 성매매특별법의 시행과 함께 추진될 집창촌폐쇄정책으로 당장 생존권에 위협을 느

꼈기 때문이다. 또 집창촌은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일하고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성산업에 비해 집합 행동이 용이한 조건을 갖고 있다. 당시 이들의 집단적 저항은 서울 '미아

리 텍사스'라 불리는 집창촌에서 일하던 여성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들

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거리와 국회 등에서 집회, 단식 농성, 삭발투쟁 등을 벌이

며 저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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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신체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는 현상이 가시화되었다

(문은미, 2000; 이영자, 1997; 정은아, 2010; 추주희, 2012; 원미혜, 2011). 이

와 함께, 후기 근대사회 개인의 성윤리와 성서비스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친밀성

의 구조 변동(Bernstein, 2010: 160)도 진행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성서비스 

거래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애인대행’7)은 우리사회 친밀성의 구조 변동을 드러

낸다. 또 ‘호스트바’, ‘노래방도우미’, ‘여성전용마사지’ 등 남성이 성서비스를 제

공하는 업소도 다양해지고 이를 구매하는 여성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서비스 경제의 확산과 친밀성의 구조 변동은 성서비스를 일 또

는 친밀성의 한 부분이자 일상으로 경험하게 하며 성서비스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계급, 학력, 나이 등에서 점점 

다양한 층위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의 젠더 차별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며 성서비스 일자리에 내몰리게 되는 현상을 반영한다. 또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이나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도 가시화되고 있다. 성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바

(bar) 알바’처럼 경계가 모호한 유흥서비스업의 단기 아르바이트나 비교적 접근

이 쉽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성거래에서 좀 더 직접적인 성서비스를 제

공하는 업소의 일자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성서비스 일자리를 오가기도 한

다. 그런가 하면, 낮에는 다른 주류 직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성서비스를 하며 

‘투잡을 뛰기’도 한다. 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고 단속 

위험이 적은 국가로 이주를 모색하기도 한다. 이 현상은 친밀성이 급격히 '상업

화'되는 후기 근대사회에서 새롭게 확장되는 욕망 산업이 인종과 국적이 다른 

여성들을 유흥과 오락의 새로운 '자원들'로 포착하며 국제적 이주를 추동하는

(김현미, 2004: 69) 전 지구적 흐름의 일부이기도 하다.

7) ‘애인대행’이란 애인, 하객, 조문객 등 누군가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돈을 받는 역할 대행 아르

바이트의 하나로 소개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성서비스 거래이다. 애인대행은 성적 서비스의 

포함 여부에 따라 ‘건전’과 ‘비건’으로 나누어 불리지만 대부분은 성서비스의 거래가 주된 목적

이다. 아래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최근 들어 ‘애인’이나 ‘결혼식 하객’ 등 

대행서비스가 성행하며 ‘사과 대신하기’, ‘전화 대신받기’, ‘1일 수행비서’, ‘1일 친구’ 등 각양각

색의 신종 대행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다(헤럴드경제, 2013년 11월 26일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26000064&md=20131129164106_AT). 

‘한국은 역할대행서비스의 천국'으로 몇 년 전부터 신종 대행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문을 열더니 

아내, 남편 등 가족역할을 대행하는 서비스에서부터 급기야 신종 성매매 형태인 '애인대행' 서

비스까지 등장했다(한국일보, 2013년 12월 1일자, 

http://weekly.hankooki.com/lpage/sisa/201311/wk20131128144505121390.htm). 또 아르바

이트 포털사이트를 통해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나쁜 알바'로 ‘애인대행’ 아르바

이트를 소개한다(문화일보, 2012년 6월 14일자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614MW0839319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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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페미니즘 논의는 성의 상품화와 성서비스 경제의 확산은 신자유주의

에 따른 사회변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며, 그로 인해 여성이 겪게 될 

위험과 젠더 불평등의 심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신자유

주의 한국사회에 대한 페미니즘 연구는 노동, 교육, 가족, 몸 등 다양한 분야와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섹슈얼리티 영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일천한 상

황이며(이희영, 2010: 187-188), 직접적으로 성상품화 현상과 성서비스 경제구

조 안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 대부분

의 담론이 성서비스를 주로 ‘매춘’에 국한하여 논의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질서에

서 확대되는 성서비스 경제구조와 그 안에서 성서비스 일에 종사하며 살아가는 

여성의 경험을 맥락화하지 못한다.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단지 여성의 성상품화와 성서비스 

확산 현상을 문제 삼는 논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살

아가는 여성들이 겪는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현실에 대한 페미니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 분석을 결여한 채 당위만을 제시하는 페미니즘

은 여성들이 겪는 삶의 문제를 담아내지 못하는, 여성들의 삶과 괴리된 공허한 

이론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매춘’에 관한 연구들은 여성의 피해자성과 노동자

로서의 정체성이 양립할 수 없는 지형에서 이루어졌으며(김주희, 2006: 20), 매

춘에 대한 선명한 입장과 정치적 태도를 요구하여 그 행위가 놓인 복합성의 일

부만을 강조하고 많은 다른 지점들을 무화시키며 이론적 담론의 정당성으로 현

실의 다면성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용감한여성연구소, 2007: 6). 이 시각은 

성서비스 문제가 놓여있는 현실의 복잡한 맥락을 ‘폭력’ 대 ‘노동’, 또는 ‘강제

(구조)’ 대 ‘선택(행위)’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축소한다. 또 양극화된 관점은 

공적 담론에서 본질주의 시각으로 손쉽게 재현되어, 성서비스 현상은 사회적 구

성물이자 특정한 사회관계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본래적으로 여성에게 

'폭력'이자 '피해'이거나 이와는 반대로 여성에게 원천적으로 '쾌락'이자 '해방'이

라고 왜곡된다(Sanders & O'neill & Pitcher, 2011: 2). 이 시각으로는 신자유

주의 질서에서 성서비스를 제공하며 살아가는 여성들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경

험을 드러낼 수 없어 이 여성들이 놓여있는 모순적인 현실을 분석하는데 한계

가 있다. 

한편 2004년에 불거진 ‘성매매피해여성’ 대 ‘성노동자’라는 페미니즘 내 대립 

구도와 ‘매춘 여성’의 정체성과 재현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당시 집창촌 여성들의 집단적 저항과 '성노동자 운동'은8) 국내 페미니스

8)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표출된 ‘성노동자의 저항’ 이후 10여년이 지났다. 당시 거

리에 나와 시위를 했던 집창촌 매춘 여성들은 자치조직으로 ‘전국성노동자준비위’를 만들었는

데, 얼마 후 ‘민주성노동자연맹’과 ‘한터여성종사자연맹’로 나뉘어졌다. 이 단체들은 ‘성매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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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 사이에서 ‘매춘 여성’의 재현을 둘러싼 논쟁의 불씨를 지폈으나,9) 그 대립

구도를 넘어서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들이 시도되기도 하였지만,10) 아직까지도 

긴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서비스 경제 구조에 유입되어 살아가는 여성들은 경제구

조와 담론의 현실에 놓여있는 간극과 불일치로 인해 이중의 모순에 직면해 있

다. 먼저, 가족이나 학력 등 자원이 취약한 여성들은 성의 상품화와 성서비스 

경제가 확대되는 신자유주의 구조 안에서 다른 선택지를 찾지 못한 채 성서비

스 일을 하며 살아간다. 특히 20~30대 젊은 여성들은 젠더차별적이고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좀 더 나은 경제적 보상을 찾아 성서비스 

일을 시작한다. 이들은 대부분 성서비스 일을 일시적으로 한 뒤 사회적으로 인

정받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옮기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은 좀처럼 실현되기 어렵

다.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젠더 불평등과 젠더 위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

으며 다만 직접적 차별 형태의 감소로 그 현상 자체가 비가시화되는 특성을 보

인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담론에서 젠더 불평등은 권력구조와의 관계에서 파악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경쟁력과 능동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

다(Ludwig & Wohl, 1009; 엄혜진, 2015: 31-32에서 재인용).11) 결국, 이 여

성들이 성서비스에 종사하게 되는 사회구조의 문제는 배제되며 오로지 개인의 

별법 폐지’, ‘집창촌 폐쇄 정책 유예’,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민주성노동자연맹은 

2009년까지 활동하다가 위원장이 활동을 그만두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활동을 중단

했다. 한터여성종사자연맹의 경우 2011년 영등포 집창촌 재개발 반대투쟁을 활발하게 펼쳤으

나 그 뒤 다른 활동은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 한편 2009년경부터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라

는 단체가 조직되어 집창촌이 아닌 매춘 업소나 인터넷을 통해 일하는 ‘성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외 성노동자권리운동과 교류하며 활동하고 있다.

9) 국내 여성학과 여성운동은 '피해여성'과 '성노동자' 사이, '금지주의'와 '합법화' 사이에서(용감한

여성연구소, 2007: 5) '딜레마' 또는 '아포리아'(장미경, 2005: 12)로서 여성(여성주의자)과 여

성(성판매 여성) 간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태도, '소통의 정치학'(정희

진, 2005: 27; 조주현: 2007)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0) 이러한 시도로, 한편으로는 해당 문제가 놓여있는 지형을 새롭게 조망하고 재구성하려는 의도

에서 국내 차이의 정치와 담론의 형성(변혜정, 2005; 정희진, 2005; 오김숙이, 2005; 엄혜진, 

2006; 국경희, 2007; 이하영, 2009, 2010), 서구의 논쟁에 대한(박정미, 2009; 이나영, 

2009a) 논의 흐름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 연구를 통해 당사자 여성들의 다양한 생애 경

험을 드러내려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이 가운데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생애사' 전반으

로 넓히는 연구들(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2002, 2007a, 2007b; 원미혜, 2010; 엄

상미, 2007; 신그리나, 2013)을 주목해볼 수 있다. 이 생애사 연구들은 주로 집창촌에 기반을 

둔 현장활동 단체와 연계된 연구 성과이다.

11) 신자유주의적 질서 아래, 시장 경쟁력의 극대화는 경제영역뿐 아니라 사회문화 영역까지 확장

되며(강상구, 2000; 안병영·임혁백, 2000; 강내희, 2006; 안현효, 2005; 신광영, 2006; 서동

진, 2009a; Harvey, 2005[2007], 엄혜진, 2015: 26-27에서 재인용), 한국의 정치 및 경제 

질서뿐 아니라 ‘자기계발’ 혹은 ‘자기관리’의 일상문화가 구조화된(서동진, 2005; 이주희, 

2005; 박소진, 2009; 이희영, 2010: 184에서 재인용)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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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선택이자 행위로 간주됨으로써, 이 여성들이 그 구조 안에 묶일 가능

성은 더 커진다. 즉, 여성들은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감정을 이윤의 원천으

로 삼으며 여성을 성서비스 경제로 재편하는 신자유주의 구조 안에서 그 짐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살아가야 하는 모순에 놓인다. 

또 이 여성들은 이들이 놓여있는 모순적 현실을 주목하고 분석하는 논의가 

일천한 상황에서 ‘매춘 여성’이라는 낙인찍힌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이중의 모

순에 처한다. 이들을 ‘매춘 여성’으로 재현하는 시각은 우리사회의 불법화정책

과 ‘창녀 낙인’(whore stigma)12)을 통해 일상적 규범이자 사회인식으로 강력하

게 작동된다. 이 여성들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라는 ‘구조’적 선택으로 성서

비스를 하지만, 이들의 경제활동은 단지 범법이자 일탈이라는 개인의 선택 ‘행

위’로만 해석되어 처벌된다. 이 같은 담론은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에서 다양한 

종류의 성서비스 노동을 경제활동이자 직업13)으로 경험하는 여성들의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이 여성들은 신자유주의 구조·담론과 자신의 경험 사이에

서, 또 범법행위와 경제활동 사이에서 이중의 모순을 겪으며 분열적인 삶을 살

아간다. 또 이 여성들은 자신의 존재를 정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언어를 갖지 

못한 채, 그 경험을 입 밖으로 발화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 살아가게 된다. 

현재 이 여성들의 규모는 상당수로 추정되며14) 신자유주의 질서의 심화와 함

께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페미니즘 연구는 이 여성들이 신자유주의 성

서비스 경제회로에 놓인 채 살아가는 구조적 측면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페미니즘은 많은 여성들이 성서비스가 상품으로 거래되는 사회과정에 참여

하게 되는 현실에 주목하는 동시에 그 구체적 역동을 구조와 행위의 측면을 함

께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여성들이 살아가는 현장과 일상에서 힘을 기르고 

12) 여성주의 성정치학에서 '창녀' 낙인의 문제는, 주로 성 통제, 이중규범(젠더화된 성규범), '여성 

이분화'라는 개념적 우산 아래 접근되거나, '성 판매 여성' 억압의 핵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즉, 

가부장제 질서는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적용한 성의 이중규범으로 여성을 '성녀/창녀'로 구별

하며, '창녀' 낙인은 '정숙한 여성'이라는 성규범과 젠더 질서를 보호하며 여성의 성 전반을 통

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비판되었다(Pheterson, 1987; Barry, 1996, 2002; 원미혜, 2011: 52에

서 재인용).

13) 직업사회학에서 직업 개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볼 수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정의를 

따르면, 직업은 "개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의 종류"이다. 여기서는 일의 계

속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는 "주기적으로(매일, 매주 또는 매월), 계절적으로 행하고 있

는 경우" 등을 말한다. 한편 일군의 작업군들이 똑같은 임무나 책임을 지고 동일한 유형의 작

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를 직업이라고도 한다. 또 직업은 생계유지와 사회적 역할분담 및 자

아실현을 지향하는 비교적 지속적인 일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 때 일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에게 가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이다(유홍준, 2000: 6-7).

14) ‘매춘 여성’의 규모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우며, 그 추정치 또한 대략 33만 명(한국형사정

책연구원, 2003; 원미혜, 2010: 1에서 재인용)에서 120만 명(한국여성민우회, 1996; 원미혜, 

2010: 1에서 재인용)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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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당사자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위한 새로

운 페미니즘 기획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여

성들이 성의 상품화 현상과 열악한 노동 현실에서 경제 자원에 접근하며 자신

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 어떻게 성서비스 현장에 참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

하고, 그 과정에서 이들의 행위성과 주체성을 현실과 가능태의 차원에서 모색하

는 논의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성의 상품화와 성서

비스 경제라는 구조에서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과 그것을 해결해가는 행

위 전략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사회에 불법화정책과 사회적 낙인으로 매춘을 비롯한 성서비스를 금

지하는 강력한 기제가 있는데도, 이 여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성서비

스에 종사하게 되는가? 이 여성들의 성서비스 경험은 다른 생애 경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또 성서비스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불법화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이 여성들은 성서비스

의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와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떤 갈등에 부딪히

는가? 이 여성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든 분열된 정체성을 

봉합해야 한다면, 이들은 어떤 자구 전략과 자기협상으로 통합된 정체성을 생산

하고 있는가? 또 이 여성들의 성서비스 경험은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던

지는가?

이 논문은 구술생애사 분석이 갖는 의미와 가능성에 주목하며 기존의 현장 

연구 흐름을 확대하는 한편, 당사자 여성의 맥락에서 성서비스 경험을 이해하여 

행위와 구조의 측면을 통합적으로 드러내어 ‘매춘 여성’의 재현을 둘러싼 대립

과 차이를 넘어서려는 문제의식을 갖는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공식적이고 사회

적인 목소리를 얻기 어려운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은 

스스로를 사회 속에 위치지우고 역사적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이다(김성례, 

2002: 33, 이혜정, 2012: 16).15) 또 생애이야기에 나타나는 개인의 행위는 주

체적 의미부여와 선택에 의해 구성되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행위지

향과 경험조직의 형식에 의해 규정된다(이희영, 2005: 130; 배은경, 2008: 

71). 따라서 이 여성들의 생애이야기를 구술생애사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은, 이 

여성들의 성서비스 경험을 그녀의 삶 전체를 구성하는 여러 생애사건 가운데 

하나로 당사자의 맥락에서 다루고 그 사회문화적 맥락과 의미도 해석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또 이들이 어떻게 위계적이고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생존

해왔는지 그 전략과 행위성을 당사자의 맥락에서 밝힐 수 있다. 

15) 또한 구술사는 공식적인 역사에서 배제된 집단의 또 다른 형태의 역사 서술이다. ‘역사 없는 

집단’으로 각인된 한국 여성의 연구에서 구술사는 바로 침묵되거나 지워진 여성의 경험을 의미 

있게 역사화 하는 ‘역사 만들기’(making history) 작업이다(김성례, 20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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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들에 대한 구술생애사 분석은 이들이 다른 사회구성원과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 교육, 노동시장, 소비 등 다양한 사회구조와 관계가 교

차된 다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개인의 삶은 도덕, 정치, 경

제, 의료와 기술 등 총체적 사회구조의 산물이며, 생애이야기에는 다층적 사회

구조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가로막거나 영향을 미친 미시적 권력 

관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Denzin, 1989: 29). 이 점에서, 이 논문은 구술생애

사 시각으로 이 여성들의 생애이야기에 등장하는 성서비스 경험을 하나의 고립

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생애사건과의 관계 및 개인의 총체적 맥락에서 살펴봄

으로써, 젠더뿐 아니라 가족, 학교, 노동시장 같은 다른 사회구조와의 관계에서 

밝히고자 한다. 또 이 과정에서, 당사자 여성의 선택과 행위 맥락을 드러내어, 

이들의 성서비스 경험을 ‘구조’ 대 ‘행위’ 또는 ‘강제’ 대 ‘선택’이라는 이항 대립

구도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고자 한다. 

이 논문은 매춘을 경험한 20~30대 여성을 전략가 또는 행위자로 간주하며 

생애이야기를 분석한다. 여기서 이들을 행위자이자 전략가로 보는 관점은 이 여

성들이 현실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

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를 해결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주변 자원을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전

략’이나 ‘행위성’이란 용어는 주체의 해방을 위한 일관된 기획과 전략이란 의미

로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행위

이자 대책 또는 이를 위해 스스로 강구할 수 있는 자구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성을 전략가이자 행위자로 보는 관점은, 여성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때때로 

곤경에 빠지지만 동시에 어려운 상황을 가능한 한 활용해나가며 주변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면을 갖고 있

음을 드러내게 한다. 즉 이들은 단지 구조의 피해자인 게 아니라, ‘권력을 추구

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위를 결정할 능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여성이 

된다’(Runciman, 1968; 콜리어, 1974[2008]: 160-161에서 재인용).16) 

그런데 여성을 억압적 현실을 살아가는 수동적이고 종속적 존재로 보는 대신 

적극적 행위자로 분석하는 것은 여성의 삶을 지나치게 ‘낭만화’한다는 비판을 

16) 또 캐럴 스택(1974[2008]: 195)은 미국 흑인 빈민가 여성의 생애사를 분석하며 여성을 전략

가, 즉 목표를 달성하고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처해가기 위해 자원을 활용하는 적극적

인 행위자로 보았다. 이 분석틀은 그동안 자주 무시되어온 가족관계에 대한 여성의 관점을 부

각시키고, 여성 중심으로 엮이는 유대와 연결망을 드러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루이스 램피어(1974[2008]: 173)도 가족과 가내 집단의 권력과 권위가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여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여성들이 그들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들을 분

석한다. 이는 여성들이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 결정을 내리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

하는 것 또는 가내집단의 권력 구조를 기만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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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도 한다. 하지만 젠더 관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성들의 일상적 실천으로 만들어지며 여성은 억압을 당하는 단일한 범

주로 묶일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권숙인·김현미, 2008: 15). 여성

을 적극적 행위자로 보는 분석틀은 지배적 규범과 갈등하며 살아가는 하위집단 

또는 소수자에 속하는 여성의 관점을 드러내는 데 유용하며, 그 장에서 살아가

는 여성들이 활용하는 전략과 임파워먼트에 주목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성서

비스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20~30대 여성을 적극적 행위자로 보는 분석틀은 

당사자 여성이 삶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자기 삶

에 대한 통제권과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자 노력하는지를 주목할 수 있게 한

다. 또 남성이 지배하는 영역으로만 인식된 매춘을 포함한 성서비스의 장을 여

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여성들이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며 헤쳐 나가는 의

사결정의 과정을 포함한 행위 전반과 그 맥락을 설명할 가능성을 갖는다.

2) 연구 질문

이 연구는 매춘을 포함한 성서비스에 종사한 20~30대 여성의 생애이야기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당사자 여성의 생애 경험과 맥락에서 성서비스 경험을 위

치 지으며, 성서비스를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확대되고 있는 경제구조이자 사회

현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회 제도·구조와의 관계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또 이

들의 생애사 연구가 주로 집창촌을 중심으로 한 성서비스 유형에 국한되어 왔

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이 여성들의 경험에 주목하

되, 다양한 유형의 성서비스를 경험한 여성들의 생애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되는

가, 또한 이들의 성서비스 경험은 다른 생애 경험과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가라

는 연구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여성들의 생애이

야기에 등장하는 성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생애 경험을 살펴본다. 연구 질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성서비스 일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20~30대 여성들의 생애

이야기에 드러나는 생애 경험은 무엇이며 그것은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가?  

구술자들의 생애 이야기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들의 삶의 여

정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무엇인가? 이들은 어떤 가족 환경에서 성장했

으며, 가족 관계는 어떤 변화 과정을 경험했는가? 이들의 학교 교육 경험은 어

떠했는가? 또 이들은 생업활동을 위해 어떤 직업을 경험했는가? 끝으로, 구술자

들의 생애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가족, 교육, 직업 경험과 성서비스 경험



- 11 -

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이 여성들이 매춘을 포함한 성서비스를 하게 된 맥락과 과정은 무엇이

며, 이들은 성서비스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들은 어떤 삶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서비스를 하게 되었는가? 

우리사회에 불법화 정책과 낙인 등 성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금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서비스 일을 하게 된 계기와 맥락은 무엇인가? 이들이 성서

비스 일을 중단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들은 성서비스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셋째, 이 여성들은 성서비스 일을 하며 어떤 갈등과 모순을 경험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으며 어떤 삶의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 여성들이 성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모순과 갈등은 무엇인가? 이 

모순과 갈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들은 이 모순과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

고 해석하는가? 또한 이 여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은 무엇이고 어떤 삶을 전망하고 있는가? 또 이들은 자신의 행위와 사회적 

인식 사이에서 어떤 균열을 겪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자구책과 자

기협상 과정을 거치는가? 

넷째, 이 여성들이 생애이야기를 통해 구사하는 서사 전략은 무엇인가?

이 여성들의 생애이야기에서 성서비스는 어떻게 구성되고 의미화 되는가? 즉, 

이들의 삶에서 성서비스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들이 구술이라는 

행위를 통해 완결성을 갖는 서사로 생애이야기를 구성한다고 할 때, 이들의 서

사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이들의 서사가 갖는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가?

2.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이 논문은 질적연구로, 1990년대 말 이후 성서비스를 한 경험이 있는 20~30

대 여성의 생애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구술생애사 분석

을 수행하였다. 또 구술자의 생활과 성서비스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여관찰도 진행했다.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이 행위하고 생각하는 일상에 참여하거나 

그 일상을 관찰하면서 연구대상이 갖고 있는 경험 세계와 가치관을 당사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연구방법이다(윤택림, 2004: 20). 이 여성들의 경험

을 드러내는 것은 여성 내부의 다양성과 차이를 정치화하는 '차이의 정치학',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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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페미니즘으로서 제3물결 페미니즘과 맞닿아있다.17) 이러한 여성의 경험에 

대한 페미니스트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의 학문체계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여성의 경험에 새로운 의미와 해석틀을 발견하려는 연구방

법인(이선형, 2011: 2) 민족지적 연구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는 참여관찰, 심층면접 그리고 구술생애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1) 참여관찰

성서비스가 일어나는 현장(field)은 우리사회 곳곳이지만 불법화되고 낙인찍힌 

행위로 인식되므로 실제 관련된 사람이나 이야기를 일상에서 접하기는 어렵다. 

또 ‘매춘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성서비스를 둘러싼 통념적 인식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런 까닭에 성서비스 경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대한 참여관찰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성서비스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생애이야기를 구술할 연구참여자를 만나기 위해 약 10년에 걸쳐 참여

관찰을 수행했다.

연구자에게 이 참여관찰 기간은 성서비스를 한 경험이 있는 ‘구체적인 사람’, 

저마다 독특한 ‘개인’을 만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인식으로 형성되어 있던 ‘매춘 여성’이라는 단일하게 응집된 통념과 

지식을 넘어 이동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애를 이야기

해줄 20~30대 구술자들을 직접 섭외하고 면접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 물론 연

구자가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극히 일부가 면접에 참여하였다. 매춘이 불법화된 

현 사회에서 ‘매춘 여성’이 자신의 생애이야기를 구술하기란 스스로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어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크게 세 가지 연구 현장을 통해 구술자들

을 만나고 참여관찰을 진행했다. 우선, 연구자는 성서비스 여성들과 회의를 하

고 공동활동을 모색하는 인권모임에 참여하며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는데,18) 이

17) 그동안 여성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지식 생산은 페미니스트 지식구성에 관한 이론인 여성주의 

인식론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먼저, 여성 경험의 공통성을 상정하

는 것으로, 단일한 여성이라는 정체성과 경험을 생산하는 '정체성의 정치학(identity politics)'

의 주체로서 대문자 단수 여성(Woman)의 경험을 생산하는 것이다. 즉, 모성, 섹슈얼리티, 성폭

력, 강간 등 남성 인식주체와 분명히 다른 경험이다. 그러나 '차이의 정치학'으로 일컬어지는 

페미니즘의 제3물결과 함께 대문자 여성의 경험은 백인, 이성애, 중산층 여성의 경험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흑인, 동성애, 노동계급 여성 등 주변화된 여성 집단의 경험을 배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여성 범주의 본질주의에 대한 비판에 부응

해 여성(women) 경험의 복수성과 여성 경험의 다양성에 주목하게 되었다(이선형, 2011: 7).

18) 2005년에서 2009년까지는 ‘성노동운동 지원을 위한 사회운동 네트워크회의’, 2009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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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가지 현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2005년부터 2009년경까지는 한 달

에 1~2회씩 ‘쌈리’로 불리는 평택역 앞 집창촌에 방문해 그 곳에서 일하는 여

성들을 만났다. 당시 쌈리에는 그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단체인 ‘민주성노동

자연맹’(약칭 민성노련)이 결성되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모색했다. 민성

노련과 소수의 시민사회단체는 연대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었으며, 연구자도 여기

에 참여했다. 연구자는 그 곳을 방문하던 초기에는 집창촌에 있는 사람들과 확

연히 구분되는 이질적 타자라는 점을 크게 느꼈다. 그 집창촌 골목은 주로 성판

매자, 업주, 고객, 소상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 곳에서 여성은 대부분 유

리방에서 손님을 기다리거나 호객을 하는 젊은 성판매자이거나 나이 지긋한 업

주 또는 ‘이모’, 가끔 옷이나 커피 등을 팔려고 물건을 싣고 오는 소상인이었다. 

또 연구자는 호객행위의 대상으로 환영받을 수 있는 남성도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질감을 느껴야 했다. 그 곳에서 연구자가 놓인 위치는 현지조사 시 현

지민과의 대면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작용하는 연구자의 외양(appearance)과 

정체성(윤택림, 2004: 85)의 측면에서 이질적 요소로 드러났다. 그러다가, 시간

이 지나며 그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개인적 친분이 쌓여 그들이 일하고 생

활하는 공간인 ‘업소’에 드나들며 같이 밥 먹고 담소를 나누게 되면서 조금씩 

그 세계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2009년에 민성노련이 활동을 중단

하면서 그 여성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졌다. 연구자는 이 당시 만남 과정을 간략

한 일지 형태로 기록했다. 

둘째, 연구자는 2009년부터 약 5년여 동안 성서비스를 하는 ‘성노동자’의 인

권을 도모하는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라는 단체에 참여하며 안마시술소나 오

피스텔, 인터넷 거래 등 여러 유형의 성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연구

자는 그들이 일하는 업소 중 하나인 안마시술소를 몇 차례 방문하기도 했는데, 

그들의 안내로 업소 내부를 구경했다. 그들이 대기하며 쉬거나 잠자는 ‘대기방’

에서 함께 음식을 먹거나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 업소는 업주 한 명

이 직접 ‘손님’을 맞고 카운터를 보고 매춘 여성 두, 세 명이 일하는 소규모 업

소였다. 그래서 그 전에 집창촌을 방문하던 때보다 더 가까이에서 일하는 환경

을 볼 수 있었다. 또 연구자는 공식적인 모임 외에도 이들과 개별적으로 만나거

나 문자나 채팅, 전화로 일상을 나누며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일하는지 대략

적으로나마 윤곽을 그릴 수 있었다. 또 이들이 업소에서 만나는 업주나 동료, 

손님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지, 언제 어떻게 업소를 구하거나 중단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또 그녀들이 성서비스 일을 통해 버는 

수입은 대체로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 어떻게 지출하는지, 또 자기 관리를 어떻

2014년까지는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모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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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었다. 

셋째, 마지막으로 참여관찰을 수행한 성서비스 현장은 인터넷 공간이다. 연구

참여자 가운데 일부는 '애인대행'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공간에 인터뷰를 할 지

원자 모집글을 올려 만난 사람들이다. 연구자는 수시로 관련된 사이트에 접속해 

참여관찰을 진행했다. 애인대행은 인터넷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여

러 대행업 중 하나의 범주로 자리 잡고 있다. 애인대행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범

위는 함께 식사하고 영화를 보거나 스킨십을 나누는 등 다양한 ‘애인’의 역할이

다. 여기에는 대체로 직접적인 성서비스가 포함되지만, 이 여성들은 애인대행을 

임시적인 일로 하거나 남성 구매자와의 협상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서비스

를 제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 비해 비교적 낙인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또 연구 설계 과정에서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공간을 통해 성구매자 

남성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먼저 자진해서 연구자에게 쪽지를 보내거나 채

팅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시도했다. 이 남성들은 대부분 대

화 초반에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을 의심하며 애인대행 서비스를 하려는 독특한 

‘컨셉’으로 오인하곤 했다. 연구자는 이들과 몇 차례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누거

나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은 구매자 남성이 인터넷 성거래

를 이용하는 이유, 그 과정이나 관행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이 

사이트에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후기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어 거래에 참여하는 이들의 생각이나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심층면접과 구술생애사 분석

이 연구는 20~30대 여성의 생애이야기를 수집하고자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논문의 연구참여자 가운데 다수는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할 수 없었

으며 심층면접 횟수는 1~2회로 제한되었다. 구술생애사는 심층면접을 통해 얻

은 생애사로, 연구자와 구술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되며 세계와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이 연구자에 의하여 재해석되는 해석과정이다(윤택림, 

2004: 99; 강유진, 2002: 23; 이혜정, 2012: 16). 

(1) 구술자 선정과 면접

이 연구는 다양한 성서비스 유형에서 일한 여성들의 경험을 보기 위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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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형에서 일하는 여성을 구술자로 선정하였다. 현재 성서비스 산업에서 다수

를 자치하며 최근 한국사회 성서비스의 변화 흐름을 드러낼 수 있는 20~30대 

연령대의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경로로 구술자를 선정하려고 노력하였

다. 먼저, 연구자가 참여관찰 과정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2008년경부터 구술을 제안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집창촌, 안마시술소, 룸살롱, 

키스방, 데이트방, 인터넷 성서비스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구술

자 가운데 이희영, 박하은, 현진이, 정난아, 인정은, 서연정, 최가희, 조화영 8명

이 해당된다. 둘째, 다양한 성산업 유형에서 일하는 구술자를 주변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구술이 이루어졌다. 구술자 가운데 고미자, 한나래, 강시연 3명이 해

당된다. 이들도 다양한 성서비스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통해 구술자를 모집하였다. 구술자 가운데 김현주, 은예림, 노경아 등 3명이 해

당된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조건만남이나 애인대행을 하는 성서비스 경험자였

다. 이 때 주로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는 ‘애인대행’을 하는 곳으로 2010년부터 

구술자를 모집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인터넷 조건만남은 업소 형태의 성서비스

보다 비교적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만남이 수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애인대행은 기존의 '성매매'와는 다른 형

태의 성적 서비스로서, 애인대행을 하는 여성들은 기존의 매춘을 어느 정도 의

식하고 있으면서도 이와 다른 인식과 성적 서비스의 관행을 만들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14명이며 모두 여성이다. 이들은 면접 당시 20~30대로 모두 

비혼 상태(생애미혼 10명, 이혼 4명)이다(<표 1> 참조). 구술자 가운데 결혼과 

이혼을 경험한 여성 4명 가운데 한 명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유형의 성서비스 업소나 인터넷을 통한 거래 같이 다양한 성산업 유형에서 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었

다. 

연구과정에서는 14명 이외에도 더 많은 여성들을 만나 면접했으나 이들과의 

대화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심도 깊게 만들어주었던 반면, 생애이야기를 수집할 

수 없었던 사례는 본 논문의 분석에서 제외했다. 추가적으로, 남성 성판매자 두 

명과 성구매자 남성 5명도 면접을 진행하여 보조사례로 참고했다. 이들은 모두 

미혼 또는 이혼 상태였으며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까지였다(<표 2> 참조). 

본격적인 면접은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면접은 본 연구에 

동의한 구술자들을 직접 만나 녹음하는 방식으로 1~2회 이루어졌다. 1회당 보

통 2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보조사례 가운데 성판매

자 남성 1명과 성구매자 남성 3명의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화와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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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종/형태
SO/GI

19)
나이 거주 학력

결혼

상태

면접

시기

이희영 집창촌 S/F 36세 경기 중졸 미혼 2008년

김현주 인터넷 애인대행 S/F 33세 경기 전문대졸업 이혼 2011년

은예림 인터넷 애인대행 S/F 29세 경기 대학교재학 미혼 2011년

노경아 인터넷 애인대행 S/F 39세 서울 대학교중퇴 이혼 2011년

고미자 노래방-룸살롱 S/F 24세 경기 전문대졸업 미혼 2011년

박하은
노래방도우미-키스

방
B/F 26세 서울 고졸 미혼 2011년

현진이 룸살롱 S/F 31세 서울 대졸 미혼 2013년

정난아 집창촌-안마시술소 B/F 26세 경기 대학교중퇴 미혼 2014년

인정은 페티쉬샵-오피스텔 S/F 26세 서울 대졸 미혼 2014년

서연정
안마시술소-집창촌

-핸드플레이
S/F 36세 충청 전문대중퇴 이혼 2014년

넷 채팅으로 면접했다. 

연구자는 면접에서 구술자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구술해달라고 요청하여 구술

생애사 자료를 생산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현행법에서 불법적 존재로 규

정되는가 하면 내면화된 낙인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생애 경험을 드러내기를 

주저했다. 그런 점에서 성서비스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심층면접은 일면 부담

과 제약으로 다가가기도 했다. 구술자들은 면접에서 생애 경험의 어디까지를 어

느 정도로 드러낼 것인지 그 적정한 수위를 계속해서 내적으로 협상해가며 이

야기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 그 이야기의 수위는 면접 과정에서 구술자와 연구

자의 공감 정도와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느껴졌다. 

연구자는 면접 과정에서 구술자들이 생애이야기를 가능한 한 개입을 최소화

한 상태에서 구술하도록 했으며, 말을 이어가기 힘들어하는 경우에만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사용해 질문을 하며 면접을 이어갔다. 구체적인 면접의 과정은 살

아온 이야기를 요청하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으며, 구술자가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할 때 앞서 구술한 이야기와 관련된 질문을 해서 다시 구술자가 이야기를 하

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구술자의 인적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구술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며, 나이, 

거주지, 학력, 결혼상태 등은 모두 면접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표 1> 구술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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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종/형태 SOGI 나이 거주 학력
결혼

상태

면접

시기

성

판

매

손영윤 조건만남 G/M 26세 경기 대졸 미혼 2014년

박성철 애인대행 S/M 43세 서울 고졸 이혼 2014년

성

구

매

사례1 애인대행 S/M 44세 서울 대학교졸업 이혼 2011년

사례2 애인대행 S/M 38세 광주 - 미혼 2011년

사례3 애인대행 S/M 38세 일산 대학교졸업 이혼 2011년

사례4 애인대행 S/M 42세 일산 전문대졸업 이혼 2011년

사례5 애인대행 S/M 34세 서울 대학교졸업 미혼 2014년

최가희 핸드플레이 S/F 28세 서울 대학교중퇴 미혼 2014년

한나래
인터넷조건만남-

오피스텔
B/F 21세 충청 대학교휴학 미혼 2014년

강시연
핸드플레이-오피스

텔-휴게텔
S/F 27세 서울 전문대졸업 미혼 2014년

조화영 룸살롱 B/F 39세 경기 대졸 미혼 2014년

이 밖에 보조사례로 성서비스 일을 한 남성과 성구매 남성의 사례를 분석에 

참고하며, 자세한 인적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보조 사례

구술자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희영은 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살던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사고로 수술비를 마련하고 가족생계를 부양하

기 위해 성서비스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집창촌, 룸살롱, 안마시술소 등 다양

한 곳에서 1989년에서 2004년까지 약 15년 간 성서비스 일을 하였다. 그녀는 

2005년부터 약 5년 간 민성노련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면접 1년 뒤인 

19)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을 줄인 말이다. 성적 지향으

로 S는 이성애자(Straight) 남성과 여성 모두를, B는 양성애자(Bisexual)를, G는 동성애자 남

성(gay)을, L은 동성애자 여성(lesbian)을 의미한다. 또 젠더 정체성으로 F는 여성(Female), M

은 남성(Male)을, MTF(Male to Female)은 트랜스젠더(Transgender) 여성을 의미한다. 그 반

대의 경우는 FTM(Female to Male)으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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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민성노련 위원장을 그만두고 집창촌을 떠났다.

김현주는 한 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간 뒤 할머니와 살다가, 7살 때부터 유흥

업소에서 음악밴드 일을 하는 아버지와 새엄마와 살았다. 새엄마는 네 번 바뀌

었는데 네 번째 새엄마와 가장 오래 살았으며, 전문대를 졸업하고 결혼을 했다. 

그녀는  출산 직후에 아버지가 떠넘긴 카드빚 5천만 원을 갚기 위해 남성휴게

텔 카운터, 노래방도우미로 일하였다. 그러다 남편의 의처증과 강박적 성관계 

요구 등으로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며 청소도우미와 각종 아르바이트, 애인대행을 

하며 카드빚을 갚고 생계를 이어왔다. 몇 달 전에는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쉬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그녀는 면접 당시 성서비스 일을 4년째 하고 있었다.

은예림은 대학 입학과 함께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책임

져왔다. 지금까지 새벽에 우유 배달, 신문 배달을 계속 하고 있으며 과외, 전단

지 돌리기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지인들과 함

께 컴퓨터 관련 자영업체를 운영하지만 수입은 불안정하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모두 저축하며, 월세나 생활비는 그때그때 가능한 알바를 해서 

해결하였다. 면접 당시에 5년째 ‘소수성향’의 애인대행 성서비스를 해왔는데, 얼

마 전 남자친구가 생긴 뒤에 그 일을 그만두었다.

노경아는 대학을 중퇴하고 4년 정도 경리일을 하다가 27살에 연애결혼을 하

였다. 결혼 초기엔 남편과 사이가 좋았지만, 집안이 매우 부유한 남편의 가족, 

특히 시어머니와 갈등이 많았으며 결국 남편과도 갈등이 커져 결혼 7년 만에 

이혼을 하고 빈손으로 나왔다. 그 뒤로 그녀는 혼자 살며 일식집에서 서빙 일을 

하였으며, 건강 악화로 쉬다가 돈이 필요해 몇 달 전부터 애인대행을 하였다. 

당시 오래 사귀어온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하이고 자

신이 이혼 경험이 있어 결혼을 꿈꾸지 못하고 있었다.

고미자는 어머니가 미국에 가서 출생하여 미국 국적으로 계속 미국에서 살다

가 2008년에 한국에 왔다. 아버지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거의 아무 관련 없이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무능하여 도리어 어머니가 가끔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17살 때 우연히 알게 된 사람 소개로 출장 형태의 성서비스를 했는데 그 사실

을 안 남자친구의 폭력과 스토킹, 협박을 피해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녀는 한

국에 온 뒤 다른 일을 찾았지만 월급이 적어 노래방도우미, 룸살롱에서 4년째 

일하였다. 하지만 성병, 낙태를 겪으며 한국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2차 

면접을 한 한 달 뒤에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박하은은 성실하던 아버지가 친구 빚보증을 서서 재산을 잃게 되면서 하루아

침에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가족이 불행해졌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두 딸을 데리고 외가로 피신하였으나, 남편이 찾아와 폭력을 휘둘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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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였다. 어머니는 재혼을 하여 동생만 데리고 떠났으며 박하은은 외가에

서 할머니와 살며 고등학교를 다녔다. 용돈이 부족해 노래방도우미 등 아르바이

트를 하기도 하며 학교를 다니다가 고2 때 가출을 했다. 그녀는 여러 거주지를 

전전하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숙식제공’이 되는 안마방 카운터 등

에서 잠깐씩 일하기도 했다. 면접 당시에는 키스방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

었다. 

현진이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와 고종사촌에게 성폭력을 당한 일 때문에 힘들

게 살아왔다. 그녀는 대학교에 들어간 뒤 집을 나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다. 

얼마 뒤 아버지가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학비와 생활비를 보조해주었

다. 그녀는 20대 후반쯤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무용, 연기 등을 공부했으며, 성

형수술 비용을 마련하려고 몇 달 동안 유흥 바, 룸살롱에서 일하였다. 그러나 

진상 고객이 많고 힘들어 그 일을 그만두었으며, 연예인의 꿈도 포기하였다.

정난아는 외동딸로, 어머니는 직접 외국어를 공부해 가르쳐줄 정도로 교육에 

열정적인 전업주부였으며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지만 룸살롱에 다니며 빚을 지는 

철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중학교 때 전교 1, 2등을 하고 학생회장을 할 정도

로 공부를 잘 했는데, 두발 규제나 미성년자에 대한 금기 등 학교 규제에 반발

이 심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성인 남성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어 학교와 부모님에게 발각이 되어 큰 문제가 되었다. 그녀는 수능을 치른 뒤 

집을 나와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니다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성

서비스 일을 하게 되었다. 면접 당시 7년째 집창촌,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고양이 십여 마리와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다.

인정은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며 부모를 떠나 따로 살게 되었다. 그녀

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곧잘 하였으나 부모의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특히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아들과 다르게 딸에게 인색하게 

대하여, 그녀가 원하던 외국어고등학교에 갈 수 없었고 용돈도 항상 부족하였

다. 그녀는 대학에 다니며 맥주집,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바

(bar), 오피스텔 등에서 3년 정도 성서비스를 하여 돈을 벌었다. 면접 당시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학연수를 앞두고 있었다.

서연정은 학창시절 공부를 잘 하였지만, 아버지가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며 폭

력적이어서 불안한 성장기를 보냈으며 자신이 원하던 학교에도 진학할 수 없었

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생활을 하던 어머니 도움으로 취업을 하

였으며, 얼마 뒤 야간으로 전문대에 다니며 학업을 병행했다. 그 뒤 결혼을 했

으나 시댁과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고 아이 둘과 어머니와 살고 있다. 그

녀는 4년째 성서비스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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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가희는 어릴 때부터 알코올중독자였던 아버지로 인해 심각한 가정폭력 속

에서 살아왔다. 그녀는 공부를 잘 해 소위 ‘명문대’에 입학한 뒤 가출을 하여 

고시원에서 살며,  과외, 학원강사, 학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다. 그

러나 그녀는 돈을 버느라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결국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자퇴를 하였으며 학원강사도 그만두게 되었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데이트방이

라는 핸드플레이 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나래는 부모 모두 대졸 학력으로 부유한 중산층이지만, 아버지의 가정폭력

과 어머니의 통제로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다. 또 중학교 때 동성애자로 주변에 

소문이 나서 왕따를 당하고 원하던 고등학교에 갈 수 없었다. 그녀는 다른 지역

에 있는 성소수자커뮤니티에 소속감을 느껴 차비 등 용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 

조건만남을 시작했다. 대학에 들어간 뒤에는 부모와 따로 살며 핸드플레이 업소 

등에서 성서비스를 하여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다. 면접 당시 그녀는 5년째 성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강시연은 전문대를 다니던 중 공무원이던 아버지가 퇴직을 한 뒤 큰 사고를 

당하여 치료비와 가족생계비를 벌기 위해 성서비스 일을 시작하였다. 그녀는 7

년 정도 성서비스를 해서 가족의 빚까지 모두 갚아주었는데, 부모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돈을 요구해왔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휴게텔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

며, 가족과 거리를 두고 남자친구와 살고 있었다.

조화영은 아버지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산층 가족 출신이다. 그녀가 초등학

교를 졸업했을 때 부모는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강남’으로 이

사를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고, 사수 끝에 집과 멀

리 떨어진 지역의 대학에 진학했다. 그녀는 대학 졸업 뒤 잠깐 학원강사를 하다

가 영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조금씩 받기도 하

고, 또 그때그때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계를 이어왔다. 면접 당시에는 룸살롱 등

에서 3년째 성서비스 일을 하고 있었다.

(2) 분석방법

생애사 연구방법의 기본 가정이자 매력인 주관성은 개인 주체인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개인적 서술의 진실성이라는 방법론적 쟁점을 제기해 왔다(윤형숙, 

1994; 윤택림,1994; 유철인, 1998: 187에서 재인용).20) 생애사에 나타난 주관

20) 대표성의 문제는 한 개인의 삶이 한 사회의 문화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가, 한 개인의 경험

이 어떻게 전체 사회적 경험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생애사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이 개인을 통해 문화나 사회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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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점은 생애사를 이야기한 사람이 속한 집단의 문화와 연결시켜야 한다. 

즉 자기의 삶을 이야기한 개인적 주체가 그가 속한 사회나 문화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밝혀주는 것이다. 그가 어떠한 사회적, 역사적 조건에

서 살았는가, 그의 삶의 맥락은 어떤 것인가를 연구자의 시각에서 제시해야 한

다. 같은 상황이나 사건이라도 개인이 사회에서 갖는 위치에 따라 달리 경험하

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삶의 맥락을 제시하고 그를 사회나 문

화 속에 자리매기는 작업은 생애사 분석의 출발이 된다(유철인, 1998: 

187-188).

이 연구에서는 구술생애사 분석을 위해 생애사재구성방법을 사용한다. 구술생

애사 분석은 녹취록의 내용을 살았던 생애사와 이야기된 생애사로 구분하여 정

리한 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살았던 생애사는 구술자가 살아온 과

거 사실을 시간적으로 배열한 것이다. 이야기된 생애사는 구술 인터뷰 상황에서 

구술자와 연구자 간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 것으로 구술자가 생애 이야기를 

했던 순서와 방법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다(이희영, 2005; 배은경, 2008: 

76~77; 이혜정, 2012: 20). 

모든 면접 내용은 녹취 및 전사되었다. 전사 과정에서는 이야기의 내용뿐 아

니라 목소리나 표정의 변화, 한숨소리, 웃음소리, 울음 등을 기록하여 가능하면 

면접 당시의 모습과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다. 그리고 구술자가 이야기한 

생애사를 정리한 후, 다시 시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간략하게 살았던 생애사를 

정리했다. 살았던 생애사에서는 자신의 가정 환경, 학교 생활, 생계활동, 연애와 

결혼 등의 이야기를 주로 보여주었다. 구술자들은 시간 순으로 자신의 생애를 

차분히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간단하게 몇 문장으로 ‘요약’하

고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야기된 생애사는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그 방식을 볼 수 있었다. 이혜정(2012, 20)이 지적하는 

것처럼, 구술자들이 생애 이야기를 하는 방식은 그들이 스스로의 삶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감추려고 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하찮게 여기는

지, 어떤 인식틀을 중심으로 삶의 과정을 경험해왔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구술생애사 분석을 위해 서사방법론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구술생애사에 드러나는 서사성에 주목하는 ‘서사방법론’ 연구는 구술자의 이야

기가 이미 이전에 존재하는 어떤 경험적 실체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그렇게 

점을 맞추겠다, 즉 개인이 문화나 사회나 역사를 어떻게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고 할 때에는 개인의 대표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개인은 독특한 존재인 동시에 

나름대로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기 때문이다(유철인, 1998: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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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중재로 걸러지고 선택된 일종의 구성물”이라고 

전제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단지 화자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집중하지 않으며 

어떻게 말하며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런 식으로 말하게 하

는지에” 관심을 가진다(이재인, 2004: 246; 이희영, 2005: 124). 이 연구의 구

술자들은 성서비스 여성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생애이야기를 구술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강력한 “중재” 요인을 의식하고 있다. 이는 구술자들이 ‘매춘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즉 낙인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고 또 신변 보호를 목적으

로 한 것이다. 연구자는 ‘살아온 이야기’를 요청했지만 구술자들의 이야기의 초

점은 “나는 어떻게 이 일(성서비스)을 하게 되었는가”로 대체되었다. 이 점은 

바로 이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생애사가 갖는 특징으로 암묵적으로 행위에 대한 

“해명”을 요청받는 사회적 위치를 의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스

스로의 경험과 선택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이 점

은 바로 구술자들이 생애이야기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술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서 다시 논의한다. 

3. 선행연구 검토

1) 신자유주의시대 성의 상품화와 성서비스 경제

(1) 성 상품화 확대와 친밀성의 욕구 변동

신자유주의는 후기 근대적 변화 양상을 정치경제적 변동에 방점을 두고 파악

하기 위한 개념으로, 한국사회에서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사회적 

지식이자 담론으로 이 용어의 사용이 전면화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신자유주의

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생산 및 노동의 체계적 유연화, 자본에 대한 탈규제와 민

영화, 최소 복지주의 등을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 경쟁력의 극대화가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문화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있다(강상구, 2000; 이근식, 2009; Harvey, 2005; 엄혜

진, 2015: 26-27에서 재인용).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가 정책 시스

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일상에서 신자유주의적 에토스와 이에 

기초한 개인의 삶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Lemke, 2002; Park, 2007; Song, 

2003; 박소진, 2009; 이득재, 2008; 이희영, 2010: 18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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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섹슈얼리티는 신자유주의 통치 권력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화

의 과정에서 중요한 장치로 작동한다. 2000년대 중후반 한국사회의 섹슈얼리티 

담론은 여성의 ‘몸에 대한 전면적 소환’과 이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주체화’의 

수행에 기초하고 있다. 일상화된 20대 여성들의 몸매와 얼굴 이미지에 대한 관

리뿐 아니라, 중년 여성들의 몸에 대한 계발도 심화되고 있다. 또 능동적인 섹

스를 핵심으로 하는 친밀성의 구조가 강조되는 섹슈얼리티 담론이 21세기 한국 

가부장제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결혼/연애 관계 안과 밖에서 여성들의 섹슈얼리티가 상품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며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과정이 여성 섹슈얼리티의 매춘화라는 특

성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이희영, 2010).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시장 유연성 속에서 가족임금 모델은 개인 노동자 모델

로 이동하면서 기존의 자본축적과 사회적 재생산 간의 협력적 분업 관계에 균

열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균열은 젠더 역할의 의미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

로 이동시키는 배경으로 볼 수 있다(민가영, 2009a: 6). 그러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침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자와 그 의존자들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은 사회적 재생산에 책임이 있다는 두 가지 가정을 여

전히 지탱하고 있다(Brodie, 2006; 엄혜진, 2015: 31에서 재인용). 여성들은 

공동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새로운 압박과 가족 내 일차적인 돌봄 

책임자의 역할을 여전히 강제 받는 이중적 모순에 놓인다. 무엇보다 일과 가족

의 양립이 여성들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 젠더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그 결과 역시 개인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엄혜진, 2015: 31). 신자유주의적 질서에서 여성들은 기

존의 성별체계에서 가능했던 보상의 약화와 함께 기존의 성별화된 규범에서 신

자유주의적 시장/소비 중심적 개인주의로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 페미니즘 논의에서 성의 상품화와 성서비스 경제의 확산은 신자유주

의에 따른 사회변동의 특징 중 하나로 지적되며, 그로 인해 여성이 겪게 될 위

험과 젠더 불평등의 심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 연구

들은 여성의 직업, 노동이 섹슈얼리티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며, '직업여

성'이라는 말이 '술집 여성'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일상 언어의 배경에 주목

하고 여성의 노동은 곧 몸의 성적 사용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다(장(윤)필화, 

1999: 7-8; 김주희, 2006: 24에서 재인용). 

또 문은미(2000), 김현미·손승영(2003)는 여성 노동과 섹슈얼리티의 관계가 

가시화되고 긴밀해지는 경향을 지적하며 여성의 '성적 노동'(sexual labor)이나 

'여성노동의 성애화(sexualization)'의 개념을 제안한다. 우리사회에서 직무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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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게 성적인 신체 조건들을 기준으로 여성을 채용하는 것이 용모차별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규정된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 성적 매력을 갖춘 20대 

미혼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성적 노동(sexual work)’이 증가하고 있

다. 여성들은 주로 텔레마케터, ‘행사/이벤트 도우미’로서 몸매와 외모를 중요한 

직무요소로 구성하는 성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여성들의 업무는 인사예

절, 미소 짓는 법, 말씨, 호칭, 응대용어, 전화예절, 접대예절, 에스컬레이터, 엘

리베이터 예절 등의 서비스 업무와 더불어 워킹, 외모와 몸동작(춤), 노출이 심

한 유니폼 등 성적 매력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유

망직종'으로 급부상한 '행사 도우미'에서 볼 수 있듯이, 몸의 상품화란 "몸이 노

동력의 매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뿐 아니라 몸이 더욱 포괄적인 형태의 

육체자본이 되는 방법들"을 지칭한다(김현미·손승영: 2003: 88-89). 이러한 성

적 노동 또는 성애화된 여성노동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노

동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문은미, 2000). 민가영(2007, 

2009a)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서 성서비스 경제에 참여하는 빈곤층 십대 여

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자유주의 시대 빈곤층 십대 여성들은 불안정한 고용

시장, 계층상승 수단이 되지 못하는 학력의 현실과 비교하여, 성매매를 의미화

하고 있어 성산업에 대한 의미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민가영, 2009a: 28-29). 

그 밖에도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 대한 페미니즘 연구는 노동, 교육, 가족, 

몸 등 다양한 분야와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작 매춘을 비롯한 성서비스 

경제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민가영(2007, 2009a), 

추주희(2009) 등 극소수에 한정된다. 페미니즘 연구는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질

서에 따른 성 상품화와 성서비스 경제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서, 그와 관

련된 여성들의 구체적인 현실을 분석하는 다양한 페미니즘 연구가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작 성서비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삶과 관련

을 맺고 있는지, 한국사회 성서비스 여성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페

미니즘 연구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우리사회의 성서비스 시장에

서 주요한 참여자에 해당하는 20~30대 성서비스 여성의 생애 경험 연구를 통

해 이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한편 성서비스의 양상과 관행의 변화는 현대사회에서 친밀성의 욕구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후기근대 사회에서 성구매자들은 즉각적인 성욕 

해소뿐 아니라 '제한된 진정성'(bounded authenticity)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

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의미 변화를 보여준다.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성판매 일

을 하는 여성들과 성구매 고객을 연구한 번스타인(2007a: 473-474)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성판매 여성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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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대의 매춘 후기 근대의 성 상업

판매 대상
이성애적 성기삽입 또는 오랄 

섹스

다양하고 특화된 서비스 

(이미지, 퍼포먼스, 행위 등)

거래 장소

집창촌이나 거리 등 도심의 홍

등가. 장소의 격리는 공·사라는 사

회적 분할을 유지하는데 기여

개인 주택, 호텔, 상가, 전화와 

온라인 등 전체 도시와 교외 인근

으로 확산. 공·사 공간과 성적 이

데올로기 사이에 명확한 구분 없음

국가 개입

국가 기구에 의한 범죄화나 규

제 형태. ‘매춘’을 성별화·불법화된 

범죄로 규정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불

법 이민자에 집중됨

구매 대상
성욕의 발산 (사적 로맨스와 사

랑에 대한 공허한 대응물로 간주)

제한된 진정성 (관계적 의미는 

시장 거래에 있음)

전근대 자본주의 근대산업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경제 가내 생산 임금 노동
서비스, 금융과 정보. 

유연한 축적

별적인 성판매를 했으며, 남성 고객은 즉각적인 성욕 해소 뿐 아니라 '제한된 

진정성'을 추구하며 성을 구매함을 밝혔다. 특히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혹사당

하는 전문직의 경우 지불된 성적 행위뿐 아니라 감정적 만족을 추구한다

(Bernstein, 2007a, 2007b). 번스타인(Bernstein, 2010: 152)은 친밀성의 욕구 

변동을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자 성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

하며, 근대의 ‘매춘’과 탈근대의 ‘성 상업’을 비교하며 그 차이를 아래 <표 3>과 

같이 설명한다. 또 번스타인Bernstein, 2010: 160)은 전근대, 근대, 후기근대로 

각 역사적 시기를 구분하여 경제구조와 친족관계, 성윤리의 영역을 포함한 패러

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한다(<표 4> 참조). 각 사회경제적 구조, 가족

관계, 성윤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또 서로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윤리 또한 각 경제구조와 친족관계 등에 영향을 받으며 각 시기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표 3> 근대의 매춘과 후기 근대의 성 상업 사이의 패러다임 차이

<표 4> 역사 시기별 경제, 친족, 성 윤리에 대한 패러다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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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확대된  친족 네트워크 핵가족 재결합 가족/고립된 개인

성윤리 출산(생식) 연애/우애 제한된 진정성

그동안 현대사회 친밀성 영역이 상품화되는 현상은 친밀성의 거래 또는 감정 

자본주의 등으로 연구되어왔다. 친밀성의 거래는 흔히 친밀함이 경제를 해치거

나 경제가 친밀함을 해치는 등 친밀함과 경제적 거래는 양립할 수 없다는 통념

과는 달리, ‘친밀한 거래’가 커플관계, 돌봄 관계, 가족 영역 등 우리의 생활에

서 일상적으로 어떻게 작용해왔는지를 밝힌다(젤라이저, 2005:17-19). 이 논의

는 현대사회 상품으로 거래되는 친밀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또 감정 자본주

의는 감정 담론들 및 실천들이 경제 담론들 및 실천들을 구성하고 또 그 반대

를 구성하는 문화, 한편으로는 정서가 경제적 행위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변모하

고 다른 한편으론 감정생활이 경제적 관계 및 경제적 교환의 논리를 따라가는 

문화를 드러낸다(일루즈, 2007: 19). 일루즈는 감정이 경제영역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후기 자본주의에 와서 크게 증가했으며 양자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다고 지적하는데, 이러한 논의는 점점 성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감정노동의 성

격이 강화되는 모습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21)

친밀성의 상품화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현대사회에

서 우리는 사랑을 구매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친밀함을 전시하고 의무

를 수행하는 서비스에 의존한다. 이 현상은 돈과 친밀성의 상호 교차, 즉 돈을 

버는 일과 사랑 행위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친밀성을 제공하

기 위해 수행되는 노동은 물질적, 정서적, 심리적, 체화된 상태에 따라 각기 다

른 특징을 갖는다. 친밀성은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며,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

의 관계에 의해 구체적 형태를 띤다. 그에 수반되는 일은 친밀성 노동이 된다. 

“친밀성 노동”(intimate labor)의 범주는 성, 돌봄, 가내 노동의 다양한 범주를 

포함한다. 또 이 일은 낯선 사람이나 친구, 가족, 파트너, 아이와 노인, 아픈 사

21) 한편 기든스(1992[1996], 215-291)는 현대사회에서 섹슈얼리티가 불변의 친족 질서에 근거

하지 않고 순수한 관계에 의해 이끌리는 내재적 속성을 갖게 되었다며 성과 사랑, 에로티시즘 

등 친밀성을 둘러싼 구조변동을 지적하였다. 또 기든스(1992[1996], 301-303)는 섹슈얼리티

는 다른 사람과 친밀성에 기초한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이며, 순수한 관계에 기초한 모든 관계

는 상황이 불공정하거나 억압적이라고 느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동적 계약(rolling 

contract)’을 암묵적으로 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 유동적 계약은 관계의 성격 자체에 대한 

파트너 간의 열린 토론에 근거하는 규약적 장치이지만 이 또한 협상을 통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든스의 논의는 후기 근대사회에서 상품화되는 친밀성 영역을 제외한 친밀성 관계에 

국한되어 있지만, 친밀성을 ‘평등한 두 사람 간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협상’으로, 또 ‘유동적 

계약’으로 본 점 등은 상품화되는 친밀성 영역으로 확대·적용해볼 여지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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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나 장애인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이고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킨다. 이 모든 

노동은 고용주와 고용자 또는 고객과 제공자 사이에 엄밀하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이 노동의 범주는 돌봄, 성, 가내 노동이라는 개별 

범주들과 연속체를 이루며 존재한다. 또 이 노동에는 다양한 형태의 성서비스 

노동을 포함한다(Boris & Parrenas, 2010: 1-3). 

친밀성 노동의 과정은 단일하지 않다. 이 친밀성 노동의 사례로는 파레냐스가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노래, 춤, 대화로 남성 고객을 성적으로 자극하는 일을 지

칭한 “접대 노동”(entertainment work)에서 FTM 트랜스젠더의 파트너가 수행

하는 “젠더 노동”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 친밀성을 제공하는 노동은 테크놀로지

의 발달로 반드시 만나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집중 또는 

몰두는 이 노동을 이해하는 핵심이 된다(Boris & Parrenas, 2010: 6). 대개 친

밀성 노동은 감정 노동을 수반한다. 혹쉴드는 고객에게 특정한 감정을 유도하기 

위해 감정을 전시하는 면대면 노동을 감정 노동으로 일컬었다. 감정 노동은 감

정의 조작에 의존한다. 상층부 매춘이나 호스테스는 고객 사이에 특별함의 고조

된 감정으로 즐거움과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감정노동이 좀 더 

많이 요구된다. 혹쉴드는 ‘내면 행위’와 ‘표면 행위’를 구분했다. 표면 행위는 그 

인물인 척 하는 것이라면, 내면 행위는 그 인물의 감정과 특성을 체화하는 것이

다. 혹쉴드에 따르면 감정 노동은 노동자가 가장을 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감정

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감정적 불화를 초래해 고통을 겪게 된다(Boris & 

Parrenas, 2010: 6). 

친밀성의 구조변동과 친밀성의 거래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아직까지 이 현상에 주목한 본격적인 연구는 드문 상황이다. 이 논

문은 20~30대 여성들의 성서비스 경험을 분석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일어

나는 친밀성의 구조변동이 성서비스의 변화 흐름과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드러

내고자 한다.

(2) 다양한 스펙트럼의 성서비스 거래와 노동

성서비스는 자본에 의해 변형되고 변화하는 사회적 구성물이다. ‘자본의 변화

와 함께 노동의 형태도 변화하고 성노동 역시 집창촌 같은 형태에서 점차 공간

적으로 유동적이며’, 단순 삽입 중심이 아닌 다양한 성적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추주희, 2009: 138).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성의 상품화가 전면화

되는 현상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성서비스 거래가 양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성서비스 거래의 확산은 그 현상이 가진 젠더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성격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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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유형 특징 지리적 특성

거리

가시적 호객. 섹스를 위해 차나 공

적 공간 사용. 낮은 가격과 기본적 성 

행위

많은 곳에서 불법임

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적임.

매춘업소 

(일부 국가는 사

우나, 마사지 업소

처럼 잘 알려진 곳)

여러 명의 여성이 접수원과 함께 

일하는 성을 위한 업소. 거리보다 안

전. 일부 국가에서는 허가되고 규제

됨.

전 세계적. 독일, 네

덜란드, 호주 일부에서 

합법화. 뉴질랜드는 비

범죄화.

에스코트

독립적 노동자나 소개소를 통해. 호

텔과 집으로 방문. 인터넷 광고, 높은 

가격과 정교한 성적 서비스 

전 세계에 걸쳐 있으

나 서구에 지배적.

개별 공간

사업을 위해 임대한 곳. 비공식적 

환경, 개인이나 노동자 집단. 도미네

이션(Domination) 서비스 같은 다양

한 서비스

전 세계적임. 개인 

사업은 대체로 합법

집

지역 사회/네트워크에 있는 고객과 

성노동자 사이에 비공식이고 임시적인 

개인적 형태

성 시장에서 공식적

이지 않음. 전 세계적

으로 흔함.

불구하고, 여성을 비롯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과정에 다양한 행위자로 

참여함을 말한다.  

하코트와 도노반(2005b)은 전 지구적으로 존재하는 상업적 성의 다양한 현장

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직접적’ 유형과 ‘간접적’ 유형으로 제시하며 주요한 성 

시장의 유형을 나타내는 몇 가지 특징을 구분한다(Harcourt and Donovan, 

2005b: 202; Sanders, O'Neill & Pitcher, 2011:18에서 재인용). 이들은 돈이

나 선물, 다른 보수와 교환되는 성노동을 ‘직접’ 성노동과 ‘간접’ 성노동으로 구

분한다. 이 때 직접적 유형은 물리적 성적 접촉이 있는 유형의 상업적 성에 더 

명확하게 적용된다. 이는 항상 성기 삽입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성기 접촉이 수

반된다(Sanders, O'Neill & Pitcher, 2011:18). 하코트와 도노반(2005b)의 분

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5> 직접 성노동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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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유형 특징 지리적 특성

랩 댄싱
전문 클럽이나 에로틱 댄싱 쇼를 

하는 호텔. 판타지와 호텔 파티 룸
서구 도시들

B&D(SM 플레이)
특정한 장소, 클럽, 개인 파티 등에

서 주로 비접촉의 전문 서비스
서구 국가들

섹스전화 서비스
성적 판타지를 묘사하는 비싼 전화 

서비스
서구 국가들

스트리퍼
파티와 사회적 장소에 고용된 남성

과 여성. 시간제한이 있고 비접촉.

특히 생일이나 결혼 

전 파티와 같은 남성 

의례가 있는 서구 국가

들

 <표 6> 간접 성노동의 현장

이 분류체계는 한국사회의 성서비스 현장을 유형화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이 

논문에서는 구술자들의 다양한 성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이 분류체계를 적용하

여 한국사회의 성서비스 현장을 ‘직접’ 성서비스와 ‘간접’ 성서비스로 유형화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 분류체계는 여성들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다양한 

성서비스 거래에 참여하는 양상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이 

분류체계는 한국사회 성서비스 현장에 맞게, 또 향후 성서비스가 점점 더 다양

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4장에서 진행한다. 

2) 성서비스에 대한 페미니즘 논의와 인식의 다변화

1990년대 말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질서와 함께 성의 상품화와 성서비스 경

제가 확산되면서 여성들의 성서비스 노동이 활발해졌지만, 국내 페미니즘 논의

는 성서비스 가운데 일부인 ‘매춘’에 한정된 경향이 있다. 이 논의들은 그 동안 

‘매춘 여성’이 놓인 열악한 현실에 개입하며 ‘피해’의 측면을 주목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우리사회의 시각을 변화시켜왔다는 점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 논의들은 많은 여성들이 ‘매춘’ 담론과 ‘성서비

스’의 현실, 또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와 개인의 행위와 선택이라는 담론 사

이에 놓여있는 간극과 불일치로  모순을 겪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지 못한다. 따

라서 매춘에 국한된 여성의 성서비스에 대한 페미니즘 논의는 성서비스 경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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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라는 맥락과 시각에서 확대되어 전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성노동자운동과 ‘노동’ 프레임이 등장

하며 형성된 ‘피해’ 대 ‘노동’ 또는 ‘성매매 근절론’ 대 ‘성노동론’이라는 페미니

즘 내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노동’ 프레임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성서비스 일에 종사하는 여성의 삶을 포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인식틀이다. 또 성노동 개념은 돈을 매개로 한 성거래의 노동과 고용 측면에 초

점을 맞추며,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성산업에 종사하는 사회적 위치를 강조하여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 기본적 인권과 적절한 노동 조건을 위한 투쟁과 연결 

가능하게 한다(Kempadoo, 1998: 3). 

나아가, 현대사회 성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노동, 직업, 네트워크 같은 

시각으로 더 세밀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성산업에 대한 지식은 대체

로 특정한 유형의 ‘매춘’에 집중되어 있는데22), 이는 성이 상업화되는 현실의 

일부일 뿐이다. 또 기존의 매춘 논의는 ‘착취냐 선택이냐’라는 단편적이고 환원

적인 시각으로 인해 성서비스 산업의 중심적 역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젠더 관계, 

섹슈얼리티, 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West and Austrin, 2002;  

Sanders & & O'neill & Pitcher, 2011: 13). 이 같은 불균형적인 지식은 성산

업이 놓여있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미시적 관

계를 탐구하지 못하고 단지 ‘매춘’에 집중하여 돈을 대가로 한 성판매에만 초점

을 맞추는 문제를 갖는다. 성산업을 전체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매춘으로 축소시

키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작동하는 성산업을 분석하지 못하고 대신 

‘위험한’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영속시키며 성산업의 여러 유형 사이에 잘못된 

이분법을 생산하는 효과를 낳는다(Sanders & & O'neill & Pitcher, 2011: 

17). 

아래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전개된 성서비스에 관한 페미니즘 논의의 맥락

을 짚어보기 위해 간단하게 그 흐름과 쟁점을 정리한다. 먼저 2000년대를 전후

해 다변화된 매춘에 대한 인식을 도덕·젠더·노동 프레임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쟁점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1) 인식 틀의 다변화: 도덕·젠더·노동의 프레임

성서비스를 지칭하는 용어의 변천은 이 문제를 둘러싼 우리사회 인식의 다변

화를 드러낸다. 우선, ‘윤락(淪落)’, ‘매춘(賣春)’이라는 용어는 1961년 윤락행위

22) 국내에서는 집창촌 매춘에, 서구에서는 거리 매춘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유형에 비해 이 유형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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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의 제정과 그 이후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관련 행위를 

일컫는 법적이고 공식적인 용어로 1990년대 중반까지 주되게 사용되었다.23) 여

기서 ‘윤락행위’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제2조 1항)이므로, ‘윤락행위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고 “타락하여 몸을 파는” “윤락” 여성을 사회적

으로 제재한다는 관점을 전제했다(김애령, 2008: 260). 이 논문에서는 이 관점

을 '도덕 프레임'으로 부른다.

그 뒤, 1980년대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 군산화재사건24)을 계기로 성

서비스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성적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윤락행위방지법

' 대신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여성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의 도덕 프레임에 도전하는 새로운 용어들이 제안되었다. 당시 페미니스트들은 

‘윤락’이란 용어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망친다”라는 뜻으로 성을 파는 자에

게 도덕적 평가를 부과하는 지극히 성차별적인 용어라고 비판했다. 손덕수와 이

미경(1987)은 ‘매매춘’이라는 용어를, 원미혜(1999)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제안

했다. 또 윤락여성이라는 말을 대체하여 매춘여성, 매매춘여성, 성매매 여성, 성

판매자(장필화 외, 2002), 성매매된 여성, 성매매 피해여성(새움터, 2001), 언니

들(새움터, 2001), 생존자로 다양하게 명명되었다(김미령, 2003; 원미혜, 2006: 

132에서 재인용). 

매매춘과 성매매라는 용어는 성서비스가 성판매(여성)과 성구매(남성) 사이의 

성적 거래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제기된 용어들이다. 매매춘은 매춘이란 

말이 성판매 여성과 성판매 행위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구매 남성과 성구매 

행위를 함께 지칭하는 대안적 용어로 제안되었다.25) 성매매라는 용어는 매매춘

이라는 말이  거래되는 성적 행위를 봄(春)으로 비유하여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처럼 여기게 하여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은폐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26) 제안되

었다(변화순·윤덕경·박현미·황정임(2001: 5). 즉, 이러한 인식은 성서비스 일을 

당사자 여성들의 '윤락행위'와 윤리적 타락으로 보는 도덕 프레임을 넘어 사회

23) 권영자·김엘림(1989), 박정은·윤영숙·서명선(1993)을 참고할 수 있다.

24) 2000년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사건을 말한다. 여성단체는 이 사건에서 감금과 화재, 사

망이라는 극단적 폭력을 강조함으로써 성매매의 강제성을 부각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전략은 

성매매를 여성의 타락으로 이해하거나 성판매여성의 자발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지배적 여론에 

도전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래 성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성판매를 

직업적 대안으로 여기는 여성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 화재사건은 

강렬한 상징성으로 말미암아 성시장의 다층성과 복잡성을 비가시화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후 

여성운동가들이 『성매매특별법』제정운동을 전개하면서 성매매를 성폭력과 등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군산 화재사건의 상징성에 기대었기 때문이다(박정미, 2011: 354).

25) 원미혜(1997), 변화순·황정임(1998)을 참고할 수 있다.

26) 윤덕경·박현미·장영아(2001)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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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문제로 규정하려는 여성주의자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이는 특히 2000

년 군산화재사건 등 여러 번의 화재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 일을 하는 당사

자 여성들이 감금과 선불금에 의한 인신구속 등 극심한 인권침해와 폭력적 상

황에 놓여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시각은 여성에 대한 차별, 성별 불평

등과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매춘문제가 발생한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성매매란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성판매 여성은 성차별적 가부장 사회라는 구조적 강제와 

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강제', '폭력', '피해'의 관점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

한 인식을 '젠더 프레임' 또는 '여성인권 담론'으로 부른다.

한편, 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은 '윤락'이라는 기존의 사회적 인식에 어

렵게 개입하며 여성인권 담론으로 성매매문제에 접근해온 여성주의자들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던 2004년 9월 23일 시작된 

집창촌 매춘 여성들의 집단적 저항을 계기로 이들이 수행하는 일을 '노동'으로, 

또 그러한 성서비스 노동을 제공하는 당사자들을 '성노동자'라고 바라보는 시각

이 등장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노동 프레임' 또는 '성노동 담론'으로 

부른다. 당시 성매매특별법과 당사자 여성들의 저항 이후 등장한 성노동 담론은 

성매매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문제적 여성’, ‘문제에 처한 여성’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넘어 ‘능동적 주체’로서 여성의 행위성을 부각시켰다(이나영, 

2009c: 133). 

(2) ‘성노동’ 담론을 둘러싼 페미니즘 논쟁과 쟁점

2004년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싸고 집창촌 여성들의 시위와 성노동자 담론이 

등장하면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국내 여성주의자들은 이 사안에 큰 관

심을 집중하며 매춘 논쟁을 진행했고 입장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냈다.27) 

그 과정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근절’ 대 ‘성노동’이라는 입장으로 양분되었

으며, 이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는 소통의 구조를 만들지는 못했다. 그 뒤 입장 

대립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성매매특별법을 추진한 

페미니스트와 이에 맞서 ‘생존권’과 ‘노동권’을 제기한 당사자 여성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제의 지형을 좀 더 확대해 인식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여성들 

27) ‘성매매특별법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토론되는 

계기를 제공한 점’이라는 언급이 나올 만큼, 몇몇 학술저널에서 이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는 등 

다양한 토론 공간이 펼쳐졌다. 『황해문화』(2005), 『여/성이론』(2005), 『경제와사회』

(2008) 등 다양한 여성주의 또는 사회학 관련 저널들이 성매매를 특집으로 한 논쟁을 집중적

으로 조망했으며, 다양한 학술 발표의 장도 펼쳐졌다. 예를 들어 『성매매의 정치학』(2006,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은 당시 뜨거운 이슈였던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가진 발표의 장

을 집중적인 진행한 후 그 성과를 모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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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소통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으로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여성들 간의 차이

의 정치학(변혜정, 2005; 정희진, 2005), 성매매특별법을 추진한 여성운동과 성

노동자운동의 차이와 맥락(오김숙이, 2005; 국경희, 2007; 이하영, 2009, 

2010), 서구 제2페미니즘의 '성전쟁' 논의나 성노동을 둘러싼 담론(박정미, 

2009; 이나영, 2009a, 2009b)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가. 성매매특별법의 의미: 제3자 착취구조 문제화 대 성노동자의 생존권 위협

성서비스에 대한 여성운동 진영의 담론은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에 대

한 평가부터 엇갈렸다. 우선 성매매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온 여성단체들과 이 법

의 시행에 맞서 저항한 집창촌 여성들의 반응으로 대립을 드러냈다. 한국여성단

체연합 을 비롯해 법제정을 추진해온 여성단체는 이 법이 포주, 업주와 같은 성

매매 매개자를 엄격하게 처벌하여 성산업을 위축시키고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했으며,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이루어내

지 못한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28) 또 '무엇보다 이 법의 제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범죄로 명시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사

회적으로 외면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게 되었다는 점

에서 큰 의미가 있다'(한국여성단체연합 2004년 3월 2일자 성명; 이재인 엮음, 

2006: 283)는 평가가 당시 국내 여성주의자들의 중론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 집창촌에서 일하던 당사자 여성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다며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시위를 벌였고 스스로

를 '성노동자'로 주장하며 단체를 결성해 당사자들에 의한 '성노동자권리운동'29)

의 흐름을 만들었다. 이들은 '여성계가 주도하는 성매매특별법으로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박탈당한 채 길거리로 쫓겨나고 음성적 성시장에 유입되는 등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성매매특별법의 근거가 된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와 같은 일부의 극악한 범죄에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성노동자가 노

28) 한국여성단체연합(2004년 3월 2일, 9월 22일), 성매매특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전국 80

개 시민사회단체(2004년 10월 7일), 성매매 없는 사회 만들기 원로및 각계 대표 311명(2004

년 10월 23일자 성명)(이재인 엮음, 2006: 280-307)은 당시 성매매특별법 제정을 환영하고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들의 공통된 기조였음을 알 수 있다.

29) 국제적으로 매춘 여성 당사자들에 의한 성노동자권리운동은 1970년대부터 형성되어 페미니스

트들의 노동 프레임에 큰 영향을 끼쳐왔고 성노동 담론 일부를 차지한다. 초창기 매춘인권리운

동은 서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 제3세계 성노동자조직이 등장했

고(Kempadoo, 1998: 19), 각국에 있는 다양한 대다수의 성노동자조직은 1990년대에 형성되

었다. 성노동자 조직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기존의 개념을 재정의하며 사

회변화를 위한 전략을 모아내는 세계 성노동자권리운동의 중심부에 서있다(Kempadoo & 

Doezema, 1998: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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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어 있는 것처럼 일반화시켜 몰아가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으며, 여성계는 

성노동자들이 생업으로 행하는 '성노동'을 두고 부도덕하다고 단순하게 비난한

다'(전국성노동자준비위 한여연 출범사, 2005년 3월 5일; 이재인 엮음, 2006: 

308)고 지적했다.

여성학계의 반응도 엇갈렸다. 대부분의 여성학자들은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는 않았으나 성매매특별법 제정추진운동을 지지하고 암묵적으로 법의 제정과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요약해보면, 우선 ‘윤락행위

등방지법’에서 40여 년간 사용되었던 ‘윤락’이라는 용어 대신 ‘성매매’라는 단어

가 법률적인 공식용어로 채택되었고, 둘째, ‘윤락여성’을 ‘성매매의 피해자’로 규

정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으며, 셋째, 알선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다는 점이다. 앞의 두 가지 측면은 그동안 여성주의가 성매매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한 노력의 반영이다. 성매매의 총괄적인 사회구조적인 

맥락을 드러내고 성매매 여성들을 바라보는 기존의 남성중심의 언어와 시각에 

균열을 가하면서 그들을 피해자로 재구성하고자 한 여성운동의 결실이었던 것

이다. 세 번째 측면은 그동안 비가시화되어왔던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중간알선

자를 범죄행위의 주체로 부각시켜 성매매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폭력과 착

취의 주요한 고리를 단절하고자 한 의지가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나영, 2005: 42-43). 특히 한국처럼 성매매가 만연한 사회에서 올바른 성규

범의 정립 차원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법은 '성산업의 해체와 성매매 

여성의 권리라는 다르고도 같은 두 접시를 어떻게 동시에 돌리느냐로 집약된다

'(양현아, 2006: 69)며 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주문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이 강제적으로 성판매를 한 '성매매 피해여성

'을 제외한 성판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이 법의 추진세

력과 매춘 여성 간의 위계와 차이를 보여준다고 주목했다(고정갑희, 2004, 

2005, 2006, 2007; 김경미, 2005; 김애령, 2008; 오김숙이, 2005, 2008; 이현

재, 2009; 이희영, 2007). 또 이 법의 제정 과정과 추진 절차를 조명하며 당사

자 여성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김애령, 

2008; 김지혜, 2010).

이 법의 제정이 추진되던 시기에도, 일부에서는 성서비스 여성이 수행하는 일

을 매춘노동(고정갑희, 2002), 성노동자(이성숙, 2002)라는 용어로 규정했으며 

성매매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입장(김은경, 2002; 조국, 2003)도 제기되었다. 

또 성매매특별법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금지정책 자체에 대한 반

대는 아니지만 법안이 담고 있는 성서비스 여성에 대한 자의적 구분을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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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이 민주노동당이나 여성해방연대 같은 집단에서 제기되었다. 이들은 법

안에서 성서비스 일에 종사하는 여성을 '성매매된 자'로 피해입증이 된 여성은 

피해자로, 그렇지 않은 여성은 범죄자로 처벌하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이재인 

엮음, 2006: 270; 박정미, 2011: 366 등 참고).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은 당시 

논의에서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운동 추진세력이 

주목한 것은, 중간매개자에 대한 부각과 형사법 적용에서 최대한의 차별적 법 

적용, 즉 피해자 범주를 최대한 확장함으로써 여성들을 실제로는 비범죄화하려

는 의도였으며, 또한 성매매특별법이 여성인권법으로서 요소를 갖추도록 하는 

것과 '제정된 법이 사문화되지 않고 실효성을 갖추려면 어떤 장치를 마련할 것

인가'였다(조영숙, 2006: 202-203). 즉,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 여성주의자들

은 도덕적 프레임에 맞서 젠더(여성인권) 프레임을 관철하기 위해 고심했으며, 

성노동 관점이나 당사자 여성의 주체성, 행위성 문제는 인식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요약하자면, 이 법을 추진했거나 찬성하

는 여성주의자들은 윤락행위방지법 시절의 '선량한 풍속을 벗어나버린 여성의 

성 문제'라는 인식을 탈도덕화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근절하도록 관점을 전환시켰다는 점에 주목했다. 반면, 이 법에 반대하는 여성

주의자들은 이 법이 당사자 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그들을 범죄자로 규정해 

당사자 여성들과 법제정 추진세력 간의 위계와 차이를 보여준다고 비판하며 노

동의 관점을 주장했다.

나. 행위성 문제: 강제 대 자발, 피해 인정 대 피해자화

당시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싸고 진행된 논점 중 하나는 자발이냐 강제냐는 문

제이다. 애초에 이 쟁점은 성매매를 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도덕 프레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인권침해로 바라보는 젠더 프레임 사이에서 시작된 쟁점

이었다. 젠더 프레임은 기존의 도덕적 관점이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적 성매매를 

구분하면서 성판매 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정치적 효과를 갖는 주장이라

고 비판하며 이 구분은 남성들의 경험에 기반한 시각(정미례, 2003)이라고 보

았다.30) 즉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적 성매매라는 구분은 공창제 주장에서부터 

30) 정미례(2003)는 대개의 형법학자들은, 법이 최소한의 것에만 관여해야 하므로, 범죄 행위임이 

명백한 성적 착취('강제') 부분에만 국가가 관여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성문제('자발적인 성매매

')는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성매매 일반을 성적 착취가 아닌 '일반적인 성 문제

'로 보는 이러한 시각 자체가 남성의 경험에 기반한 것이며,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은 성매매 

자체의 폭력성을 그대로 둔 채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돌리고 여성연대를 파괴하는 논리(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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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책임론('자발성') 등을 제기하는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적 주장들로서, '

필요악', '자발성' 등으로 매춘에 대한 남성의 경험과 해석만을 반영한 폭력적인 

언어(정미례, 2003: 232)라고 비판했다.

그 뒤에 여성주의 진영에서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논쟁이 명시적으로 있었

던 것은 아니다(문은미, 2007: 44). 그러나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이 법의 추진

세력이 법에 대한 평가에서 한계점으로 지적한 것처럼, 법안의 내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애초 의도와 달리 '성매매 피해여성'과 그렇지 않은(자발적으로 성판

매를 하는) 여성으로 구분하여 법조항을 정초했고 그로 인해 강제/자발이라는 

성판매 여성들에 대한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과 쟁점이 유지되었다. 더구나 노동 

프레임의 등장으로 이 쟁점은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구성되어 

다시 등장한다. 

요약하자면, 노동 프레임은 성서비스 여성들을 노동자로 보고 그들의 노동권

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성서비스 일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선택을 인정하

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어떤 의미에서든 당사자 여성들의 '자발성'

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의 적극적 시행을 주장하는 측

에서는 "자발과 강제를 구분하는 것은 성매매의 원인을 성매매여성에게 전가하

는 것에 불과"(일다, 2006)하다고 반박하며 '자발적 성매매'란 존재하지 않고 '

강제적 성매매'의 또다른 모습에 불과하다고 제기한다(문은미, 2007: 44). 이렇

게, 자발 대 강제라는 쟁점은 성서비스를 노동으로 볼 것인가 폭력으로 볼 것인

가라는 문제의 다른 모습으로 페미니스트 논쟁에서 재등장한다. 이나영(2005: 

64)이 지적하듯, 2000년 이후 여성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온 '성매매된 

여성', '성매매피해여성'이라는 용어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성적 대상화를 강

조하며 피해자 여성을 성적 객체로 부각시키는데 일조했으나, 그러한 노력은 성

매매특별법에도 반영되어, 여전히 행위성과 판단력이 결여된 '구제의 대상'으로

서의 '피해자'로 여성을 구속하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모든 성매매 여성은 피

해자'라거나 모든 성매매종사여성을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일반화하는 관점은, 

자발/강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의 경험이 동질화, 획일화되면

서 억압과 착취의 경험만이 부각되어 피해자 외의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장

이 닫힌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젠더 프레임과 노동 프레임 양측 모두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적 

성매매를 구분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여성을 창녀/

성녀로 나누어 낙인찍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결론을 공유한다. 하지만, 이 논의

는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에 의한 '피해여성'을 인정함으로써 여성인권에 기여

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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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인가, 아니면 당사자 여성들의 행위성을 간과하고 여성들의 피해자화에 

공모하는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지면서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또한 성노동 담론은 성매매특별법이 당사자 여성들의 행위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성매매특별법은 과거 여성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방지법, 성폭력특별법, 호주제폐지 등의 법제들

과 달리 여성들 간의 차이와 위계화를 제기하는 것이며, 이 법을 통해 '성매매'

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이며, 그러한 근절의지를 가진 여성주의적 시각과 

입장은 당사자들의 주체성, 행위자의 주체성을 간과하기 때문에 문제를 갖는다

(고정갑희, 2006: 21)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인권 프레임에서 볼 때 성매매특별

법에 찬성하는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의 피해 규명 없이도 여성의 피해자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는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의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배적 시각이었으며, 성매매 피해자로 판정받

는 것이 성매매 여성의 전인적 피해자화와 같지 않다고 보았다(양현아, 2006: 

81).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긴급하게 주장되어야 할 것은 노동권이 

아니라 더욱 직접적인 인권침해 상황이며, 한국의 전체적 성매매 산업의 맥락에

서 성판매 여성의 노동권을 이야기하게 되면 무엇보다 성매매를 암묵적으로 인

정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양현아, 

2006: 91)라는 것이다.

한편 노동 프레임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운동이 성매매 '근

절'운동과 동일시되어온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성매매의 '근절'을 목표

로 진행해온 여성운동은 가부장제 성문화를 바로 잡고 여성인권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왔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성매매근절운동은 비판의 초점을 남성문화에 

둠으로써 성매매가 여성의 '일'로 간주되는 측면은 지나치게 간과하였고, 여성의 

피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판매 여성을 치유하고 재활해야 할 '대상'으로 고

정시키는 등 성매매 '근절'이라는 목표는 페미니스트 성정치학을 담기에 한계가 

있다(원미혜, 2006: 138)는 것이다. 즉, 성을 파는 여성들을 희생자/피해자라고 

고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매매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화할 위

험이 있으며,31) 여성주의적 공간이 피해의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된

다면 성을 파는 여성들은 오직 ‘피해’만을 말할 수 있으며 여성을 피해자로 보

는 시각은 다양한 삶의 모습과 가능성을 놓치게 하기 때문이다(원미혜, 2006: 

31) 여성운동이 '성을 파는 여성들을 모두 피해자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의미는 그 여

성들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피해를 특정한 형태로 

유형화하고 여성을 피해자로 이미지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여

성들의 피해 경험을 증명해내야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상황은 경계되어야 한다(원미혜, 2006: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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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또 성서비스를 둘러싼 차이의 정치학에 주목하며 성서비스를 반대하는 

여성운동을 다양화·다원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정희진(2005: 44-45)은 성

매매 근절론자들이 정치적 투쟁의 최종 목표를 '근절'로 가정한다면 대화는 불

가능하므로 성매매에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여성주의자나 성판매여성

의 입장 모두 '부분적 진실'이고 '상황적 지식'임을 지적했다.

다. 노동(선택) 대 폭력(강제)을 둘러싼 논쟁

성서비스를 노동으로 볼 것인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는 

1980년대부터 서구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핵심적인 논쟁 주제였다(Sealing, 

2010: 23). 이 논쟁은 서구에서 '페미니스트 성 전쟁'32)으로 불리는 시기인 

1980년대와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뜨거운 쟁점으로, 이 쟁점을 둘러싸

고 매춘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와 성노동을 옹호하는 페미니스트 사이에 균열

이 깊어졌다(Chapkis, 1997; Sanders, 2005a; Koken, 2010: 32-34).33) 또한 

성서비스 문제에서 '선택인가 강제인가'라는 쟁점은 학자, 페미니스트, 성노동자 

활동가 사이에 양극화된 뜨거운 논쟁을 자극하는 문제이다. 매춘에 반대하는 페

미니스트들은 매춘은 여성에게 선택일 수 없다며 매춘 자체가 남성 지배의 핵

심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성노동을 옹호하는 이들은 당사

자 여성의 행위성을 부정하고 성노동에서 착취와 억압을 체험하지 않는 성노동

자의 목소리와 다양성을 무시하는 환원주의적 주장이라고 논박한다(Campbell 

& O'Neill, 2006: xviii).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성적 대상화가 여성 종속에 근본적이며 성서비스는 

본래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성의 상

품화는 여성이 “자아” 감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경제교환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

제이자 섹슈얼리티와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매춘에 참여하

는 모든 여성은 억압된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 시기에 성노동자 권리 옹호자들

은 노동의 형태로 매춘을 재인식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매춘이 본래적으로 

모멸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주장에 맞서 성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지속시키고 성

3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박정미(2009), 이나영(2005)을 참고할 수 있다.

33) 매춘 문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진영의 페미니스트들은 구조주의자/개인주의자

(Halley et al. 2006), 래디컬 페미니스트/성노동자 활동가(Jeffreys 2009, 16), 폐지주의자/성

노동 압력단체(O'Connell Davidson 2002, 84), 신폐지주의자/성노동자 권리옹호자(Doezema 

2005, 70), 성 로맨티스트/성 해방주의자(Shrage 1994, 88-89), 종속 접근 대 자율성 접근

(Hernandez-Truyol and Larson 2006), 권리에 근거한 의제에 대한 반대로 반폭력 의제 기획

(Balos and Fellows 1999, 1292) 등 다양하게 특징화되고 있다. 요약하면, 두 진영은 성노동

이 폭력인가 노동인가라는 질문에 의해 활성화된다(Kotiswara, 2011: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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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하는 것은 낙인화와 범죄화라고 주장했다. 이 관점에서 성노동은 “자아”를 

판매하는 것이라기보다 감정적이고 성적인 노동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Sealing, 2010: 23-24)으로 규정되었다. 이 관점은 매춘은 자아를 파는 것이

고 개인적 통합의 손상이라고 말하는 캐슬린 배리(1995), 안드레아 드워킨

(1997), 캐롤 페이트만(1988)과 같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제기된 관점

과는 다른 시각을 제안한다(Koken, 2010: 50).34)

제2페미니즘 당시 쟁점이 되었던 성노예제, 성매매된 여성, 성노동, 성노동자 

같은 개념과 성구매자 처벌, 비범죄화 등 성매매 문제의 해결 방안은 한국 성매

매 논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박정미, 2009),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불거진 성노동 담론을 둘러싸고 국내 페미니스트들 사이에 본격적인 논쟁이 진

행되었다. 

국내에서 노동 프레임을 제기한 초기의 논의들은 매춘을 노동으로, 매춘 여성

을 성노동자로 보는 개념과 그러한 정체성의 인정을 제기했으며(고정갑희, 

2005; 이나영, 2005; 문은미, 2007; 이현재, 2009), 성노동을 비범죄화할 필요

성(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2007)을 주장했다. 이 논의들은 성적 서

비스 또는 매춘을 ‘노동’이라 명명하는 것과 여성이 주로 성적 서비스를 하는 

현재의 성거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성거래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어 '더러운' 일이나 추한 여성들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해 모든 모순을 몸으로 감당해왔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함께 그 

일을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노동에 대한 인정을 시작으로 

성노동을 둘러싼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보며 성노동자 여성들의 자치조직을 

지원하고 노동권, 생존권과 그녀들이 건강권과 시민권 등 자신들의 권리를 위한 

운동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고정갑희, 2006: 29-33). 또한 성매매는 섹스

(sex)이자 노동(work)행위로, 이러한 인식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별의 권력관

계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관계에 놓여있는 '또 다른' 종류의 노동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위치성을 동시에 분석하게 하며, 성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

34) 대표적인 급진적 페미니스트인 캐슬린 베리(1979: 271)는 매춘은 남성이 택하는 조건과 용어

로 성적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문화적 가치를 촉진한다고 본다. 성노동 옹호 페미니스트들은 

그와 반대로, 성노동자들은 국가나 경찰, 알선업자, 남성 관리자나 고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들 자신의 상태와 조건으로 성적 서비스를 교환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즉, 성노동자들

은 "그들의 몸을 파는" 게 아니라 괜찮은 대가로 시간과 조건, 정확한 서비스, 요구 등을 협상

하면서 특정한 서비스를 거래한다고 주장한다. 또다른 급진적 페미니스트 캐롤 페이트만은 

『The Sexual Contract』에서 매춘인들은 경찰과 폭력적인 고객과 알선업자의 손에 "명령할 

권리"를 넘겨주는 낙인과 국가 명령에 의해 매춘인이 무력해진다고 주장하며 성적 계약은 본질

적으로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노동 옹호 페미니스트들은 위신을 떨어뜨

리는 것은 돈의 교환이 아니라 교환이 이루어지는 맥락이라고 주장한다(McClintock, 199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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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노동이 성별화된 섹슈얼리티, 성애화된 노동, 성별화된 노동의 현실 속

에 위치 지워져 있다는 사실 또한 이해하게 해준다(이나영, 2005: 70)고 제기

했다.

이 성노동 담론에 대해,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그동안 은폐되어 왔던 여성의 

성노동을 제대로 평가하고 사회적으로 가시화하자는 의견에 주목할 것을 제기

하며, 성매매의 합법화 여부를 떠나 (성기 중심의) 성적 서비스를 '일'로 이해하

는 것은 성매매의 현실에 접근하는 첫걸음’(원미혜, 2007: 30-33)이라고 평가

했다. 성매매를 노동/일로서 인정하는 것이 그 자체로 합법화를 의미하거나 성

매매의 무차별적 정당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것이 위험하고 착취적이라고 해

서 성매매의 노동 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매춘 여성들이 수행하는 일이 노동의 성격을 갖는다는 논의에서 나아가 그 

노동의 성격을 밝히려는 논의(고정갑희, 2009, 2011; 문은미, 2009; 추주희, 

2009)도 있었다. 이 연구들은 성노동은 쾌락을 생산하는 서비스노동(고정갑희, 

2009: 120-121)이며35), 신체화된 노동이자 감정 노동의 성격을 갖는다(문은

미, 2009)고 본다.36) 또 성노동은 ‘섹슈얼리티를 자본화하는’ 노동으로 보고 이

를 노동계약 형태와 내용 같은 고용구조와 임금, 노동조건(노동시간, 노동관계, 

작업환경) 측면에서 분석하며 다른 임금노동과 같은 특성을 공유한다(추주희, 

2009)고 결론 내린다.37) 그러나 성서비스의 노동 성격을 규명하려는 논의들은 

아직 시작 단계이며 이 작업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38) 

이 밖에 한국 성노동자운동의 등장에 주목하면서, 한국에서 성노동자운동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주요한 입장과 운동의 전략(국경희, 2007), 성매매

35) 또한 고정갑희(2009: 128)는 매춘에는 성적 쾌락의 위계화, 노동의 위계화, 서비스상품의 위

계화가 작동하고, 이러한 위계화는 바로 매춘 성산업과 다른 성산업의 위계화로 이어진다고 주

장한다.

36) 문은미(2009: 20-25)는 린다 맥도웰과 엘리자베스 번스타인의 개념을 통해 성노동의 성격을 

신체화된 노동이자 제한된 진정성을 제공하는 감정노동이라고 밝힌다. 린다 맥도웰은 노동자들

의 몸이 노동과정의 일부가 되는 변화를 '상호적인 신체화된 노동(interactive embodied 

labor)'으로 설명하는데, 성노동은 신체화된 노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성노동의 

노동과정에서도 점차 감정의 관리, 서비스 등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된다. 또한 

성노동자들은 자신과 고객의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는데, 성노동자들은 후기

근대에 와서 개인들 간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고 제한된 진정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37) 이 연구에 따르면 성노동은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 능력을 파는 것이지 신체 혹은 자

기 자신을 파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노동시간만을 투여하고 있으며, 성노동의 형태와 작업환경

과 조건, 고용관계가 다양하지만 일정한 소득 즉 교환가치를 얻는 활동이다. 또한 매춘에서의 

사용가치는 손님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성적 쾌락을 제공하며, 교환가치는 이 상품에 체화된 즉 

성서비스 제공에 담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노동이 된다.

38) 이나영(2009c)은 고정갑희(2009)의 성노동 개념이 모호하고 역사적 맥락이 부재하다는 점 등

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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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을 전후한 시기에 전개된 반성매매운동과 성노동자운동에 대한 비교(오

김숙이, 2005; 이하영, 2009, 2010), 하위주체인 여성 성노동자들이 사회 운동

의 주체로 형성된 과정과 동력(조은주, 2009)을 밝히려는 연구가 있다.

3) 성서비스 여성의 경험과 현장 연구

(1) 생애사와 생애 경험

성서비스 여성의 경험은 성매매 근절론 대 합법화론의 대립적 논쟁구도에서 

각 정치학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편화된 채 전유되고, 젠더, 계급, 섹슈

얼리티에 관한 일반 이론을 도식적으로 적용하여 특정한 현상을 과잉 일반화하

기도 했다(원미혜, 2010: 2).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페미니즘 연구의 한 흐름으

로 성서비스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논의와 거리를 두면서 당사자 여성의 다양

한 삶과 다면적 맥락을 드러내려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서구의 경우에도 '페미니스트 성 전쟁' 이후 그 논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러한 문제점들로 먼저, 그 논쟁은 주체 문제에 대한 왜곡

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성노동에 대한 본질주의적 주장은 억압적인 것이든 해방

적인 것이든 간에 성노동이 놓여있는 현실의 다양성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또 모든 성노동이 근본적으로 똑같다고 가정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

며, 서로 다른 유형에서 일하는 성노동자들은 성적 서비스를 판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피해자화, 착취, 행위성과 선택에서 다양하고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었다. 그러한 이유에서 성노동에 대한 법제화나 사회 

정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들로서 성노동자들의 일 경험과 그것을 재현하

는 방식, 성산업의 작동, 성노동을 둘러싼 정치 지형 등을 주의 깊게 탐구할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Weitzer, 2000: 2-3). 또 당사자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 성

적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이데올로기적 차이들을 수용

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극단적인 논쟁은 자제하는 분위기도 형성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선택과 강제라는 두 가지의 대립을 벗어나 성노동이 놓여있는 

다양성과 복잡성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거대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노동에 관한 경험적 현실의 변화를 탐구함으로써 기존의 관

점을 연결할 필요성(Campbell & O'Neill, 2006)을 제안하는 것이다.39)

39) 그런 점에서, Eileen McLeod이 1982년에 영국 성노동자 여성들의 목소리에 우선권을 부여

한 방법론적 접근을 수행하여 저술한 『Women Working: Prostitution Now』는 성노동의 다

양한 루트와 서로 다른 여성들의 성노동 경험을 알려주는 중요한 텍스트(Campbell & O'Ne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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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비스 여성들의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삶을 탐구하는 것은 피해여성 대 행

위자, 또는 강제 대 선택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넘어선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성서비스를 둘러싼 관계들, 즉 성노동자, 핌프(pimp)40), 고

객 사이에 작동하는 욕망의 역학,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남성성

(masculinity), 성별화된 관계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O'Neill, 2001: 

1-2). 또 여성 경험의 다양성을 인지하는 것은 성노동과 인신매매(폭력)라는 두 

가지 대립적인 시각에 고정되어 있는 페미니즘 논쟁에 다른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해준다(Sealing, 2010: 24).

아래에서는 성서비스 여성의 다양한 삶과 다면적 맥락을 드러내려는 흐름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당사자 여성의 경험을 전체 생애 경험의 맥

락에서 조명함으로써 그 경험이 놓여있는 다면성을 드러내는 생애사 연구의 맥

락, 둘째, 당사자 여성의 경험 가운데 성서비스 현장에서 수행하는 '일'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일 수행 과정과 피해 또는 행위성의 측면을 드러내는 

연구로 나눠볼 수 있다.

가. 생애사와 다면적 삶의 맥락

먼저 성서비스 여성의 경험 연구는 현장단체 활동과 결합해 진행되었다. 새롭

게 형성된 경험 연구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치유 등 피해 경험(김현선, 

2002; 최현정, 2006)에서 생애 경험 전반으로 확대되었다.41) 먼저, 당사자 여성

들의 생애사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삶의 경험과 다면적 맥락을 드러내려는 작업들

(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2002, 2007a, 2007b; 원미혜, 2010)을 볼 

수 있다. 막달레나의집 용감한여성연구소(2002, 2007a, 2007b)는 용산역 근처

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이웃이자 쉼터로 자리잡아온 '막달레나의 집' 활동을 통해 

성서비스 여성들을 만나는 가운데 생애사 연구를 진행해 오랜 세월 이 여성들의 

생활세계와 삶의 경험을 탐구해온 대표적이고도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다. 

이 작업들은 성서비스에 관한 양극화된 논의 구도를 넘어 당사자 여성들의 

2006: xviii)로 평가된다.

40) 업소의 중개인, 매춘 알선업자, 기둥서방 등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이들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나 성노동의 관리나 업소 운영과 관련한 일을 담당한다. 성노동자와 이들의 관계는 상

호보조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에서 폭력적인 형태까지 다양하다.

41)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에 강한 인상을 남긴 성매매현장의 여성들은 주로 강제 성매매

를 위해 감금상태로 있다가 화재로 인해 사망하거나, 혹은 성매매현장 조직의 각종 착취에 시

달리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주한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나 관련단체 보고서에 등장하는 모습이다

(이희영, 2007a: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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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적인 삶의 맥락을 드러내려는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 이 연구들은 특정한 

시기의 성매매 경험으로만 축소되거나 환원되지 않는 여성들의 삶을, 대상화된 

사건으로서의 성매매가 아니라 여성들이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선택한 하나

의 삶의 방식으로서 성매매 체험을 전체 삶의 연속성 속에서 위치 짓는다(이희

영, 2007: 130). 또 자발성과 강제성의 이분법,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분법에 의

해 포섭되지 않는 개인의 주체성과 행위성을 탐색한다(이희영, 2007: 162). 선

명한 이론적 범주화로 인해 그녀들의 삶이 소외당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용감한여성연구소, 2007a: 16), 다시 말해 성매매공간이 담고 있는 

다면성,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합성과 차이를 엿보게 하여 더 잘 이해

하도록(용감한여성연구소, 2007b: 6-7)하기 위해 오랜 시간 만나고 이야기하고 

들은 결과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 성매매를 둘러싼 담론들이 착취 또는 선택 

중 하나로 읽어내는 성매매의 두 얼굴이 사실은 한 사람에게 공존하며 복합적

이고 연속적으로 존재하고(백재희, 2007), '피해여성'과 '성노동자' 또는 '금지주

의'와 '합법화'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바라볼 수 없는, 성매매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다면적인 경험과 삶의 권리를 드러내려는 세밀한 문제의식이 잘 묻어

난다. 또 연구자들이 처음 성매매 현장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성판매 여성들

의 삶을 만나게 된 개인사적 과정과 어려움, 문제의식 등을 드러냄으로써(원미

혜, 2002; 이효희, 2002; 엄상미, 2002)42), 연구자가 매춘 여성들과 맺고 있는 

관계나 연구자의 위치에 대해 질문하고 성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원미혜(2010)는 기존의 성매매 연구와 담론이 성에 대한 특정한 관점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성판매 여성'의 체험을 파편화하고 전유해왔다는 문제의

42) 원미혜(2002)는 처음 성매매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중학교 친구와의 만남에서 출발했으며 그 

과정에서 같은 여성으로서 경험한 분노와 두려움, 차이, 그리고 그런 시간을 지나 좀더 편안하

게 성매매 현장에 다가서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결국 그녀는 처음 성매매에 대해 지니고 있던 

신념과 당위가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놓치게 했다고 밝힌다. 또한 그

녀는 성매매를 연구하고 여성들의 삶과 조우하는 것은 자기 주변과  그 여성들의 삶 사이에서 

끊임없이 ‘소통’ 구조를 만들어내야 함을 의미한다며, 성매매 연구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관찰

이나 발견만'이 아니라 '대상과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 의사소통의 과정'(원미혜, 2002: 47)이

라고 지적한다. 이효희(2000)는 어린 여자가 자원이 되어 상품 가치를 인정받는 공간에서 십

대들의 삶의 모습을 알고 싶어 성매매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그녀는 그 과정에

서 자신이 가진 편견과 부분적인 사실을 직시하면서 좀더 폭넓은 만남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십대를 만나는 지난 몇년 동안 십대 성매매에 대해 완벽한 해결책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신을 

다그쳤다고 밝힌다. 그리고 그녀는 성적 거래를 했던 십대들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삶의 공

간, 문화, 인간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한 과정을 자세히 드러낸다. 엄상미

(2000)는 집창촌에서 혼자 일하는 40대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그 여성이 집창촌에서 일하고 

살며 겪는 일상적 폭력을 쓰며, 그 여성이 얼마 전 홍콩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처음 ‘성노동자’란 말을 들었을 때 받은 자극과 폭력적 일상 사이에 놓인 간극을 성찰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매춘 여성이 성매매 체제 안과 밖의 새로운 넘나듦을 시도할 수 

있기를, 과감히 모범 답안을 접어버리고 더욱 다양한 시도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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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출발하여, 당사자 여성들의 생애체험을 좀더 다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교차적 성 위계'라는 개념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는 성판매를 경험한 중·장년층 

여성의 생애체험을 각 사례의 전체 생애를 통해 이해하고 성매매 공간 안팎의 

다양한 권력들의 역동성으로 이해의 범위를 확장하여 성매매 및 섹슈얼리티 연

구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성판매 여성의 위치와 성매매에 대한 본질주의적 관

점에 도전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제도적 경계이자 일상과 일이 공존하는 공간

인 집결지 내의 다양한 관계를 드러내고, 성매매 공간 안팎에서 '낙인'이 어떻게 

체험되고 작용하는지를 밝히며 이 여성들이 낙인을 탈-체현할 수 있는 다중적 

존재가 될 수 있는 역량을 시사한다.

이 밖에, 여성단체 활동을 통해 집창촌 성판매 경험을 갖고 있는 중장년 또는 

고령 여성들을 만나 그들의 생애를 드러내는 연구(엄상미, 2007; 신그리나, 

2013)도 있다. 엄상미(2007)는 40대-50대 매춘 여성과 심층면접으로 부양의 

책임, 나이로 인한 서러움, 손님들의 횡포, 외로움 등 '일의 현장'에서 겪는 현

실을 분석하며, '생활의 터전'이기도 한 용산이라는 공간에 대한 의미를 묻고 향

후 대안적 삶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다. 신그리나(2013)는 50대 이상 매춘 여성

의 생애사 분석으로 고령 성매매여성의 생애와 가족사 등 생애사건이 각자의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유사 가족공동체로서 집결지 

경험, 일의 이력을 과거 노동경험의 연속선에서 성매매 '일'로 바라보고 있지만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을 성매매 일의 특성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성서비스 여성의 생애사 연구는 집창촌에서 일하며 살

아온 여성에 한정되어온 경향이 있어 다양한 성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연구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 이 연구들은 집창촌에서 오랜 기간 일하며 살아

온 여성들이 그 주요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애사 가운데 집창촌이라는 공간

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 생애 경험이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성

서비스 여성의 생애이야기에서 원가족이나 학교 교육, 다른 직업 경험 등의 생

애 경험은 상대적으로 드러나기 어렵다. 이 연구들은 다양한 연령대 및 여러 유

형의 성서비스 경험을 가진 여성들의 생애사 연구로 좀 더 확장되어, 신자유주

의 질서에서 확산되는 성서비스 노동의 경험이나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또 가

족, 학교, 직업 등 개인의 일생을 이루는 각 사회구조와 성서비스 장이 맺고 있

는 관계와 역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 '일' 경험

성서비스 여성들의 경험에 초점을 둔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그들이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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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 경험에 주목한 연구들(김선화, 2006; 김주희, 2006; 신혜선, 2006)을 

볼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일' 또는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당사자 여성들

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경험을 드러낸다. 이 연구들은 매춘하는 당사자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드러내려는 의도로서 2004년 집창촌 여성들이 생존권과 노동

권을 주장하며 공적 담론에 등장한 사건에 대한 일부 연구자의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이러한 현장연구들은 '성노동'(sexwork) 관점에서 구

체적인 노동의 조건, 과정, 전략 등을 밝히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3) 하지

만 이 연구들은 성서비스를 '피해' 또는 '노동'으로 바라보는 관점 모두에 거리

를 두고 당사자 여성들의 경험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 또는 행위성의 측면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김선화(2006: 2-4)는 성판매 여성을 피해자로만 보는 성매매피해담론은 

성판매 여성의 '생존권' 요구에 직면하고도 이를 착취구조 내 허위의식으로만 

인식하는 한계가 있으며 반면 성노동담론으로 성판매 여성의 행위성만을 강조

하면 그녀들이 처한 빈곤과 성적 침해의 맥락을 개인 문제로 환원한다고 비판

하며, 성판매 여성의 '일(경험)'에서 비롯된 인권침해의 문제를 다룬다. 김선화는 

당사자 여성은 성구매 남성이 행하는 모욕적 발언이나 물리적 폭력과 인권침해, 

합의된 거래사항을 넘어선 성행위 또는 환불 등을 ‘진상’44) 행위로 인식하고, 

진상 고객 골라내기, 비위 맞추기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김주희

(2006)는 기존 논의에서 십대 여성은 성적 주체나 노동 주체로 여겨지지 않지

만 십대 여성의 취약성만 강조하는 관점으로는 다양한 성산업에서 십대 여성이 

일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들의 욕구에 주목하여 그들이 

다방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일상을 지속하는 맥락에 집중한다. 그는 ‘일’로 

여성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이 현실에서 발휘하는 수행성과 협상력을 간

과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수행하는 '일'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질서에 의해 '팔려야 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단순히 개인의 노동할 권리문제로

만 다룰 수 없다고 본다. 김주희는 '티켓'이라는 형태로 '자기 장사인 것처럼' 여

종업원의 자발성을 만들어내는 티켓다방의 운영방식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한편,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십대여성들이 가족문제로 가족을 떠나 생활하는 대안적 

43)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Chapkis(1997), Brewis &  Linstead(2000a, 2000b), 

Sanders(2004a, 2004b, 2005a, 2005b)가 있다. 이 논의들은 여성 성노동자가 수행하는 감정

노동의 측면을 비롯한 노동의 성격과 내용을 밝히는 한편, 노동 과정에서 겪는 직업적 위험과 

이에 대한 대응 등도 탐구했다.

44) 매춘 여성들은 성적 서비스를 거래하는 '교환의 규칙'을 위반하는 성구매 남성을 '진상'으로 

지칭한다. 이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성적 서비스가 얼마나 정당하게 교환되는지, 자신들을 얼마

나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상' 여부를 판단하고(김선화, 2006: 56), 그래서 정

해진 서비스 시간 이상을 사용하려는 손님도 진상이 된다(김주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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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자 친구 커뮤니티가 있는 일과 놀이가 있는 일상이 교차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신혜선(2006)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뒤 법망을 피하려는 신종·변종 형태의 성

매매가 다양하게 발생하는 현상에 주목하며 유사성교행위를 제공하는 '핸드플레

이'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험을 연구했다. 신혜선은 핸드플레이 유형의 성

산업은 1990년대 IMF 전후 경제 불황을 탈피하기 위해 고안해낸 영업방식으

로, 순결 이데올로기로 2차 행위를 가급적 기피하려는 성매매 종사자와 법망을 

피해가려는 성판매중간업자,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자극적이면서도 간편하게 2

차식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구매자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분석한

다. 김윤희(2006)는 성매매 집결지마다 서로 다른 성매매 구조를 갖는다고 보

고 2005년에 '성매매집결지 성매매여성 대상 자활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

시된 인천 숭의동 성매매 집결지(일명 '옐로하우스') 여성들의 경험과 그 곳의 

성매매 구조와 각 행위자들의 관계를 착취관계(업주, 소개업자-성매매여성), 지

배-종속관계(호객행위자-성매매여성), 경쟁관계(성매매여성-성매매여성), 매매

관계(성매매여성-성구매자)로 분석했다. 

이 연구들은 각기 단란주점, 티켓다방, 핸드플레이 업소, 집결지와 같이 각기 

다른 성서비스 현장을 다루었지만 공통적으로 각 업소의 형태와 운영구조, 성판

매 여성들이 수행하는 일의 내용과 종류 등을 조사했다. 매춘 여성이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를 살펴보면, 집결지는 직접적 형태로, 단란주점은 '2차'의 형태로, 

티켓다방은 '티켓'이라는 형태로 남성 고객에게 성기삽입섹스를 제공한다. 한편 

핸드플레이 업소의 경우에는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직접적인 성기삽입 서비스

를 제외하고 종사자 여성이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남성 고객에게 성적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연구들에서 성서비스 여성들의 자기인식도 

볼 수 있다. 핸드플레이 유형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일에 대해 성

매매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성매매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까지 다양한 인식을 갖

고 있으며,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이 일', '저 일' 등 대명사로 지칭하며 구

체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림을 볼 수 있다(신혜선, 2006: 59-72).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십대 여성들은 다방을 중심으로 친구 커뮤니티를 만들어 다방에서 일상

과 놀이가 교차하도록 하는데 이는 십대 여성들이 다방에 정착하게 되는 배경

이 되었다. 또 이런 맥락에서 십대 여성들은 티켓다방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수행하는지와 별개로 다방 생활이 '재미있다'고 얘기한다(김주희, 2006: 112). 

성서비스 여성의 ‘일’ 경험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달리 그동안 

성서비스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하는 ‘일’에 주목하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 논의들 또한 성서비스 가운데 



- 47 -

‘매춘’ 영역에 국한된 연구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확산되고 있는 

성서비스 경제구조라는 맥락에서 좀 더 확대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이 여성들이 하는 일의 의미 또한 다른 시각에서 다양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것

이다. 또 이 여성들이 하는 성서비스 일을 다른 생활 영역과 전체 생애 경험의 

맥락에서 위치 지을 수 있을 때, 이 여성들이 하는 일의 사회문화적 의미 또한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의 재현과 문화연구

가. 문화실천과 의미생산

페미니스트들은 항상 문화적 재현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들은 재현이 갖는 이

데올로기 작용이 어떻게 여성들의 현실적인 삶과 경험을 설명하는데 관련되었

는가를 질문해왔다. 미셀 바렛(1980: 112-123; 김은실, 1998: 55에서 재인용)

은 "모든 재현은 부분적인 진실을 표현하지만, 그것이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중적인 동의를 조직하고 상식 차원에서 그 견해를 수용하게 하는 이데

올로기 작용에 의해 부분적인 진실을 유일한 진실로 정당화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자들은 재현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은실, 1998: 55). 모

든 언어나 지식이 그것이 만들어진 사회·역사적 배경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노동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지식 역시 특정한 사회,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조순경, 2000: 5; 김현미, 2003: 67에서 

재인용).45) 

문화연구, 페미니즘, 후기구조주의는 공통적으로 정치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담론 현상, 문자 텍스트 등 언어, 이미지, 말들(words)로 전환해 정치의 의미를 

관습적이며 협소한 것에서 생활에 존재하는 다양한 권력의 축으로 이동시키며 

재의미화하는 문화적 실천 작업(McRobbie, 2005a: 70)이다. 지식·주체·권력의 

관계를 탐색한 푸코 같은 후기구조주의 작업은, 지식과 담론이 의미투쟁의 장이

며 담론적 실천과 의미화투쟁을 통해 역동적인 현실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은 저항 담론의 주체들이 자기 존재 조건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단일한 지

식과 권위’와 다른 것을 구성하는 한편 기존의 단일성을 해체한다는 점에 주목

45) 여성의 재현 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로는 한국인 일본군위안부의 재현에 주목하며, 민족담론이 

어떻게 여성의 삶의 형식에 의미를 부여하는 권력으로 작용하는지를 해체적으로 읽어낸 김은

실(1994),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이 확보되지 못하는 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여성노동에 대한 인

식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고찰하며 여성노동자의 재현문제를 다룬 김현미

(200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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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페미니즘과 문화연구는 의미의 생산과 실천으로서 문화 개념을 공유한다(김

현미, 1997).46) 윌리엄즈, 호가트, 톰슨 등의 저작은 이전의 사유 전통들과 단

절을 이루어낸 계기로서 문화연구의 기원이 되었다. 윌리엄즈는 "문화는 총체적

인 삶의 방식이다"라는 정의를 통해 일반적으로 분리된 요소들과 사회적 실천

들 사이에 능동적이고 따로 뗄 수 없는 관계를 설정한다(Hall, 1980: 208). 또

한 윌리엄즈는 '문화'의 개념을 '살아있는 경험의 총체이며 문화적 실천이란 주

어진 역사적 시점에서의 관계의 표현'으로 규정해(김응숙, 1995: 97), 연구대상

을 사회구조뿐만 아니라 관계, 일상사 등 삶 전반으로 확대했다. 문화는 인간 

주체가 거주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사회구조와 협상하는 곳에는 언제나 존재하

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문화란 의미와 행동을 창출하는 장소이자 역사적인 

것으로, 정치적 운동 및 조직의 중심적 요소이다(McRobbie, 2005b). 이 문화 

개념은 사회구조상 지배되는 위치에 있는 집단이 단순히 피지배계급으로서 지

배적 문화에 순응하거나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 '의미세계'를 구축

하고 '행위성'을 갖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한다. 이런 점에서 문화는 매춘을 

비롯해 성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현하는 데에도 유용한 개념이다. 

또 여성주의 문화연구에서 젠더, 섹슈얼리티 등 페미니즘에서 핵심적 범주인 

젠더, 섹슈얼리티 등이 문화로서 재구성되는 한편 여성(의 경험)과 그에 대한 

재현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문화라는 수준에

서 젠더, 섹슈얼리티, 계급, 인종이라는 사회조직 원리들이 어떻게 교직되어

(intersected) 작동하는지를 경험적, 이론적으로 탐구했다(Collins, 1986; Zinn 

& Dill, 1996; 조주현, 2006; 정민우·김효실, 2009: 160에서 재인용). 여성주의 

문화연구는 재현된 여성과 현실의 여성들을 어떻게 연관 지을 것인가 하는 이

론적 시각이 변화함에 따라, 재현에서의 여성 이미지를 연구하는 것(images of 

women)에서 여성이 어떻게 재현 체계에서 여성으로 구성되는가하는 이미지로

서의 여성(woman as image) 연구로 변화되어 왔다. 또 현재에는 재현된 이미

지가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내는 의미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Walters, 1995; Lury, 1995; 김은실, 1998: 57에서 재인용). 

성서비스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의미세계를 밝

46) 서구에서 문화연구와 페미니즘은 이론적 자원을 공유하며(김은실, 2002) '친화성'을 갖는다(김

현미, 1997). 그것은 첫째, '문화'를 정치적 의미로 파악하고, 둘째, 개인의 일상적 삶에 대한 

관심을 통해 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진보적 정치성을 가지는 인식론이라는 점 등(김현미, 

1997)이다. 또한 문화연구와 페미니즘은 권력과 불평등의 형태와 작동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담론이론, 포스트구조주의, 정신분석, 기호학, 해체주의 등에서 통찰력을 얻었다는 점에서 이론

적 자원을 공유한다(김은실, 2002; 정민우·김효실, 2009: 16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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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당사자 여성들의 경험과 생활 영

역을 탐구하는 것은 현실에서 언어화하고 지식화되지 못한 의미에 주목하고 지

배적 관념과 다른 의미세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김은실(1994: 45-46)의 지적처

럼 여성의 경험에 대한 언어화, 지식화의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언설

에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적 맥락을 구성해낼 수 있느냐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

가 서있는 문화가 갖는 다성적(多聲的) 구조를 밝혀내어 새로운 주체적 해석방

식 그리고 지식을 생산하는 것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생애사 연구의 기본가정은 경험과 행동을 행위자 또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이해한다는 것이며 이 점에서 문화연구와 상통하

는 면이 있다. 그래서 구술생애사 시각에서 20~30대 성서비스 여성들의 생애 

경험을 분석하는 것은 이들이 성서비스 등에 대해 갖고 있는, 지배적 관념과 다

른 의미세계를 드러낼 가능성을 의미한다.

나. 일상, 공간, 문화

또한 성서비스 일을 하는 여성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언어화할 것인가라

는 주제는 좀 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당사자 여성들의 

일상을 공간, 관계, 문화의 측면에서 조명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

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이 작업은 문화를 기호학적 실천이자 의미생산의 양식

으로 바라보며 전개된 문화연구의 흐름이나 페미니즘에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

상이었던 재현의 문제와 관련된다. 

문화인류학적 논의로서는 오지연(199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오지연은 당사

자 여성을 '희생자'로만 설명하는 사회구조적 분석은 결과적으로 이들을 사회의 

정상적 규범 내에서 배제시키며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 일탈적 존재로서의 낙인

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차별과 억압의 희생자인 ‘매춘 여성’이 왜 그 일을 

지속하는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오

지연은 의정부 동두천의 기지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만나면서 그 여성들이 수

행하는 일과 관계, 공간 등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탈자나 희생자라

고 낙인찍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당사자 여성들의 고립감, 어려움, 매춘 지

역 내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인간관계, 이에 대한 자신들의 의

미부여와 수용양상을 보여주었다. 오지연은 ‘매춘 여성’은 ‘매춘 생활’을 벗어나

길 원하고 이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탈매춘 후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기위

안 수준에서 합리화해 적응하고 있으며 미군과의 국제결혼에 대한 기대는 기지

촌에 머무는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한다. 또 당사자 여성들은 부정적인 자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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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자신감 결여, 외부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기지촌 생활이 

제일 편하다고 표현하는 딜레마를 보여준다. 

오김숙이(2008)는 주변적 집단들은 도덕, 성, 사랑 등에 관해 지배적 문화와 

관념들을 수용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적 행위와 관행을 통해 기존과 다른 

(하위) 문화와 관념을 구성한다고 보고, 당사자 여성들의 공간과 문화, 생활세계

에 주목했다. 이 연구는 집창촌이라는 공간은 그 곳에서 성서비스 일을 하는 여

성이 중심이 되는 일터이자 삶터라는 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

회적 낙인으로 인해 유대감을 갖고 ‘유사가족’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또 오김숙

이(2013: 54)는 ‘매춘 여성’이 겪는 낙인 문제에 주목하며, 낙인을 의미 해석의 

문제이자 의미투쟁으로 규정하며 그 변화를 위한 문화적 실천에 주목한다. 낙인

은 역사성을 갖지만, 어떤 표식을 어떤 의미로 읽어내는가 하는 특정한 체계와 

방식의 문제라는 것이다. 즉, ‘매춘 여성’에 대한 낙인은 특정 집단의 정체성이 

갖는 다의성이 하나의 절대적인 의미에 의해 점령된 상태이자 체계가 되며, 이 

때 ‘그 의미’는 확고해지고 그 기호를 둘러싼 코드는 규범이 된다고 밝힌다. 

또 가장 최근에 수행된 연구로 성서비스를 하는 여성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새로운 관념과 문화를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Parrenas, 2011; 

Sealing, 2010)에 주목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엔터테이너로서 일본(Parrenas, 

2011)이나 한국(Sealing, 2010)에 이주한 필리핀 여성에 대한 연구로, 이들은 '

친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이 놓인 제약을 벗어나고 경제적이고 문화

적인 자원을 획득한다고 분석한다. 제3세계 이주 여성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본국을 떠나 초국적 이주를 선택하지만, 그녀들은 그 과정에서 젠더, 섹슈얼리

티, 인종, 국가, 글로벌 자본 등 서로 다른 스케일의 체제에 의해 구조적으로 

강제되고 착취당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 상황에서 그들은 친밀성과 관련한 관념

과 의미, 행동양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구성한다. 이 연구들은 이들이 성

적 서비스라는 친밀성 노동을 수행하면서 성, 사랑, 로맨스 등 친밀성과 관련하

여 사회의 지배적인 인식과는 다른 관념을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레이몬드 윌리엄즈의 개념처럼 문화를 '총체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포괄적으

로 정의한다면, 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의 ‘차이’의 표지로 기능하며 그 다름을 발

견하고 드러내도록 한다. 이런 점에서, 성서비스 경험에 대한 문화연구는 지배

적 인식에서 거의 표상되지 못하는 매춘을 포함한 성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재현에 접근하는데 유용하다. 또 이 여성들이 성서비스라는 불법화되고 낙

인찍힌 행위와 경제구조에서 살아가며 지배적 규범이나 문화와 다르게 형성하

는 ‘다른’ 문화와 ‘의미세계’를 읽고 드러낼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을 통해, 성서비스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재현 또한 다른 차원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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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매춘을 포함한 성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의 하나로 성서비스를 하는 맥락을 드러내며 기존의 담론에서 포착하

지 못한 당사자들의 의미세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문화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본 연구는 구술자들이 성서비스를 하며 지배적 규범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직면

하는 모순과 갈등,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인

식하는지 주목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른 관념과 전복의 지점을 드러내고 

의미부여하고자 한다.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서론을 포함하여 6장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

에서 5장까지는 본론으로 구술자들의 생애이야기 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이 자

신의 삶의 조건과 생애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하며 해석하는지를 알아본다. 또 

2장에서 4장은 구술자들의 생애이야기를 구성하는 가족, 학교, 직업에 대한 경

험을 각각 살펴본다. 

우선, 2장에서는 구술자들의 가족 이야기를 살펴본다. 구술자들은 가급적 자

신의 신상이나 가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들이 

현재의 삶을 설명하는데 가족이야기는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이들의 가족 이야기는 그들이 나고 자란 가정환경과 성장배경을 드러낼 뿐 

아니라 현재의 삶에 이르게 된 원인과 과정을 담고 있다. 구술자들이 드러낸 가

족이야기의 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3장에서는 구술자들의 학교 이야기를 분석한다. 구술자들의 생애이야기에서 

학교 경험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구술하는 학

교 이야기는 가족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가족 이야기의 하위 범주로 

등장한다.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장을 절대적인 것으로 경험했으며 

그런 가족의 상황이 학교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난다. 구술자들의 

학교 이야기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경험과 대학 교육 경험을 나

누어 살펴본다. 

4장에서는 구술자들의 직업 이야기를 분석한다. 구술자들의 직업 경험과 그

에 대한 자기인식을 살펴본다. 이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이동하는 과정에는 이들

이 생계부양자의 길을 걸으며 겪는 어려움뿐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

들이 놓인 노동시장의 현실을 드러낸다. 또 이들이 자신이 놓여있는 조건에서 

생존을 포함해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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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위성도 엿볼 수 있다. 

5장에서는 구술자들이 성서비스를 경험하며 직면하는 갈등과 선택이 무엇인

지를 살펴보며 이들의 전략과 행위성을 좀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직면하는 모순과 어떻게 흥정 또는 협상하는지를 살펴본다. 먼

저 이들이 처음으로 성서비스에 종사하며 부딪힌 갈등과 갈등의 해결을 분석하

며 매춘을 비롯한 성서비스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살펴본다. 또 당사자들이 성

서비스를 지속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통합적 정체성을 갖기 위해 

어떤 자구적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밝힌다. 

제6장은 결론으로, 구술자들의 성서비스 경험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와 이 

여성들의 정체성과 재현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연구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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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족 이야기

이 장에서는 구술자들의 가족 이야기를 살펴본다.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가족 

이야기를 자신의 생애 과정과 현재의 삶을 설명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

다. 이들은 매춘을 비롯한 성서비스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혹시라도 나

중에 부과될 수 있는 낙인을 의식하여, 가급적 자신의 신상이나 가족에 대해 구

체적인 내용을 드러내지 않고자 했다. 그런데도 가족이야기는 그들의 생애이야

기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술자의 가족 이야기는 그들이 나고 자란 가정환경과 성장배경을 드러낼 뿐 

아니라 현재의 삶에 이르게 된 주된 과정을 담고 있다. 먼저 1절에서는 구술자

들의 가정환경을 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뒤에 구술자의 가족이야

기가 나타내는 주요 내용이자 특징으로 ‘위기사건’의 전개와 그로 인한 가족재

생사의 위기를 2절에서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구술자들의 가족

이야기에 투영되어 있는 우리사회 가족의 현실과 개인의 생존전략을 함께 분석

한다.

1. 중간계급 이하 가정

먼저 구술자들의 가정 배경으로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대체로 중간계급 이

하 가정 출신임을 알 수 있다. 구술자들의 출신 계급47)을 아버지의 직업에 따

라 분류해볼 수 있는데, 14명 가운데 12명이 하층계급이며, 2명이 중간계급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류로 나뉠 수 있다. 

47) 마르크스의 전통적인 계급 분류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즉 자본의 소유 여부와 타인의 노동

력에 대한 고용 여부에 따라 자산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계급 

중에서도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력과 정신노동인가 육체노동인가의 여부에 따라 중간 계급을 

구분할 수 있다. 중간 계급이란 정신노동에 종사하고 세대 내에서 상급의 관리직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은 화이트칼라 노동자 집단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육체노동을 하면서, 관리직으

로 승진할 수 있는 세대 내 계급 이동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계급을 노동계급 혹은 블루칼

라계급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장미혜, 2005: 113; 이혜정, 2012: 57에서 재인용). 또한 이혜정

(2012)은 아버지의 직업이 사업가, 지주인 경우 자본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자산가 계급으로, 

의사, 공무원, 교수, 관리직 회사원인 경우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로 보아 중간 계급으로, 임금 

노동자 혹은 작은 규모의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노동자 계급으로 나누었다. 이 연구에서도 

이 구분을 유효하게 받아들이되 상층, 중간, 하층 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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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류는, 아버지가 임금노동자이거나 자영업자로서 고정적으로 경제활동

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한 경우다. 이들은 하층계급 가운데 안정적으로 생

활을 영위했다. 구술자 중에는 현진이, 정난아, 강시연, 인정은, 최가희, 노경아 

6명이 해당된다. 현진이, 정난아, 강시연의 아버지는 하급 공무원이었으며 인정

은의 아버지는 대기업 노동자였고 최가희의 아버지는 ‘회사원’으로 구술되었다. 

그리고 노경아의 아버지는 시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다. 이

들의 가정은 풍족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일정 수준의 가정 경제가 유지되었으며, 

구술자들을 대학에 보낼 계획을 갖고 있었다. 

현진이와 강시연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었다가 퇴직했다. 최가희의 아버지는 

‘회사원’으로 퇴직했다. 인정은의 아버지는 대기업 노동자로 현직에 있으며 소

득수준이 꽤 좋았으며 회사에서 자녀들의 대학교 등록금까지 지원되었다. 그러

나 이 구술자들은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가정환경이 바뀌거나 가정폭

력 같은 경제 외적 요인으로 집을 나와 가족과 따로 살며 생계 문제가 발생했

다. 

이 구술자들은 가정환경에 대해 평범하다고 구술했으며, 그다지 빈곤을 경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노경아는 부모님이 30년 넘게 함께 장

사를 해왔으며, 그런 자신의 집을 ‘소시민’이라고 구술했다. 그리고 그녀의 자매

들은 연구원, 미용사로 일하며 각자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집은 그냥 소시민? 아버지 장사하시고 뭐 그런 집이었고 [중략] 어

렸을 때는 두 분 다 장사하셨거든요. 삼십년 넘게 두 분 다 장사를 하셔서. 

[중략] 제일 큰 언니만 결혼했고 작은 언니는 아직도 공부하고 연구원 하

고 있어서 원래 독신이고요, [중략] 그리고 다섯째 막내가 서울에 **에 살

고 있어요. 아직 미혼이고요. 애인은 있는데 아직 결혼 안 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은 속 터지죠.(웃음) 근데 각자 또 생활들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만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제 걱정이죠. - 노경아

또 정난아의 아버지는 면접 당시에도 공무원이었는데, 그녀가 어렸을 때는 가

난하였지만 점차 가정의 경제수준이 나아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흥업소에 다

니며 돈을 많이 쓰고 빚을 지기도 했는데, 차츰 ‘철이 들어’ 그녀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쯤엔 아파트로 이사 갈 정도로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녀는 어렸을 때에도 어머니의 헌신적 지원으로 가난을 자각하지 못하고 풍요롭

게 지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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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가난했다고 하더라고. 제가 느끼기에는 뭐 사실 아주 어렸을 때

는 가난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것 있었어요, 집 1층과 2층 사이

에 있는 그런, 방? 계단 올라가다가 들어가는, 그런 셋방? 되게 낡은 단칸

방? 그런 데서 살긴 했는데 사실 그게 막 가난하다 그런 개념은 잘 몰랐거

든요. 옷도 깔끔하게 입히고 엄마가. [중략] 뭐 옷도 계속 갈아입히고 되게 

유복해 보이는, 집이었거든요. 가난도 잘 몰랐고 애들이랑 놀러간다고 그러

면 엄마 용돈 되게 막 그래도 많이 쓸 정도로, 영화도 보러 다니고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돈을 주셔가지고, 그냥 체감하기에는 가난하지 않았죠. 체

감한 적은 없죠. [중략] 중학교쯤 되니까 아빠도 철이 들어서 돈을 좀 모아

놓고, 제가 점점 크니까 초등학교 중반부터 정신 차리고 돈을 모았던 거 같

애요. 집도 뭐 이사하고. 그 동네에서 좀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저한테

도 막 슬슬 돈 생기니까 슬슬 학원 다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들 학원을 

다니니까. - 정난아

이와 같이 아버지가 고정적이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했던 이 구술자들은 

하층계급 출신이지만 성장기에 경제적 빈곤이나 결핍을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학창시절까지 부모와 같이 살며 생계를 부양받고 보

살핌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래서 이 시기에 이들은 거의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구술된다. 

둘째 부류는,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최하층의 경제 수준에 이른 경우다. 구술자 가운데 이희

영, 박하은, 서연정, 김현주, 은예림, 고미자 6명이 속한다. 이희영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실직한 후 시장에서 일하다가 당한 사고 후유증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박하은은 아버지가 어린 시절 직장

을 다니다가 친구 빚보증으로 재산을 잃고 직장도 그만둔 후 잦은 실업 상태로 

지냈다. 서연정의 아버지는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경제활동을 지속하지 않았

다. 고미자는 어머니가 혼자 미국에 가서 그녀를 출산한 뒤 경제활동을 하며 딸

과 둘이 살아왔다. 고미자는 나중에야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알았으나 

전혀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 김현주의 아버지는 유흥업소에서 음악밴드 일

을 하다가 유흥업소를 운영하여 딸에게 5천만원이란 큰 카드빚을 떠넘겼다. 은

예림은 아버지가 ‘건설업’에 종사했고 어머니는 의상실을 운영했으나, 그녀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 가게도 문을 닫게 되어 생계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구체적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연정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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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가 고졸 학력을 가졌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도, 취업과 실업을 반복

하며 가족 부양을 방기하여 어린 시절부터 궁핍했다고 말했다. 서연정의 남매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등록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아버지가 생활비

를 주지 않아 생활이 쪼들렸다. 또한 서연정은 꽤 공부를 잘했지만 아버지의 반

대로 원하던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으며, 대학에 진학해서도 아버지에게 어떤 지

원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동생이랑 저랑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장학금, 

장학금 받았어요. [중략] 응, 장학금을 받는데 이제 (아버지에게는)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그걸로 생활비 썼어요. 몰래, 엄마랑. 어, 그리고 이제 

내가 생부한테 끝까지 받아내. 욕먹고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달라고 그래. 

그러면 한 세 달에, 이제 등록금 내는 날 세 달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줘요. - 서연정

박하은과 김현주의 경우는 아버지가 갑자기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기며 가족

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그 ‘사

건’들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하게’ 잘 살았다고 말했다. 

박하은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극적인 변화를 잘 보여준다. 그녀는 아버지가 요

식업에서 ‘과장까지’ 하며 잘 나가던 시절에는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다고 

구술했다. 하지만 IMF 시기에 아버지가 친구의 빚보증 문제로 집을 날린 뒤 알

코올중독, 가정폭력, 실직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시작되어 가족들은 최악의 상

황에 치닫게 되었다.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결혼을 하셨거나 한 게 아니에요. 집에

서 너무 반대해갖고 제가 세 살 때 되던 해에 결혼식을 올릴 정도였거든요, 

단칸방에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빠 직업은 요리사였고, 엄마는 그냥 주

부였죠. 아빠가, 그 고졸 출신에(작게 웃으며) **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일을 

했을 때였고, 그러다가 아빠가 공로가 인정이 되다보니까 **호텔에서 과장

까지 먹었어요. 어린, 좀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때부터 집이 좀 잘 살기 

시작했죠. [중략] 되게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어요, 진짜. 아직까지도 

제가 갖고 싶은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되게 집착을 하는 이유는 어렸

을 때 저는 툭하면 툭 그냥 생기는 환경이었으니까 아무튼 나쁜 버릇이 있

어갖고……. [중략] 그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아이엠에프가 터졌으

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사건의 시작은.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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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가 계속 일도 안 나가고 어느 날부터, 그게 좀 점진적으로 되었었던 거예

요. - 박하은

김현주 또한 아버지가 유흥업소를 차려 ‘정신 차리고’ 운영할 때는 ‘집에 차

가 두 대씩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해서 ‘금전적으로 원 없이 썼’다

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녀가 스물두 살에 결혼을 한 직후 아버지는 ‘다단계와 

놀음’으로 카드빚 5천만 원을 그녀 명의로 떠넘겼다. 또 은예림도 대학에 입학

하던 해에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는 ‘외동딸’로서 풍족한 생활을 했다고 말했

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부터 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부양해야 

했다.

 집에서 엄마가 룸살롱도 하시고~ 나이트도 하시고~ 아빠도 가게 하시

고 정신 차리시고, 집에 차 두 대씩 있고, 그니까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요. 

진짜 금전적으로는 원 없이 썼어요. - 김현주 

아버지가 건설업 하셨고 어머니가 의상실 하셨으니까 집이 어느 정도 돈

이, 그리고 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흥청망청 썼는데 

[중략] - 은예림

이 구술자들은 아버지의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겨 자신들이 직접 생계를 부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을 맞아 돈을 벌게 되었다. 결국 이들에게 아

버지가 맞게 된 위기 사건은 생애전환점이 되었다. 이들은 직접 생계부양을 하

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서비스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

난다. 따라서 이들의 삶에서 아버지가 임금노동이나 경제적 부침이 없던 자영업

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시절은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랐으며’, 심지어 ‘남부

러울 것 없이’ ‘풍족했던’ 시절로 기억된다. 최하층의 경제적 조건에 놓였던 이 

구술자들은 부모를 대신해 직접 생계를 부양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여 어린 나

이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생업 활동에 뛰어들게 

된다. 

셋째 부류는, 중간 계급 출신으로 구술자 가운데 한나래와 조화영이 해당된

다. 한나래는 아버지가 회사 임원이며 조화영은 아버지가 전문직 분야에서 일하

고 있었다. 한나래는 부모 모두 대졸의 학력을 지니고 있으며, 큰 아파트를 소

유하는 등 풍족한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나래는 어릴 적부터 아버

지의 가정폭력과 엄마의 통제 때문에 부모와 갈등을 겪었다. 또 조화영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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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부모 학력

이희영 36세 중졸 부, 오빠 무직 - -

김현주 33세 전문대졸업
부, 새엄마

(네 번째)

업소 음악밴드, 

유흥업소 운영

다방,

유흥업
미상

은예림 29세 대학원재학 모 미상(건설업) 자영업 미상

노경아 39세 대학교중퇴 부모, 자매 4 자영업(장사) 장사 미상

고미자 24세 전문대졸업 모 미상 매춘 미상

박하은 26세 고졸
조모, (부모 

이혼, 여동생 1)
요식업(무직)

전업주부, 

식당‧공장 일

부: 고졸

모: 미상

현진이 31세 대졸 부모, 여동생1 공무원 전업주부 미상

정난아 26세 대학교중퇴 부모 공무원 전업주부
부: 대졸 

모: 대졸

인정은 26세 대졸 부모, 남동생 1 대기업 직원 전업주부 미상

서연정 36세 전문대중퇴 모, 남동생 1 실업 반복
학습지교사, 

행정직

부: 고졸 

모: 대졸

최가희 28세 대학교중퇴 부모, 오빠 1 회사원 전업주부
부: 대졸 

모: 초졸

한나래 21세 대학교휴학 부모, 남동생 2 회사 임원 학원 운영
부: 대졸 

모: 대졸

강시연 27세 전문대졸업 부모, 남동생 1 공무원(퇴직) 자영업(가게) 미상

조화영 39세 대졸 부모, 남동생 1 전문직 자영업(가게)
부: 대졸

모: 미상

니는 자영업을 하며 부동산 재테크를 하였다. 한편 보조사례인 손영윤의 경우도 

중간계급의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의 부모는 모두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

다. 

다음 표에서 구술자들의 가족관계, 부모의 직업과 학력 등을 정리한 것으로, 

구술자들의 가정환경과 성장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정보로 참고할 수 있

다. 

<표 7> 구술자들의 가족관계와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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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재생산의 위기

1) 위기 사건들

구술자들의 가족 이야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가족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

태롭게 하는 ‘위기 사건’이 주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구술자들은 가족

이야기에서 이들이 나고 자란 가족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 그 전처럼 함께 일상

을 나누며 살아갈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그 이야기는 다음

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구술자 가족이 처하게 된 경제 

위기를 중심으로 구술되는데, 그 사건들은 구술자들이 가족의 생계나 자신의 생

계를 부양하기 위해 돈벌이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준다. 또 다른 하나는 

구술자들이 아버지의 가정폭력, 알코올중독, 가족구성원 사이의 갈등과 같이 경

제 외적인 위기를 중심으로 한 가족 이야기이다. 이 사건들은 구술자들이 ‘집’, 

‘가족’을 벗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요인이 된다. 결국, 구술자들이 속한 가

족은 더 이상 가족구성원들의 삶을 재생산할 수 없는 가족재생산의 위기에 처

하게 된다. 그 결과, 가족은 구술자들에게 적절한 부양과 돌봄을 제공할 수 없

는 곳이 된다. 

(1) 가족경제의 위기: 생계부양자의 생애위기

구술자들의 가족이 겪는 위기 가운데 하나는 ‘생계부양자’(breadwinner)48)인 

아버지가 처하는 생애의 위기로 인한 것이다. 이는 가족의 일상생활과 자녀의 

돌봄 등 가족재생산을 곤란하게 하는 경제문제가 된다. 

이희영, 은예림, 강시연, 김현주, 박하은 5명의 구술자들은 아버지가 질병이나 

사망, 실직과 파산 등으로 맞은 생애 위기를 자신의 생애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구술했다. 이 구술자들의 가정에서 생계부양자, 즉 아버지가 위기를 맞아 경제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사건은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고 구술자의 삶을 바

꾸는 생애사건이 되었다. 이희영은 아버지의 실직과 사고로, 은예림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강시연은 아버지의 사고로, 김현주는 아버지의 경제적 파산으로, 박

48) 생계부양자란 의존적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정 밖에서 경제 시장의 이익, 임금을 얻는 생

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가족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

하여 얻는 사람이다(Gill & Mattehew, 1995; Slocum & Nye, 1976; 이나련·이숙현, 2001: 

24에서 재인용). 가족 모두가 생계부양자 역할을 수행하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던 

18세기를 기점으로 남성 중심의 생계부양자 역할이 성립하기 시작했다(Hood, 1986; 이나련·

이숙현, 2001: 2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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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은 아버지의 친구 빚보증에서 비롯된 경제적 문제와 실직, 가정폭력 등으로 

가족의 위기가 발생했다. 이 사건들은 구술자들의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위기를 

초래했으며, 구술자들은 이전과 다른 삶의 과정을 맞게 되었다. 

아래 은예림의 구술은 그 대표적 사례를 보여준다. 그녀는 스무 살 되던 해 

아버지의 죽음을 기점으로, 자신의 삶이 ‘평범한’ 삶에서 그렇지 않은 삶으로 

바뀌었다고 간단히 요약했다. 그녀는 면접에서 연구자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달

라고 하자 아르바이트 경험만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자 했다. 그러나 연구자가 

거듭 생애이야기를 요청하자, 그녀는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랐다’며 아주 

짧게 말하였다. 

그냥 저는 평범하게, 평범하게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라서 하하(크게 

웃음)……. 아유, 단지 아버지가 대학교 때 돌아가신 것 이외에는 별로, 평

범하게 자랐어요. - 은예림

강시연의 가족 이야기에서 위기 사건은 공무원이던 아버지가 일찍 퇴직을 하

고 사업을 시작하려던 시점에 당하게 된 사고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사고로 

큰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그 뒤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었다. 당시 어머

니는 아버지의 병수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운영하던 가게도 상황이 좋지 않아 

닫게 되었으며, 남동생이 한 명 있었으나 고등학생이어서 돈을 벌 수 없었다. 

강시연은 전문대를 다니며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일

로는 아버지의 치료비와 가족의 생계비라는 많은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박하은의 가족이야기에서도 가족의 위기 사건은 아버지의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긴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친구 빚보증으로 수도권에 

소유했던 집을 잃게 되어 실의에 빠졌고 곧 직장도 다니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주 술을 먹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아이엠에프가 터졌으니까 그때부터 시작

이 된 거죠. 사건의 시작은.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냥 아빠가 계속 일도 안 

나가고 어느 날부터, 그게 좀 점진적으로 되었었던 거예요. 술을 안 했는데 

퇴근시간이 계속 늦고, 집에 올 때마다 항상 술이 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버리게 되고, 아빠는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있고, 엄마는 어디 가서 험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식당을 나간다든가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런 와중에 막, 엄마는 막 때리고 나도 때리고, 완전히 그랬었어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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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박하은 

이희영의 이야기 또한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이 직접 

돈어 가족을 부양한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아래 글은 그녀가 민성노련 위

원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했던 서면대담 글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그녀는 어머

니 없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시장에서 직장을 잃고 

잡역부로 일하다 다치면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졌고 급기야 수술을 해야 했

다. 그 상황에서 그녀는 바로 돈벌이를 시작했으며 중학교 졸업을 끝으로 학업

을 중단했다.

이 분야에서 직접 일하게 된 계기는 홀로 계신 아버님께서 [중략] 24년

간 ** ***시장에서 일하시던 직장을 그만두신 후 잡역부로 일하시면서 중

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료비가 없어 아버님은 진통제에 의지하

여 일을 계속하실 수밖에 없었고, 2002년경에는 이미 다리가 손쓸 수가 없

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집안에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까닭에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습

니다. 커피숍 아르바이트와 식당 음식배달로 월 1백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지만 집에서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상황이 급했

던 저는 우연히 전단지 광고를 보고 찾아간 단란주점에서 나이를 속이고 

일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 일이 룸살롱에서 집창촌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집에 생활비로 송금한 금액은 월 2백만 원 정도였고, 아버님의 

병원 치료비로는 약 1천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이 친구 

보증을 잘못서 빚을 진 것까지도 제가 갚아야 했습니다(고정갑희․이희영, 

2005: 140-141).

앞에서 본 다섯 명의 구술자들은 생계부양자인 아버지가 생애 위기로 가족의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음을 이야기했다. 이 위기사건은 이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거나(은예림, 강시연, 이희영),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해결

하거나(박하은) 빚을 갚아야 하는(김현주) 상황으로 귀결되었다. 결국 아버지의 

생애 위기는 구술자들이 직접 돈을 벌어야 하는 생애전환점이 된다. 그 가운데 

가족의 생계부양을 책임져야 했던 구술자의 경우, 가족은 자신이 돈을 벌어 헌

신해야 하는 소중한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이들의 삶을 옥죄는 ‘짐’이자 ‘불행’으

로 양가적 성격을 띠고 있다. 아래 이희영의 이야기는 이들이 가족에게 느끼는 

양가적 감정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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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말 불안한 게 뭐냐면 집에 일이 터지면, 아빠가 몸이 안 좋으니

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는 내가 이 생활

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몸도 안 따라주고 하는데, 아우, 혼자서 그

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해요. 정말 그런 목돈이 필요하다면 정말 들어올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손을 털었는데. [중략] 짐이

라고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자살까지 마음을 먹었었으니까, 두 번이

나 정말.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지는 않았을 거야. 혼자 살면 어떻게 

하든 입에 풀칠은 하고 살지(웃음). - 이희영

이희영은 중학교 3학년 이후 계속해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왔다. 그녀에게

는 오빠가 한 명 있지만, 그녀 혼자 가족의 생계비와 아버지의 치료비를 전적으

로 책임져왔다. 그녀의 오빠는 그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며 부담을 더할 

뿐이었다. 이희영은 그런 가족이 ‘짐’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래서 가족을 책임

지는 게 너무 힘들어 두 번이나 자살을 마음먹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사

실혼 관계로 몇 년째 같이 살고 있던 남자친구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

며, 가족에게 여전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2) 가족관계의 위기 

구술자들의 가족 이야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위기 사건은 가족 구성원들 사

이의 갈등과 관계의 위기이다. 구술자들이 겪은 관계의 위기는 경제적 위기와 

뒤얽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가족관계의 위기로는 부모 사이의 위

기를 포함해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 간의 갈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구술자 본

인과 부모 사이의 위기, 결혼을 경험한 구술자의 경우 남편 또는 시댁과의 위기

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구술자들은 가족 관계에서,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위기

를 자신의 삶을 뒤흔든 중대 위기사건으로 구술했다. 최가희, 박하은, 김현주, 

서연정, 정난아  5명이 해당된다. 이 경우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위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구술자 가운데 최가희는 아버지로 인해 모든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이야

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녀의 생애이야기는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자이셨어요’

로 시작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알코올중독자였으며 매일같

이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는 몇 달씩 집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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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으며, 그 때마다 최가희 남매는 ‘엄마가 집에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너무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진짜. 술을 마시든 안마시든 폭력적인데 술을 

마시면은 그게 폭력성이 극대화가 되는 거죠. [중략] 막 그랬고, 그래서 엄

마, 엄마도 항상 목뼈 부러지고 막 그런 식으로 많이 다쳤는데, 엄마가 항

상 집에 없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까 엄마가 도망을 가. 도망을 갔

다가 몇 달 동안 우리끼리 지내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중략] - 최가희

최가희는 그녀의 부모가 학력 차이가 매우 컸는데 그런 만남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꽤 좋은 대학을 다녔으나 복잡한 

가족사로 젊은 시절부터 실의에 빠져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고 한다. 당시 그녀

의 어머니는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었으며, 아버지가 자주 가던 술집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곳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 때 아버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코올중독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 ‘저 사람을 걷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미소). - 최

가희

엄마랑~ 대화를, 안 했어요. 그까 엄마가, 엄마도 되게 학대받은~, 어린 

시절을 학대받으면서 자랐는데,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으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났겠지. 그랬다 보니까 엄마두 되게, 너무 어두운 거야. 그

래서 맨날 나한테 막, 자기가 어렸을 때 무슨 뭐, 담배 밭에서 죽으려고 했

던 거, 막 산에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했던 거, 맨날 이런 걸 얘기를 해-. 

그리고 맨날 내 앞에서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죽일 놈인지’ 막 이런 걸 얘

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죠.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거지

……. - 최가희

그녀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자주 집을 떠났으며, 어린 딸

에게 남편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를 이야기하며 그것을 전가시키기도 했다. 하지

만 어머니가 딸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린 최가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같은 행위는 최가희의 말처럼 ‘일방적인 듣기’였을 뿐 아니

라 어린 딸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따르게 하는 정서적 학대로 경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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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녀는 그런 ‘엄마랑 대화를 안 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 정서적 학대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녀는 어머니가 어린 시절 학

대를 받고 자라서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가희의 아버지는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으로 가족관계에 위기를 가져왔다. 

그녀의 오빠는 학교와 동네에서 말썽꾸러기로 동급생을 때리는 문제아로 성장

하였다. 그는 여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그녀는 대학에 입학하며 가

출을 한 뒤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얼마 전부터 가족과 연락을 하고 가

끔 만나며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최가희에게 가족과 만나는 것은 여전히 고통

스런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녀는 한 달에 한번 부모님 집에 다니러 갈 때마다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박하은도 가족이야기에서도 아버지가 실의에 빠지며 가정폭력을 휘둘러 나머

지 가족이 불행해졌다고 구술하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빠가 출퇴근’할 때는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으나’ 그녀의 아버지가 경제활동에 위기를 맞으면서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야기로 반전을 이루었다. 

중독이죠 그 정도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았어요. 그 때는 그냥 

아빠가 술을 많이 먹는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빠의 생활패턴이

나 이런 걸 보니까 중독이 되었던 거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어갖고, 초등학교 6학년 6월쯤에 이제 도피를 하게 되요. 외갓

집으로, 밤에(미소) 짐 싸들고 이제, 아빠가 술 마시러 나간 틈을 타갖고 나

갔어요 셋이. [중략] 엄마는 중3때 동생을 데리고, 그 때, 지금의 새 아빠 

때문에 **로……. [중략] 딱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갈 거냐? 근데 

저는 그 때 막연히 들었던 생각이 중3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내신하고 

다 쌓아둔 게 있고, 다른 학교로 간다고 하면 거기서 어떻게 생활을 할 것

이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거죠.[중략] 그래갖고 엄마한테 나 그런 이

유 때문에 못가겠다, 그리고 엄마가 또렷하게 뭣 때문에 간다고 저한테 얘

기를 안 해줬었어요. 그냥 가자 이거였으니까. 딱 한번 물어보더니 나 됐다

고 하니까는, 바로 일주일 뒤에 학교 갔다 오니까는 내 신 빼고 싹 없는 거

예요. 그 다음부터 엄마하고는 잘 연락이 안 되었어요 이상하게. - 박하은

김현주의 가족 이야기 또한 아버지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이 주된 축을 이루었

다. 그녀는 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워’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했고 할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다. 그 뒤 네 번 ‘새 엄마’가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김현주는 정

서적 결핍과 갈등을 크게 겪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부모한테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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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이 없고’ ‘엄마를 찾으러 가출도 많이 했다’고 구술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딴 데로 가면서 그 분이 마지막 엄마죠. 

[중략] 거기서 대학교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때 스무 살 엄마가 

대학 보내고, 근데 집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도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꾸

려서 살 수 있을 텐데, 사랑받고 살 수 있을 텐데, 남자를 소개를 받았는

데, [중략] 정신적으로는 부모한테 안겨보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가출도 많이 했었고, 막 엄마 찾는다고. - 김현주 

서연정의 가족 이야기에서도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의 관계가 매우 문제적으

로 구술되었다. 그녀는 이야기 서두에서부터 ‘아버지’ 대신 ‘생부’라고 지칭하며 

좋지 않은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방

기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끊임없이 불안한 상황을 만들고 자신의 삶을 좌절시킨 

사람이었다. 정난아의 생애이야기 초반부도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 간의 갈등으

로 이루어져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매일같이 ‘룸살롱에 다녀’ 빚을 지고 ‘바람도 

많이 피우는’ ‘철없는’ 행동에서 어머니와 갈등이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시댁과도 갈등도 겪었다. 그러나 정난아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다행히 

정난아의 아버지가 ‘철이 들어’ 가족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

이들의 가족 이야기는 아버지 때문에 가족 내 갈등과 위기가 발생했으며 그

것이 이혼 등 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의 위기로 표출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로 인해 구술자를 비롯한 자녀들은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과 

함께 가정폭력에 놓이게 됨을 보여준다.

둘째, 구술자들이 겪은 또 다른 관계의 위기는 구술자가 자녀로서 부모와 겪

은 갈등이다. 위에서 서술한 첫 번째 경우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심각

한 위기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구술자들은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적

절한 돌봄 대신 정서적 냉대나 학대, 또는 폭력과 심한 통제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위기를 경험했다. 구술자 가운데 한나래, 인정은, 

정난아, 현진이의 가족이야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큰 갈등과 위기를 경험했으

며 이 위기가 구술자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먼저 한나래의 생애이야기는 부모에 의한 ‘피해’가 중심적인 이야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녀는 생애 이야기의 서두에서 ‘집안이 가부장적’이라며 

‘피해 중심으로’ 얘기하게 될 거라며 한참을 망설이다 힘들게 이야기했다. 현재

까지도 한나래는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으며 심지어 ‘지금 부모라고 생각 안 하

고 산다’고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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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좋은 가장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그런 부모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에 깊이 분노했다. 그녀가 ‘피해 중심’의 가족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며 한

동안 망설이고 힘들어했던 이유는, 아픈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들춰내야 하는 

고통에 직면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그녀가 ‘피해자화해서 얘기할 거 

같다’며 ‘피해자화’에 대해 저항을 드러낸 것은, 그녀가 페미니즘과 관련된 활동

과 담론을 접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화’에 대해 비판적 문제의식을 형성했

다고 해석될 수 있다. 

집안이 좀 가부장적인 집이라서 좀 되게 많이 안 좋았던 거 같애요. 아, 

되게 피해 중심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흠(헛기침)……. 아 진짜 어떻게 계속 

피해 중심으로 피해자화해서 얘기할 거 같은데……. [중략] 두 분 다 대학 

졸업, 중산층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라 그게 되게 심했어요(웃음). (연구자: 

거의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시네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흠, 지금 부모라

고 생각 안 하고 살아서(웃음). - 한나래

또 그녀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매우 강압적으로 대했다고 했다. 어머니는 초등

학교 때 그녀가 오랫동안 모아놓은 ‘포켓몬스터’를 발견하고는 아무런 말도 없

이 모두 갖다 버렸다. 또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방에서 니가 뭔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아예 딸의 방문을 떼어버리기도 했다. 그 사건은 그녀가 두 명

의 남동생이나 다른 가족들로부터 자기만의 공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

다. 하지만 초등학생이던 그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속수무책인 ‘미칠 

것’ 같은 상황이자 고통스런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집에서 엄마가 한 삼, 사학년쯤에 방 문짝을 뗀 거예요. 그니까 방에서 

니가 뭔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미소), 그, 그래가지고 남동생이 두 명

이 있는데~, 제 방이 또 목욕탕이랑 거리가 있었어요, 미치겠는 거죠(웃

음). - 한나래

인정은 또한 부모와의 갈등이 생애이야기에서 커다란 축을 차지했다. 그녀의 

생애 이야기는 부모와 함께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간단히 요약되어 구술되

었다. 그만큼 그녀에게 가족은 문제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그녀는 

부모로부터 가치관 등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모의 삶을 거울삼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레 부모와 따로 살게 되었으며, 그 뒤로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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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그녀에게 부모는 자신의 삶에 어떤 영

향도 받고 싶지 않은 존재였으며 단절하고 싶은 관계였던 것이다.

너무 막막한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무 살 때까지는 시골에서 부

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학교 다니다까 이제 스무 살 돼서 대학 다니려고 서

울 올라와서 생활하고 [중략] (웃음)그러다가 그냥 어영부영 졸업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옛날에는 내 삶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은~ 그렇게까지 특별한 삶은 아니었던 거 같애요. 그냥 의미 부여하기 나

름이고……. [중략] 나는 크면서~ 가치관 형성 이런 게 부모님으로부터 가

치관이 형성된 게 하나도 없고, ** 가치관 형성이나, 뭐 부모님으로부터 영

향 받은 거는 그거,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거? - 인정은

또 인정은의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 대해 칭찬이나 인정이 인색했다. 

그래서 그녀는 곧잘 공부를 잘 했지만 한 번도 칭찬의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학에 다니며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 살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중에야 아버지가 자신에게 직접 표현

하지 않았을 뿐, 동료들에게 자녀 자랑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인정은은 어머니와 갈등을 크게 겪으며 자랐으며 현재까지도 사이가 좋지 않았

다. 어머니는 그녀와 남동생을 차별했으며, 딸에게 용돈을 적게 주는 등 경제적

으로도 매우 인색했다. 그녀가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했을 때에도 어머

니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 일반 고등학교에 가도록 했다. 하지만 아버지

가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데다 대학까지 자녀 학

비도 지원이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도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

다. 

어렸을 때. 아무리 잘 해와도 뭐 이제, 아, 아버지는 보는 둥 마는 둥. 무

뚝뚝하시니까 그냥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그냥, 지금은 아는데, 그 때는~, 

그래서 되게 서운했던 거죠. 자식 앞에서는~ 이제 한 마디, 잘 했다 이런 

한마디 해주는 게 고작이고,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뭐, 그거를 회사

에 가서 막 동료들 엄청 자랑하고, 그거를 나중에 들었죠. 근데 그런 표현

들이 좀 많이 없었으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거 같애요. [중략] 암튼 엄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았고, 내가 

뭐 시험을 백점 중에 구십 점을 받아가면 더 잘 할 수 있는데 왜 이 정도

밖에 못 했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 아니… 그냥 그렇게 대해줄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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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 인정은

가족관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구술자들이 생계부양자이자 양육자로서 부

모에게 일정한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반대로, 아래

의 사례들은 부모 또한 자녀에게 일정한 규범과 역할을 기대하고 요구하며, 그

것이 어긋났을 때 가족관계가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정난아는 고등학교 시절 학생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규범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켰다. 정난아는 고등학교 때 미성년자로서 성인 남성과 사귀고 성

관계를 가졌으며, 그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부모는 큰 충격을 받고 건강이 크게 

악화되기도 했다. 그 사건은 학교에서도 ‘원조 교제’이자 학생으로서 규범을 위

반한 사건으로 여겨져 그녀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정난아의 부모는 더 이상 충

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딸 몰래 집을 이사했다. 그녀의 부모로서는 그녀가 도저

히 감당할 수 없는 자녀, 적절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된 것이다. 이 사

건에 대해, 정난아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구술했다.

근데 엄마 아빠도 그거에 대해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얘가 유부남이랑 

그런 관계를 했다는, 그니까 남자랑 섹스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거부감

이 있었던 거예요, 두 분 다. 응, 게다가 유부남. 또 이혼까지 해서 학교에

다 사고를 쳤어, 너무 쪽팔려. 근데 그 유부남이 저희 집 찾아가서 엄마 아

빠 패고, 얘 내놓으라고. 그리고 막 아빠 회사에 막, 엄마 집에 있으니까 

집에다가 하루에 백통씩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

고 막, 주변에까지 알려지고 이러니까 그냥 니 되는대로 살으라고 이러고 

엄마 아빠가 잠적해 버렸어요. - 정난아

크고 나니까 내가 잘못, 잘못하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상처 받은 

거에 대해서 가족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그들한테 있었고~ 나도 그 때는 있

었, 었기에 되게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나를 버리고 떠났고 나한테 이렇게 

대했고 그 때 어렸을 때는 되게 그냥 엄마 아빠가 미웠거든요. 근데 지금

은, 아 내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역할을 잘못하긴 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요즘은 엄마 생각하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 정난아

정난아는 초등학교 때부터 성별 규범, 미성년자에 대한 규범, 학생에 대한 규

제 등에 반발하며 반항적인 행동으로 부모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초등학교 때

는 자기를 남자라고 여긴다거나, 중학교 들어가서는 동성 급우를 애인으로 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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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두발규제에 항의하여 머리를 빡빡 밀고 다녔다. 또 중·고등학교 때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룰을 어귀며 친구들과 야간자율학습 시간 전에 술을 마셨다. 

정난아의 이런 행동에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너그럽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시

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정난아가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일은 학교와 가족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자 위반이었다. 

정난아는 중학교 3학년 때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관련된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였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대학에 다니던 성인 남성과 사귀게 되어 성관계를 

맺었으며 이것이 주변 친구들에 의해 목격되어 ‘원조교제’로 오인되며 학교에 

알려져 경찰에 ‘원조교제’로 신고가 되고 부모님도 큰 충격에 빠졌다. 당시 사

건은 ‘원조교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여 무마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난아는 고

등학교에 다니면서도 성인 남성과 사귀면서 섹스를 했다. 그런데 정난아가 교제

한 성인 남성 중 한 명이 이혼을 한 후 정난아와 결혼하자고 제안하여 헤어지

자며 연락을 끊자, 이 성인 남성이 학교와 집을 찾아와 교사와 부모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크게 문제를 일으켰다. 정난아의 엄마는 이 일로 인해 쓰러

지는 등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한나래는 중학교 때 상담교사에게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가 그것이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부모와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 이야기들은 부모

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규범에는 성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규범이 매우 기본적이

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게이 섹슈얼리티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한편 조화영의 생애 이야기는 중간계급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지원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생애 과정을 보여준다. 그녀는 면접 초반에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는 자신이 매춘을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얘기를 하

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자가 이야기해줄 것을 다시 요청하자, 그녀는 부모의 직

업을 얘기하고 자신은 4년제 대학을 나왔다며 매춘과 자신의 삶에는 아무 ‘연

결고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녀는 매춘을 하지 않아도 ‘당장 생계에 크게 문

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최근까지도 집 보증금과 월세를 부모에게 

지원받으며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온 과

정은 중간계급 가정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채우지 못한 좌절에 바탕을 두고 있

었다. 

(연구자: 그냥 본인의 살아온 얘기를 해주시면,) 저 살아온 얘기는 솔직

히 성매매랑 관련(이 없어요), 이거를 지금 당장 안 해도 사실 저의 생계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연구자: 어쨌든 지내 오시다가 이 경험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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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데, 사실 전체 맥락에서 보고 싶어서) 근데 이게 연결고리가 없어요, 

저의 삶과. 저는 영화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 선생님이세요. [중략] 그

냥 **에서 외고 나왔어요, (웃으며)4년제 대학 나왔고, [중략] - 조화영

조화영이 들려준 생애이야기는 소위 ‘강남’에 있는 학교에 자녀가 진학하도록 

이사를 하는 등 중간계급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교육적 지원을 했으

나, 그 기대에 못 미쳐 대학을 ‘사수해서 공부 못하는 지방대’에 가게 된 이야

기가 초반부를 이루었다. 또 생애이야기의 후반부는 대학을 졸업한 뒤 대졸 학

력과는 무관한 여러 아르바이트로 생계활동을 하며 영화작업을 하게 된 이야기

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이야기는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한 규범과 역할을 요구받으며 그 기대와 약속이 준수되지 않을 때에는 유지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름을 보여준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 규범은 학업이나 취

업, 결혼 등에 대한 기대를 비롯해 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포함한다. 

또 여기에는 이원화된 섹스와 젠더, 섹슈얼리티 규범이 기본으로 전제됨을 알 

수 있다.

셋째, 구술자 중에 결혼관계를 경험한 경우, 가족관계의 위기는 남편 또는 시

댁과 겪은 갈등과 위기였다. 구술자들 가운데 결혼을 경험한 여성은 김현주, 박

하은, 서연정, 노경아 4명으로, 현재는 모두 이혼을 한 상태이다. 김현주는 22

살에 임신을 계기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여 자녀를 1명 두었으나 남편이 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후 실의에 빠지고 또 매일같이 강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결혼 7년 만에 이혼을 했다. 박하은은 22살에 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으나 시

어머니와 갈등이 생기면서 이혼을 했다. 서연정은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여 자

녀를 2명 두었으나 시댁 및 남편과 잦은 갈등으로 2011년 경 별거를 하다 이

혼을 했다. 노경아는 대학을 중퇴하고 4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해 

자녀를 1명 두었으나 ‘그 지역에서 알아줄 정도로’ 잘 살던 남편 집안과의 경제

적 차이로 갈등이 지속되어 7년 만에 이혼을 했다. 한편 미국에 살던 고미자는 

사귀던 남자친구의 폭력과 스토킹을 피해 한국으로 피신해 오게 되었다.

2) 해결책: 집 밖으로

구술자들은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집 밖으로 나와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또는 가족 내 부모의 권력을 벗어나 따로 살아

가기 위해 경제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구책을 찾고자 했다. 첫 번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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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출’이나 ‘이혼’을 통해 위기에 있던 가족 관계를 벗어나고자 집 밖으로 

나왔다. 박하은, 현진이, 정난아, 최가희, 한나래는 가출을 했고, 미국에 살던 고

미자는 한국에 오는 선택을 했다. 또 인정은은 다른 지역의 대학에 입학하면서 

따로 살게 되며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다. 김현주, 노경아, 서연정은 이혼

을 했다. 두 번째 경우는, 아버지가 생애 위기에 놓여 위기에 처한 가족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 은예림, 강시연은 각기 아버

지의 사망과 사고로 위기에 처한 가족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 

또 가출과 이혼으로 가내 권력을 벗어난 구술자들도 스스로 경제적 자원에 접

근해 생계를 책임지고자 돈벌이를 시작했다.

(1) 가내 권력 벗어나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술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가족 내에서 불합리하고 부당

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심한 경우에 가족 내 폭력과 학대 상황에 놓여

있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부모나 남편, 가족이란 따뜻한 안

식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협하고 여러 삶의 기회를 제약하는 가내 권력으

로 경험되었다. 이들은 부당한 가내 권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하거나 이

혼을 하여 집을 나왔다.

우선, 가족에게 폭력과 학대를 당하며 성장기를 보내던 구술자들은 그것을 벗

어나기 위해 집을 나오는 방법으로 ‘가출’을 감행하였다. 최가희, 한나래, 정난

아, 현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집을 나왔다. 이들은 

대학생이 되어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집을 나와 

부모로 대표되는 가내 권력을 벗어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가희는 ‘돈이 한 

푼도 없어’ 잘 곳과 먹을 것을 스스로 마련하고 걱정해야 하는 생활이었지만 그

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행복했다’고 구술하였다. 

어둡게 자라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을 하고, 저는 소위 이제 사회

에서 말하는 좀 좋은 대학? 좋은 대학에 갔어요. 갔는데 뭐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애가 정신적으로 너무 어두우니까 제대로 일상생활을 못 하는 거

야,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 그래서 너무~ 막 힘들어서 이제 집을 나왔어

요. 스무 살 때 집을 나왔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지(웃음). 돈이 한 푼도 

없었고 그 때 친구한테 삼십만 원을 빌려가지고 고시원을 딱 얻어서 나왔

는데, 그 삼십만 원 외에는 아무~ 돈이 없었어요, 정말 차비도. 그래서 옷

가지 갈아입을 거 몇 개랑 해서 집을 나왔고, 그 이후로 부모님이랑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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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했어요. 안 했고, 음~, 그 때 생각을 했죠. 나는 밖에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집으로 돌아가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정말 고시원이 너

무 열악해서(미소) 막 겨울에 담 오고(웃음), 막 배고파가지고 하루에 한 끼

도 못 먹는 날도 많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집에 있는 

것보다. - 최가희

또 정난아는 고등학교 때 성인 남성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해서 학교와 가정

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그 때 그녀의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아 딸 몰래 이사를 

가버렸다. 그녀는 1년 만에 다시 부모를 만나 함께 살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그 

사건으로 받은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가끔 폭력을 휘둘렀다. 정난아는 

그와 같은 생활이 힘들었지만 ‘수능을 보고 나가자’며 참고 지내다가 수능을 본 

이틀 뒤에 바로 집을 나왔다. 

**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엄마도, 아빠는 잘 견

디셨던 거 같은데, 엄마가 정신 질환이 너무 심해서 저만 보면 계속 때리

고, 그 화났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렇

게는 못 살겠다 [중략] 내가 물론 엄마한테 상처를 준 건 맞는데, (빠르게)

상처를 준 건 맞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게 상처인지, 그 때는 모

르잖아요. 그래서 또 나왔어요, 엄마 아빠 집에서 나와서, 그래서 그 때부

터 아르바이트 하고 친구 집 전전하고 다니고……. - 정난아

정난아는 그 때 집을 나온 뒤로 부모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살아왔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 아버지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

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겪은 그 사건에 대해 얼마 전부터 조금 다르게 생각하

게 되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며 부모를 많이 미워했는데, 

지금은 가족 안에서 자신이 딸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그래서 그녀는 엄마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가능하

다면 부모와 관계를 풀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 그녀는 

 

크고 나니까 내가 잘못, 잘못하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상처 받은 

거에 대해서 가족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그들한테 있었고~ 나도 그 때는 있

었, 었기에 되게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나를 버리고 떠났고 나한테 이렇게 

대했고 그 때 어렸을 때는 되게 그냥 엄마 아빠가 미웠거든요. 근데 지금

은, 아 내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역할을 잘못하긴 했다라는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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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해요. 요즘은 엄마 생각하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연구자: 그니까 뭘 

했어어야 하는데 못 한 거야? 아니면 왜 미안한 거야?) 음...... 페미니즘 공

부 하면서 알 게 된 건데, 되게 전형적인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가. 결혼 이전부터, ‘아들, 아들’ 하는 할머니 밑에서, 응, 아빠 없이 컸

거든요. 전쟁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 밑에서 바득바득 자기 혼자 뭔가 해보

려고, 그렇게 자라서 아들한테 콤플렉스도 많고 오빠랑 동생한테. 그래서 

결혼해서 자기가 뭔가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자기 커리어를 만들고 사회적

으로 뭔가 자기 인생에서 역할 하나, 내가 남한테 이런 사람이고 내가 사회

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이게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한

테는. 근데 자식 낳아서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으로서만 살았잖아요. 근

데 그 하나가 깨진 거잖아요, 되게 컸던 게. 자기가 기대를 되게 많이, [중

략] 그래서 내가 지금처럼 그런, 이런 것들을 알고 철이 조금 들었으면 그 

때로 돌아갔으면, 설득까지는 못 해도 설명이라도 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라고,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뭐 인연을 끊게 되면 끊는 건 맞

는데, 서로 너무 불편하고 안 맞으니까, 그것까지는 사실 뭐 그냥 그런가 

부다 하는데 내가 어떠한 설명도 안 했고, 너무, 내가 엇나갔던, 그들의 기

대에 너무 엇나갔고 그들이 생각하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 같아요. - 정난아

현진이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당한 일이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알게 되면서 방황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성폭력 

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렸지만 아버지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어머니도 그

녀를 지지해주지 않았다. 또 그녀는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거의 ‘왕따처럼’ ‘정

서적 학대’를 당하며 지냈다고 말했다. 그녀는 대학에 입학한 뒤에 그런 가족을 

떠나 따로 고시원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시에 아버지를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대신, 그 뒤에 아버지는 편지

로 그녀에게 자신의 성폭력 사실과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그녀의 학비

와 생활비를 보조해주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가족이 자신이 성장하는데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었으므로 그와 같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음, 아~ 그래서 뭐... 저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저는 성폭력 사건이 친아버지한테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고종사촌

한테 성폭력을 당했었고, 어릴 때 집안에서 거의 왕따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서적 학대처럼 그렇게 당했고, 학교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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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너무 가족이 싫고 집이 싫고 그런데 소심한 아이, 가출은 못 하고 그

런 아이……. (미소) [중략] 당연히 그렇게 하다보면 솔직히 자기가 그렇게, 

전혀~ 어떤 지지도 못 받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꿈을 찾고 애가 건강하게 

사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그냥 대학 가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스무 살 때 그냥~, 늦게 스물한 살 때 스무 살 때 가출을 했

어요 제가, 대학 때(웃음). [중략] 그래가지고 그, 어쨌든 제가 **에서 그렇

게 뭐 살다가 뭐, 아빠가 근데 편지를 통해서 인정을 했어요, 자기가 잘못

했다는 거 인정하고, 그게 성폭력이 맞다는 걸 인정도 하고, [중략] - 현진

이

다음으로는, 결혼 관계에서 겪고 있던 불합리함과 갈등, 폭력적 상황에서 벗

어나기 위해 이혼을 하여 가내 권력을 벗어난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구술자는 

결혼과 이혼을 경험한 노경아, 김현주, 서연정, 박하은 등 네 명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가운데 노경아, 서연정, 박하은은 시부모와의 갈등이 요인이 되

어 결혼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 아래 노경아와 서연정의 구술에서 볼 수 있듯, 

이들은 결혼생활에서 시부모와의 갈등을 겪었으며 남편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는 가족관계가 부당하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은 

이들에게 부당한 가내 권력으로 경험되었다. 또 이들은 그 갈등 요인이 더욱 악

화될 뿐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자, 이혼을 하여 원치 않는 부당한 가내 권력

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혼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러고, 옷 가방 두 개만 싸들고 **에 있는 

제 동생 집으로 간 거라, 돈 3만원 들고 나왔거든요. 나와 가지고 다시 이

제 타협을 해보니까 위자료 전혀 못 준다, 뭐 저는 그러면 제가 있던 가구

나 이런 거라도 처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암튼 그렇게 시작을 했

고요, 초반부터 빚을 졌죠. [중략] 남편하고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부모님

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결국은 남편도 등을 돌리게 되요. 결국은 돌리게 되

요. 또 암만 내 마누라가 좋아도, 일단 내 부모가 우선이죠. [중략] 연애감

정은 식었지만 남편하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다면 남편

이 너무 그 집안에 의존하는 사람이라 모든 경제권을 다 부모님이 쥐고 있

었어요. 저는 집안 살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7년이나 되는 세월동안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게 모든 경제권을 부모님이 쥐고 있으니까 결국은 남

편하고도 사이가 멀어지게 되죠, 싸우게 되죠 경제문제 때문에. [중략] 뭐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모르겠는데 또 처음에는 연애감정 있을 때는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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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그런 게 사그라들고 나면 꼭 그런 것 때문에 싸우게 되어 있어요. 

‘니가 시집올 때 뭘 해왔냐?’ (웃음)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뭐 경제권을 다 부모님이 쥐고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굽신거려야 하고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악감정만 자꾸 쌓이죠. 우리 부모님이 해결해줄 수 있

는 것도 아니고.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시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거 들어야 할 때. 그럴 때 못 참죠. 내가 이 결혼 왜 했나 싶었죠. 

- 노경아

노경아는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했지만, ‘이혼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결혼생활이 힘들었음을 표현했다. 그녀에게 시부모와 남편은 벗

어나고 싶었던 부당한 상황이자 권력이었다. 그녀에게 남편 집안과의 경제적 차

이는 결혼생활에서 계속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녀의 남편은 경제적으로 

자기 부모에게 의존을 많이 했으며 그게 문제가 되어 결국 남편과도 사이가 멀

어지게 되었다. 그녀는 결혼생활 내내 전업주부였는데, 7년이 지나도 시부모가 

경제권을 쥐고 있어 계속 ‘굽신거려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지만 벗어날 수 없었

다. 그녀는 ‘니가 시집올 때 뭘 해왔냐?’는 남편의 말과 부모를 욕하는 시부모

의 모습을 보며 결혼에 깊은 회의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녀는 돈 3

만원을 들고 옷가방 두 개를 싸서 여동생의 집으로 나오며 결혼생활을 벗어나

는 길을 택했다. 그래서 그녀는 처음에 혼자 살기 위해 빚을 지어야만 했다. 

서연정도 남편 가족을 중심으로 한 관계와 시부모의 언행을 부당하게 느껴졌

으며 결혼생활에서 힘든 요인이 되었다. 그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자신이 일하

는 사람’이 되고, 명절 때 친정 부모가 시부모에게 선물을 하는 것과 대조적으

로 시부모가 자신의 친정 부모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 또한 그와 관련해 시부모의 입장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가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한 달 동안 일어나거나 앉지 못할 만

큼 몸 상태가 나빠져 있었다. 그 때, 둘째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셋

째는 안 낳아도 되겠다’고 말하며 며느리에 대해서는 일말의 걱정도 하지 않는 

시부모의 반응이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과정을 겪으며, 그녀는 그

런 결혼생활을 ‘그만두고 싶어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하며 별거에 들어갔다. 

둘째 애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라 정말, 우연히, 우연히 별을 하늘을 본 

날, 우연히 별이 따져서 그만, 정말, 거의 섹스리스로 살았는데 섹스도 안 

하고, 딱 한번 한 게 둘째가 생긴 거야. 너무 미운 거야. 이혼하려고 그랬

는데 또 키우고 내가 이혼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면서 너~무 싫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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밉고. 거기다가 더해진 건 시댁에서 고생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올라왔는

데, 회복실에서 있는데, 병실에서 있는데, 돈 봉투 이런 거 딱 주면서 ‘이제 

셋째는 안 낳아도 되겠다’ 이러는 거야. [중략] 원래는 둘째를 낳을 때까지

만 해도 조금 그래도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애를 많이 낳

고 싶어서 자연분만을 시도한 건데, 자연분만도 안 됐고 너무 안 좋아져가

지고, 한 달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 했어요. [중략] 그만

두고 싶어서, 그냥 이혼하자고 그랬어, 내가. 너랑 도저히 못 살겠고, (크

게)아, 그러고 있는데 시댁에서는 당연히 내가 일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우리 집에서는 해마다 명절 때 뭐 하나라도 줬는데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

더니 나중에는 당연한 거야. 피드백도 없고. [중략] 그 때 엄청 상처 받았

죠. ‘아, 이제 끝이다’ 그 생각 딱 들었어요. - 서연정

한편 김현주는 남편의 강박적 성관계 요구로 헤어질 결심을 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결혼한 직후에도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며 계속해서 그녀

를 의심하였다. 또 그는 산업재해로 다쳐 실의에 빠진 뒤에는 매일같이 그녀에

게 강박적인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7년 만에 

이혼을 하고 돈 3만원을 들고 집을 나왔다. 

이들은 시부모에게 자신이 아이를 낳는 몸이자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것을 부당하게 느꼈다.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성관계를 해줘야 하는 

역할을 견디지 못했다. 이들에게 며느리라는 이유로 부여된 시부모의 요구들이

나 아내라는 이유로 강요된 성관계는 모두 이들을 소외시키는 부당한 일로 경

험되었다. 이들은 이 같은 가족을 부당하고 불합리한 가내 권력으로 경험하였으

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성인으로서 법적 과정인 이

혼을 통해 결혼관계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부

당한 가내 권력을 벗어나기 위해 집을 나온 사례와는 다르다. 그러나 이들은 결

혼을 통해 형성한 가족이 남편 또는 남편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였으

며 그 가족 내에서 갈등과 부당한 요구를 경험하며  이혼을 택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험 또한 가내 권력을 벗어나는 과정으로 동일하게 분류할 수 있다. 한

편 고미자는 미국에 살다가 남자친구의 폭력과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에 

왔다. 이 경우에도, 그녀가 결혼을 하여 가족관계였던 것은 아니지만 애인이라

는 친밀한 관계에서 행사되는 부당한 권력을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가내 권력은 단지 가족 관계 내 권력을 의미할 뿐 아

니라 애인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행사되는 권력까지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애인 같은 친밀한 관계가 곧 결혼이라는 수순을 거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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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것을 바로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친밀한 관계에 작동하는 특별

한 역동이 존재하며 그런 점에서 가족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를 함께 가내 권력

으로 묶을 수 있다.

(2) 경제적 자원에 접근하기

구술자들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직접 경제적 자원에 접근하는 길에 나섰다. 

우선, 구술자 가운데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용돈이 부족했던 서연정, 박하은, 인

정은, 한나래 등은 학교를 다니며 직접 돈을 벌어 썼다. 박하은은 외할머니와 

살고 있어서 궁핍했으며 생계비와 학비를 직접 벌기 위해 분식집, 노래방도우미

로 일하기도 했다. 또 서연정은 고등학교 때 대중가수와 음악에 빠져 공개방송

을 다니는 등 취미활동을 하는데 용돈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녀는 패스트푸드점

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족한 용돈을 벌었다. 한편 한나래는 고등학교 때 다

른 지역에 있는 성소수자커뮤니티 모임에 나가며 용돈이 더 많이 필요했다. 하

지만 그녀는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부모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대

신 인터넷 조건만남으로 직접 돈을 벌어 썼다. 

인정은도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녀서 집안의 경제 사정이 괜찮았지만, ‘한 달

에 만원’ 받을 정도로 용돈이 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수능시험이 끝나자마자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다. 그 사실에 대해 그녀의 부모는 

매우 다른 태도를 취했다. 아버지는 딸에게 ‘니가 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냐?’

며 화를 냈는데, 이와 반대로 어머니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아버지

는 생계부양자이자 가장의 입장에서 아직 미성년자인 딸이 일을 해 돈을 번다

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는 ‘니가 

에미가 없냐, 애비가 없냐?’며 불같이 화를 냈던 것이다.

그냥 저는 이것저것 많이 했었던 거 같애. 편의점 알바도 했었고~ 수능 

끝나고. 거기서 최저 임금도 안 받고 일했어요. [중략] (용돈을) 거의 안 줬

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달에 만원? [중략]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학교 

애들이, (헛기침) 뭐 간식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러면 나는 만원 안에서 해

결해야 하는데 걔네는 그렇지 않단 말야. 그러면 당연히 사는 게 당연히 달

라지지. 그러면 나는 왠지 모르게 나는 항상 얻어먹는 입장이 되니까, 너무 

싫었어. [중략] 근데 아빠가 처음에 알바 할 때 화냈어요. 니가, 나도 몰랐

는데 그거를(웃음) 내가 블로그에 적어놨더라고(웃음). 아 아빠가 그 때 이

런 말을 했었구나 생각을 한 게, 니가 에미가 없냐 애비가 없냐? 니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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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일을 하고 있냐고. 그래서, 엄마는 거기다 대고 요즘에 고등학생들

도 다 하는데~, 쟤는 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요즘 애들은 다 자기 등록

금 자기가 벌어서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길 하는 거야. 엄마는 계속 내칠려고 

하고, 아빠는 계속 품으려고 하고. 근데 아빠는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말

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뭘 해준 게 없었어요. - 인정은

다음으로, 은예림, 강시연, 이희영은 아버지의 생애 위기로 가족 경제가 위기

에 처하게 되자 직접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길에 나섰다. 이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은예림은 대학교 때 아버지

가 돌아가시고 또 비슷한 시기에 엄마가 운영하던 가게도 사정이 좋지 않아 문

을 닫게 되었다. 그녀는 대학교 때부터 새벽에 신문과 우유 배달을 해왔으며 면

접 당시에도 지속하고 있었다. 또 그밖에 그때그때 가능한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친구들과 자영업 형태로 컴퓨터관련 일을 동업하

고 있었다. 은예림의 구술은 돈을 벌기 위해 바쁘고 고단하게 살아온 삶을 잘 

보여준다. 

아버지가 건설업 하셨고 어머니가 의상실 하셨으니까 집이 어느 정도 돈

이, 그리고 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흥청망청 썼는데 

집이 망하니까 내가 돈을 벌게 됐잖아요? 그 전에는 내가 돈을 안 벌었고 

지금은 내가 돈을 벌게 되니까, 이게 돈 벌기 힘들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중략] 고정적이지가 않은 게……. 불안해요. [중략] 안 들어올 때는 빵원

이고 그러니까 불안정해요. 그래서 내가 칠십(만원), 칠십(만원)씩 하는(적

금을 드는) 이유가 나중에 내가 정말 일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나 지금 

당장 아픈데 암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웃으며)비건전 해야 될 상

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단지도 돌렸죠, 우유도 하죠, 신문

배달도 하죠, 과외도 하죠. (연구자: 지금요?) 예, 하는 일 얼마나 많은데요. 

저 바쁜 몸이에요. - 은예림 

그녀는 직접 돈을 벌어 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부양하는 생계부양자였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돈 벌기가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매달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아 불안해’, 나중을 대비해서 적금을 들고 있기도 했다. 

또 그녀는 힘들게 번 돈을 쓰지 않기 위해 카드를 쓰지 않고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번 현금을 쓰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기도 했다. 그녀는 그야

말로 구두쇠 같은 가장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 어머니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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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계를 책임져온 바쁘고 고단한 생계부양자로 살아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폭력과 학대로 더 이상 가족생활을 버틸 수 없어 가출이라는 자

구책을 선택한 구술자들은 우선 밥을 먹고 살 곳을 구하는데 필요한 돈을 벌어

야 했다. 최가희의 이야기는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한 상황에서 처하게 된 절박

한 생계의 문제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최가희는 처음에 집을 나왔을 때 돈이 하

나도 없었다. 그래서 간신히 친구에게 30만원을 빌려 고시원에서 살 수 있었지

만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날도 많았다. 다행히도 그녀는 과외나 조교, 학원강

사 같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어 ‘밥 먹을 돈이 생기고’ 생활이 조금씩 나아

졌다. 그녀는 당시에 생존이 절박한 상황을 딸이 집을 나가 굶어죽었을지 모른

다며 걱정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있다.

막 배고파 가지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날도 많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집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몇 년을 살

았는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근데 다행히 뭐, 학교는 이름이 있는 학교였으

니까 과외 같은 거 구해서 하고 그러면 조금 생활이 펴고, 학원강사도 아르

바이트로 짬짬이 하고 이러면 이제 밥 먹을 돈은 생기는 거죠. 밥 먹고 뭐 

생활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지냈는데 음~, 그러다가 한 몇 년 만에 부모님

이랑 연락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경찰에서 신고를, 경찰에 실종신고

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웃음)그래가지고 부모님이랑 연락을 하게 됐는데, 

막 엄마가 밖에서 앰뷸런스 지나가는 소리만 나면 막 맨발로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이가 죽었구나’ (웃음)이러면서. ‘드디어 이 년이 죽었

구나’ 이러면서 막 맨발로 뛰어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시계

가, 제가 쓰던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가 건전지가 다 되면 ‘배고파’ 이런 

소리가 나요(웃음). (계속 웃으며)근데 거기서 ‘배고파’ 이 소리가 나는데 

엄마가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가 배가 고프

구나’ 이러면서(웃음). 아 그래서 몇 년 동안 부모님이랑 연락을 안 했는데 

당연히 엄청나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막 ‘니가 살아있으면 됐지’ 이러면

서 ‘나는 몇 년 동안 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최가희

하지만 많은 구술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생활을 지

속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처한 조건에서 구할 수 있었던 일

자리는 대부분 낮은 임금에 불안정한 일밖에 없었다. 최가희는 그마나 ‘이름이 

있는’ 대학이어서 과외나 학원강사 일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돈을 벌어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나 힘에 겨워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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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학을 그만두었다. 

한 학기 남기고 그냥 그만뒀고,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는~ 학원 강사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이런 카페 아르

바이트 이런 거 해~도, 시급이 오천 원인데. (연구자: 언제 그만뒀어요?) 

한 일 년도 안 됐어요. 한 일 년 됐나? 그래서 막 뭐 돈 내야 되고 내가 써

야 되는 거는 이렇게 줄줄이 있지, 아버지 수술해야 되는데 당장 몇 천 만

원 필요한데 그것도 없지, 뭐 사채를 쓸 수도 없고. 사실 저는 사채도 한번 

써봤어요(웃음). 한번 써봤는데, 그 빚 독촉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

가지고 더 이상 사채를 못 쓰겠어. 그래서 뭐 사채도 못 쓰고, 그래서 찾다

가 찾다가 그냥 그 쪽으로 가게 된 거죠. - 최가희

구술자들이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란 

겨우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열악한 일자리뿐이었다. 하지만 그 생활은 하루 벌

어 하루 살 수 있을 뿐 어떤 여유를 가질 수도 또 소득이나 노동조건 면에서 

나아질 거라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의 일자리에

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주 이직을 해야 했으며, 구직과 이직의 과정을 반복적

으로 거쳐야 했다. 이들은 생계를 해결하는 일 앞에서 언제나 막막함을 느껴야 

했으며, 낮은 시급으로 장시간 일하며 오직 생계를 해결할 뿐인 희망 없는 삶에 

지쳐갔다.

3. ‘가족사회’의 모순과 생존전략

1) 가족 이상(Ideal)과 균열

구술자들의 가족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이들은 대체로 ‘나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 구조를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구술자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

해볼 만하다. 이 가치 평가는 때로는 암묵적이기도 또 때로는 매우 선명하게 드

러나기도 했다. 이들의 가족이야기에서 드러나는 ‘나쁜’ 아버지라는 이야기는 1

인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모델, 즉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한 이성애정상성에 기

반을 둔 가족 이상(ideal) 및 그것의 균열과 관련되어 있다. 물론 일부 구술자의 

경우에는 아들과 차별하거나(인정은) 계속 해서 돈을 벌어올 것을 요구하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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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 ‘나쁜’ 어머니의 사례도 등장한다. 하지만 이는 ‘나쁜’ 아버지에 비하면 강

도나 사례 면에서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1) ‘나쁜’ 아버지

구술자들의 가족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중심적이고 문제적인 위치를 차지했

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다른 가

족구성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행위자였다. 그런데 구술자들의 생

애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대개 ‘나쁜’ 아버지로 등장한다. 이들은 가족을 부양하

지 않는 무책임하거나 무능한 아버지였거나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알코

올중독에 빠져 가족을 불행에 빠뜨렸다. 결국 ‘나쁜’ 아버지는 구술자들의 삶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또 생애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아래에서 구술자들이 이야기

하는 ‘나쁜’ 아버지를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아버지, 바람피우는 아버

지, 때리고 학대하는 아버지라는 세 유형으로 나눠 그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

다. 

첫째, 생계부양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버지이다. 서연정은 가

족 이야기에서 ‘나쁜’ 아버지라는 평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녀에 따르

면, 아버지는 고졸 학력에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무책임해서 실업

을 반복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대신에 그녀의 어머니가 학습지 교사 등 여러 가

지 일을 해서 남매를 키웠다. 그녀의 어머니는 대졸 학력이었지만 전업주부로 

남편의 부양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기대가 좌절되자 파트타임 

형태로 학습지 교사 등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다가 서서히 풀타임 직장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서연정의 아버지는 남매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등록금을 비롯해 교육비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세 달에 한번쯤 일하

고 나머지는 ‘놀고먹으면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의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게

다가 그녀의 아버지는 여자들과 놀아나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할 뿐 아니라, 가족

을 때리고 학대하며 ‘항상 불안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아빠가 항상 불안한 상황을, 생부가 만들었어. 놀고먹으면서 하지 말라는 

그 모든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고. 그리고 엄마가 돈 벌어서 우리를 키우

는데 이혼도 안 해주고 맨날 와서 때리고 우리 등록금도 안 주고 [중략] - 

서연정

또 그녀의 아버지는 말끝마다 ‘가시네가 어쩌고저쩌고’ 하며 그녀를 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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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미워했다. 그녀는 중학교 때 꽤 공부를 잘 해 외국어고등학교를 진학하

고자 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했다. 그녀의 아버지

는 그녀가 뒤늦게 대학에 합격해 입학금을 마련할 때에도 도움을 주기는커녕 

‘니 주제에 무슨 대학이냐’며 의욕을 꺾어놓았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생계부양

자라는 책임을 방기하며 ‘모든 나쁜 짓’을 하고 또 자녀의 꿈과 장래도 가로막

는 ‘나쁜’ 아버지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 

‘생부’라고 불렀다. 그녀는 아버지를 말 그대로 ‘생부’(生父), 즉 낳은 부모로 인

정할 뿐 정서적 유대를 포함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버지’로 인정하기를 거

부하였다. 

또 고미자의 삶에서도 아버지의 존재는 거의 부재하거나 부정적인 존재로 인

식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18세에 임신한 채 혼자 미국에 가서 딸을 낳

았다. 그 뒤로도 그녀는 계속 어머니와 살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국에 살고 

있었지만 딸과 연락을 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 채 무관하게 지냈다. 하지만 

고미자는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아버지와 ‘안 친하다’고 말할 뿐이었다. 

우리 엄마는 열여덟 살에 미국에 간 거고 이제 우리 아빠도, 아빤 잘 모

르겠어요. 아빠랑 나랑 안 친해요. 아빠는 **에 어디 있는 거 같은데 연락 

안 했어요. 아무 연락 안 했어요. [중략] 우리 엄마한테 돈 받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 때문에 많이 싸운 것도 있거든요. [중략] 우리 엄마가요, 

결혼을 잘못했어요. (아빠는) 능력도 없구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빠도 불쌍하게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도 사람인데 그렇게, 

그냥 아빠가 너무 싫어요. 남자 같지도 않구요. [중략] 우리 엄마도 얼마만

큼 외로워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중략] - 고미자

게다가 그녀의 아버지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며 생계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어머니가 돈을 보내주었다. 그녀는 그게 못마땅해 어머니와 여러 차례 

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상황을 이해해보기 위해 어머니가 

‘결혼을 잘못했으며’ ‘외로워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런 아버지가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남자 같지도 않으며’ ‘너무 싫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구술자들이 이야기한 ‘나쁜’ 아버지의 두 번째 유형은 바람피우는 

아버지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버지가 워낙 바람을 피우셨다’로 시작되는 김

현주의 생애이야기이다. 김현주의 ‘친엄마’는 그녀가 돌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

와 헤어져 집을 나갔다. 그 뒤로 그녀는 다섯 살까지 할머니와 살며 자랐다. 아

버지는 카바레나 단란주점 같은 여러 유흥업소를 돌며 음악 밴드 일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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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많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가 일곱 살 때 아버지가 데리러 와서 첫 

번째 ‘새엄마’와 함께 살았으며 그 뒤로도 세 명의 ‘새엄마’가 더 있었다. 

 

그니까 (매우 빠르게) 저 같은 경우는 아빠가 워낙 바람을 피셔 갖고 어

렸을 때 다섯 살 때까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아빠가 그거셨어요,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음악 같은 걸 하세요. 카바레에서 음악 밴드,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니까 여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웃음). 친엄마는 나 돌 때 나

가셨다고, 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때 그러고 나서 일곱 살 때 아빠가 

나 데리러 와서 어떤 여자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해서, 한 게 네 군데를 

그렇게 옮겨 다녔어요, 새 엄마. 아빠는 그 여자한테 맡겨놓고 딴 데 일을 

하러 다니고. - 김현주

그녀는 아버지의 바람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살지 못했으며 

부모의 사랑도 느껴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새엄마에게 딸을 맡겨놓고 

일을 하러 다니곤 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새엄마가 그녀와 가장 오래 살며 돌

봐주었으며 그녀를 전문대에도 보내주었다. 그녀는 면접 당시 이 세상에 자기 

혼자인 것 같다며 깊은 외로움을 표현했다. 친엄마가 생존해 있지만 재혼을 해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으며, 그녀는 그런 엄마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

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만든 가장 큰 장본인이었다. 

게다가 그는 딸에게 큰 카드빚을 떠넘겨 그녀가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게 

만든 ‘나쁜’ 아버지이기도 했다.

집으로 카드사에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아빠가 다단계랑 놀

음이랑 해갖고 제 앞으로 카드를 만든 거예요. 오천만원. 새엄마 앞으로 6

천만 원 빚을 지고, 그 집, 차 다 날라간 거야. 그리고 우리 집 찾아온 거

야. 애를 딱 낳았는데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중략] 저도 저 

나름대로 카드사 찾아오지, 그래서 애 세 살 되었을 때 이것저것 일 했어

요. 그 남자전화방 휴게텔 있죠? 거기서 카운터 일 했어요. - 김현주

그녀가 결혼을 해 아이를 출산한 직후, 아버지는 ‘다단계와 놀음’으로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카드빚을 떠안겼다. 그녀는 카드사의 빚 독촉에 못 이겨 아이를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돈을 벌러 나가야 했다. 그녀는 면접 당시 8년째 

카드빚을 갚고 있었으며 아직도 몇 백만 원의 빚이 남아 있었다. 또 그녀는 아

버지가 돈이 필요할 때 가끔 연락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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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난아의 아버지는 바람피우고 룸살롱에 다니는 아버지였다. 그는 계속 공무

원으로 일했지만 그녀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매일 룸살롱에 다니며 돈을 많

이 써서 빚이 많았고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다고 한다. 또 아버지가 바람을 많

이 피워서 어머니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 정난아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골 외가에서 엄마와 함께 살았으며 아버지는 수도권에서 따로 살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아이를 싫어해서 그랬다고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아버지를 한마디

로 ‘철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철없는 행동 때문에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주변 친구들과 달리 허름한 집에서 살았으며, 또 학원을 다니는 대신 

어머니가 직접 공부를 가르쳐주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애들을 되게 싫어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엄마 아빠 따

로 살았거든요. 아빠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해

가지고 엄마 친정에서 **에서,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지내다가 올라와서 

이제 아빠랑, [중략] 엄마가 교육에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어 가지고, 하지

만 사교육 시킬 돈이 없었거든요. 아빠가 어렸을 때 철이 없어가지고 저 어

릴 때까지만 해도 철이 엄청 없어가지고 맨날 룸살롱 가서 술 먹고 외상 

달아놓고 그래서 그 빚이 되게 많았어요, 술값 빚이. - 정난아

정난아 아버지의 ‘철없는’ 행동은 그녀가 중학생이 되었을 즈음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난아 아버지의 바람기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어

서, 그녀가 고등학교 때에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다가 어머니한테 걸린 적도 있

었다. 

마지막으로, 구술자들이 이야기한 ‘나쁜’ 아버지는 가족을 때리고 학대하는 

아버지이다. 최가희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녀는 ‘아버지가 알코올중

독자였다’로 생애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코

올중독 상태였으며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최가희도 어머니나 

오빠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술을 마시든 안마시든 폭력적인데 술을 마시면은 그게 폭력성이 극대화

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되게 많이 맞고 맨날 갈비뼈 나가고(웃음) 막 머

리, 머리 깨지고, 저는 삭발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머리가 너무 자주 깨져

가지고(웃음). 막 뭐, 이는 지금 치아도 제 치아니 게 거의 없어요. 다 계속 

다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는데, 단 하루라도 내가 

평안하게 자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냥 자보는 게 소원이었어요(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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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그랬고, 그래서 엄마, 엄마도 항상 목뼈 부러지고 막 그런 식으로 많이 

다쳤는데, 엄마가 항상 집에 없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까 엄마가 

도망을 가, 도망을 갔다가 몇 달 동안 우리끼리 지내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

고 [중략]. - 최가희

저희 집에는 티비가 없었던 게, 티비가 한 대 있기는 있었지. 근데 아버

지가 술을 마시고 맨날 브라운관을 깨는 거야. 그러면은 어디 뭐 고물상 같

은 데 가서 중고 티비를 하나 가져와요. 그럼 또 하루 만에 깨져. 이러니

까. 우리 집에는 그릇도 다 플라스틱이었고, 티비도 없었어. 응. 티비가 없

으니까 친구도 없고 책밖에 읽을 게 없지. - 최가희

그녀의 가족에게 아버지의 폭력은 일상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하루라도 평안

하게 자보는 게 소원’일 정도였다. 또 그 일상적 폭력은 매일 텔레비전 브라운

관이 깨지고 다시 중고 텔레비전이 생기는 것으로, 또 집에는 플라스틱 그릇만 

있었던 것으로 상징화되어 말해졌다. 그녀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며 친구도 

텔레비전도 없었으며, 단지 책을 읽는 게 거의 유일한 위안이었다고 말했다. 아

버지는 퇴근길에 그녀에게 거의 매일 책을 사다주었으며, 그래서 그녀는 어렸을 

때 세계 문학을 읽으며 조숙한 아이로 자랐다고 한다. 또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

올중독으로 매일 소주를 ‘궤짝으로’ 먹었는데도 아침이면 회사에 ‘멀쩡하게’ 출

근하여 기본적인 가족의 생계를 부양했다. 그녀는 그런 아버지를, 대학을 나왔

지만 할아버지의 실종 등 복잡한 가족사로 좌절한 인텔리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이제 소아우울증이 있으니까, 저는 애기 때부터 자살시

도를 했어요, 꾸준하게(미소). (연구자: 어떻게요? 애기 때라는 건?) 뭐 초

등학교 때. 초등학교 저학년? 이럴 때. 뭐 손목도 많이 긋고 뭐, 저희 집이 

사층이었는데 사층에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계속 막, 다리 골절 이런 건 계

속 되고, 팔 다리 골절. (연구자: 의도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응 응. 뭐 이

제 목매다는 것도 몇 번 했는데, 항상 집이 딱 두, 방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안 들킬 수가 없는 거야(미소). 그래서 한 쪽 방에서 내가 목을 매달면은 

오빠가 뛰어와 가지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되게 어두, 어둡고 우울증이 되

게 심했고. 뭐 그러던 와중에 그렇게 어두우니까 친구를 못 사귀는 거야. 

그래서 한 번도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웃음)허, 그래서 친구를 못 사귀니까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크게 

웃음). - 최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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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공부 잘하는 아이’로 자랐으며 소위 ‘명문대’에 입학했다. 그리고 집

을 나와 고시원에 살며 대학을 다녔다. 그녀는 매일 아버지의 폭력이 반복되던 

어린 시절을 겪으며 ‘소아우울증’을 앓게 되었으며 또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

기도 했다. 그녀의 어머니 또한 남편의 매일같이 휘두르는 가정폭력의 최대 피

해자였으며, 그 상황에서 어린 자녀들을 집에 놔둔 채 오랫동안 나가 있는가 하

면 자신의 고통을 어린 딸에게 이야기하며 전가시키는 등 자녀들을 돌보지 못

하였다. 그런 환경에서, 최가희는 자신이 그렇게 어둡고 우울증이 심해 한 번도 

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맞아 ‘머

리가 자주 깨지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거의 감정변화를 드러내지 않았다. 도리

어 그녀는 그 고통스런 이야기를 매우 조곤조곤하고 느리게, 또 웃거나 미소를 

지으며 말하곤 했다. 이 같은 모습은 그녀가 그 상황과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 

감정을 배제하는 오랜 노력의 결과로, 또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대

신 체념하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자조(自嘲)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녀의 

방식으로 보자면, 그녀가 공부를 잘 했던 것도 친구를 사귈 수 없어 공부밖에 

할 게 없었기 때문일 뿐이라고 말해진다. 

다음으로 현진이의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녀의 구술은 ‘저는 되게 많이 힘들

었어요’라며 아버지의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와 그로 인해 힘들었던 얘기로 시작

되었다. 그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으며, 고종사촌한

테도 성폭력을 당했다. 또 그녀는 어머니나 다른 가족 관계에서도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거나 교감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가족과 친지 사이에서도 거의 ‘왕따

처럼 지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성폭력과 ‘공격적인’ 친지들 사이에서 

‘이질감’을 느끼며 외롭고 힘든 성장기를 보내야 했다.

저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저는 성폭력 사건이 

친아버지한테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고종사촌한테 성폭력을 당했었

고, 어릴 때 집안에서 거의 왕따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서적 학대처럼 

그렇게 당했고, 학교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되게 너무 가족이 싫고 

집이 싫고 그런데 소심한 아이, 가출은 못 하고 그런 아이……. [중략] 그

니까 약간, 그니까 뭐 엄마한테도 되게 혼나고 많이 맞는 편이고, 친척들과 

이질감 같은 거 있잖아요, 친척들이랑 있으면~, 친척들도 모여서 나를 놀림

시키고 따돌림시키고, 친척들이 되게 공격적인 사람들이어서 되게 거의 그

래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되게 많

이 싸우고~.  - 현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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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인용한 연구자와 현진이의 대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녀는 고등학

교 때 성폭력 개념을 알게 되며 크게 방황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

터 어릴 적에 당한 일이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족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그녀를 비난할 뿐이어서 그녀를 더 힘들게 했다. 

그녀의 어머니도 ‘그게 왜 성폭력이냐?’며 남편의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였다. 

현진이는 어머니의 태도에 대해 ‘부모들의 보통 반응’일 거라며 ‘깨어있는 여자

가 아닌 이상’ ‘주부’로서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그녀는 대학에 입학하고 집을 나와 따로 살기 시작했다. 또 그녀는 성폭력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고소하고자 했지만 실제로 진행하지는 못 했

다. 대신,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사과를 하

고 대학 교육비와 생계비를 지원해주었다. 또 그는 그녀가 대학을 졸업한 뒤에

도 어학연수 비용, 용돈을 계속 지원해주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하급 공무원으

로 퇴직을 하고도 일을 하고 있었으며 면접 당시까지도 생활비의 일부를 지원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가끔 아르바이트를 쉬며 생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니까 뭐……. 성폭력 개념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생기고 하니까 알잖아

요. 그게 그런 행위가 그런 거구나~, 고등학교 때 그게 처음 기억이 나가지

고 고2 때~,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공부 그

런 것도 못하고~, 고2, 고3 때 되게 힘들고, 집에서는 막 쟤가 왜 저렇게 

반항을 하나~ 막 모르고. [중략] 제가 고3 때도 얘기했고, 대학교 가서 가

출할 때도 얘기했고. (연구자: 엄마의 반응은 뭐야?) 처음엔 다 저를 비난

하죠. 그게 뭐 성폭력이냐? 그러면서. 비난하고 하다가 많이 싸우고, 싸우

기도 싸우고 이제 인정하는 편예요. 그냥 아빠도 인정했으니까 자기도 인정

하고……. [중략] (연구자: 근데 엄마는 그게 왜 성폭력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그니까 사실 자기도 그냥, 뭐 부모들 보통 반응이 그렇다고 하더라

고요, 되게 두렵죠 그걸 인정하는 게. 자기 남편이 그랬다는 것도, 우리 집

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거고, 감추고 싶고 

그런 거죠. 그거를 인정할 부모는 그렇게 없을 거예요, 많이 되게 깨어있고 

그런 여자가 아니라면……. 그냥 주부니까 두려웠던 거죠. - 현진이

박하은의 가족이야기에서도 실의에 빠진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문제로 부각되

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어머니와 결혼한 뒤 직장에 다니며 돈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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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집을 살 정도로 성실한 가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IMF 시기에 친구의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을 날리고 실의에 빠지게 되

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순한 사람’에서 ‘술을 마시고 엄마를 때리고 다른 여자

를 만나는’ ‘나쁜’ 아버지가 되었다.

문제는 이제 그때 우리 집 말고 **쪽에 집을 하나 사둔 게 있었는데 그

걸 날려 먹었어요. 친구한테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다 뭐 그렇듯이, 

근데 그거 하나 날려먹어도 우리 집은 전세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

빠가 좀 너무 실의에 잠기셨는지, 사람이 원래 술도 한잔도 못하게 되게~ 

진짜 순한 사람이었는데, 담배는 그냥 가끔 피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아빠

가 획가닥 한 거예요. 너무 갑자기 친한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다라는 생각

이 들어갖고, 이것은 그냥 제 나름대로의 해석일 뿐이고요(웃음). 그러다보

니까 술 한두 잔씩 잡수시다가 갑자기 쭉 그러면서, 엄마도 때리기 시작하

고 그러는 동시에 다른 사람(여자)들을 만나고 그랬으니까. [중략] 엄마는 

매일 같이 뚜드려 맞고 나도 말리다 뚜드려 맞고, 동생은 이제 공포 속에서 

항상 [손으로 흉내를 내며]이렇게 밤마다 이불 뒤집어쓰고 있고, [중략] 그

러다가 엄마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어갖고, 초등학교 6학년 6월쯤에 이

제 도피를 하게 되요. 외갓집으로, 밤에(살짝 미소 지으며) 짐 싸들고 이제, 

아빠가 술 마시러 나간 틈을 타갖고 나갔어요, 셋이. - 박하은

급기야 그녀의 아버지는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외갓

집을 찾아와 살림을 부수고 폭력을 휘둘렀다. 그 뒤 그녀의 부모는 이혼을 했

다. 그녀의 어머니는 재혼을 하며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고등학교에 

다니던 박하은이 대학 입시를 이유로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자 동생만 

데리고 떠났다. 박하은은 조부모와 살며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2학년 때 가출을 

했다. 그녀는 아는 ‘선배들’이 사는 집에 기거하다가 음악밴드 활동을 하고 싶

어 서울에 가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다. 그녀는 서울에 살던 아버

지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이주 만에 아버지가 폭력을 휘둘렀으며, 지인의 도움

으로 청소년보호기관 쉼터에 구조 요청을 하여 그 집에서 나왔다. 그 뒤 박하은

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은 채 지내왔으며 어머니와 동생과는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한나래는 아버지가 집에서는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나쁜’ 아버지인데, 밖에서

는 ‘멀쩡한’ 사람으로 행세하는 이중적 모습에 분노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회사

의 ‘지사장’으로 돈도 잘 버는 가장이자 교회 ‘권사’로 지역사회의 신망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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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집에서는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쉬

쉬하며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남편의 폭력으로 상처나 피

가 날 때도 병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 남편의 위신을 생각해서 병원에 가지도 

않았다. 또 어머니는 남편의 폭력에 적극 저항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아버지에 대해 돈도 많이 벌며 바람도 피지 않고 일찍 귀가한다는 이유로 

‘아빠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런 엄마에게도 크게 분노하고 있었

다.

아빠가 엄마를 계속 때리는데, 아빠가 **회사에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병

원에다 약을 납품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맞아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도 

아빠 얼굴을 아니까 거기에 누가 되면 안 된다고 병원도 못 가고(웃음). 

(연구자: 아니 엄마는 폭력을 당하면서도 왜 아빠를 위하는 거지?) 맨날~, 

엄마 말로는(웃음) 그래도 아빠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사장이니

까 뭐 돈도 되게 많이 벌어오는 축이고, 보통 그 정도쯤 되면은 바람도 피

우고 뭐 룸이니 그런 거 다니는데 아빠는 그런 거 안 하고 일찍 오지 않느

냐? 막 그러면서(웃음). 아 근데 일찍 와서 때리느니 차라리 딴 데 가서 바

람 좀 났으면 좋겠는데~(미소). [중략] (미소)멀쩡해요. 교회에서도 그 권사

인가 그거 하면서 되게 명예 있는 사람이에요(웃음). (연구자: 친척들이나 

주변에서 아무도 몰라요?) 알긴 하는데 자세히는 모를 걸요. 그냥 ‘성격이 

좀 불같다’ 그 정도로만, ‘뭐 남자니까 그 정도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

하는 거 같더라고요. - 한나래 

이와 같이, 많은 구술자들이 아버지를 가장이자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을 다하

지 못할 뿐 아니라 가족을 때리고 학대하며 바람피우는 ‘나쁜’ 아버지로 인식했

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술했을까? 구술자들의 ‘나쁜’ 

아버지라는 이야기는 ‘피해자’ 어머니와 호응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다. 하

지만 일부 경우에는 아버지의 악행에 대한 방조자 또는 암묵적 협력자(한나래), 

차별의 적극적 행위자(인정은)로 이야기되었으며, 구술자들은 그런 어머니에게 

양가적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의 경우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경제적으

로 의존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폭력이나 외도와 같은 악행에 대해 대항하지도 

벗어나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무능하다고 탓하거나(인정은) 위선적이라고(한나

래) 보았다. 인정은은 전업주부였던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며 ‘딸은 나

중에 크면 엄마랑 똑같은 인생을 산다는 말이 제일 무서웠다’고 말했다. 결국 

이들은 ‘나쁜’ 아버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양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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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느꼈다. 또 구술자들은 이 같은 가정환경에서 전업주부처럼 아내가 남편

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여성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고 가족 내 성불평등과 

모순을 인식하게 되었다.

아래 인정은의 이야기는 남편의 외도에 대응하지 못하는 아내이자 딸인 자신

을 차별하는 어머니에 대한 양가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녀는 아버지의 외

도로 일어난 가족 내 갈등을 이야기하며 아버지의 외도를 탓하기보다는 어머니

의 무력한 대응을 꼬집어 말하였다. 그녀는 어머니를 ‘한심한 거 같다’고 말했

는데, 그 까닭은 전업주부였던 어머니가 ‘경제적 자립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엄마도 너무 싫고. [중략] 우리 엄마도 막 외할머니랑 사주가 그렇게 안 

좋았대요. 같이 있으면 서로 잡아먹는 사주라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외할머니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나한테 이러나? [중략] 아

빠가, 진짜 엄마랑 나랑 사이가 정말 안 좋을 때 막~ 아빠가 그 사이에 끼

어들어 가지고 엄마한테, 니 딸이라고 니 딸한테 왜 그러냐고. 어, 니 자식

이라고(웃음). 그 정도로 엄마가 좀, 아빠가 보기에는 너무 심하게 하니까. 

[중략] 나는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말이~, 딸은 나중에 크면 엄마랑 똑같

은 인생을 산다는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비슷한 인생을 산다 그런 말. 그

니까 나는, 나는 엄마의 삶이, 엄마의 삶을 살길 원치 않는다? 엄마처럼 살

고 싶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봤을 때 좀 한심한 거 같아요. 그냥, 

경제력도 없고, 엄마 경제적 자립능력도 떨어지고, 응. - 인정은

아빠가 한번 이제 외도를 한 적이 있어요. 난 그것도 막 우리 집에만 일

어나는 특별한 일인 줄 알았어. 어, 남들도 한 번씩 다 겪더라고(웃음). 나

보다 더 기구한 사연 있는 집 엄청 많어. (연구자: 본인이 기구하다고 생각

해?) 나 개인의 삶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아빠, 

아빠가 들어오는 게 싫었으면~, 두 분 사이가 엄~청 많이 안 좋아졌어요. 

스무 살 때. … 근데 막 죽네 사네 마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중략] 근데, 

엄마가 경제적 자립능력이 안 돼서 이혼을 못 했고, (연구자: 아빠는?) 아

니오, 아빠는 그런 생각 별로 없었어요. 유지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

고. 그리고, 엄마가, 그니까 그런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거 끔찍하다~는 말

까지 했는데도 못 했던 이유는 경제적 자립능력도 없고 그 다음 이혼한다

고 하면 보통 남편 외도로 이혼한다고 하면 위자료 같은 거를 받을 수 있

는데, 그렇게 그런 것도 잘 몰랐고, 그렇게 하는지도. 그 때는 그 집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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긋지긋해서 너무 싫었어요. 엄마도 너무 싫고. - 인정은

인정은이 스무 살 때 아버지의 ‘외도’로 그녀의 부모 관계가 ‘죽네 사네’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당시 그녀는 대학에 진학하여 부모와 따로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외도로 인한 부모의 갈등이 꽤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

다. 그녀는 당시 그런 일은 ‘우리 집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고 그래서 자신

이 ‘기구한 사연’을 가졌으며 ‘집이 지긋지긋하게’ 싫었다고 구술했다. 그녀는 

당시 어머니가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게 끔찍하다’고 말할 정도로 부부관계에 

문제를 느꼈지만, 결국 어머니가 ‘경제적 자립능력이 안 되어 이혼을 못 했다’

고 말했다.

정난아도 어머니가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못하였다며 그 상황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다는 사실을 안 어머니가 ‘집을 나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해왔다는 점에서 아버

지가 바람을 피우는 것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어머니

에게 ‘나가서 당장 방 구하고 식당 일하면서 건강하게 생활 유지 되겠냐?’며 말

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전업주부로 취약한 경제적 위치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

다. 

저 고등학교 때 아빠가 바람피운 게 엄마한테 걸렸어요. 엄마가 나랑 같

이 공부하는데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여자한테. 아빠 회사 동료

……. 바람 피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과정을 봤을 때도, 그냥 그럴 수 있

다고 생각했어요 그 때. 막 보통, ‘아 아빠는 너무 더럽고 아빠가 너무 싫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때 엄마가 나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

데 엄마도 몸이 안 좋아. 막 디스크 있고 그래.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

요. ‘엄마, 나가서 당장 방 구하고 식당 일하면서 건강하게 생활 유지 되겠

냐?’고. 나는 엄마 안 따라갈 거라고. [연구자: 응~ 왜?] 엄마 돈이 없으니

까. 괜히 나 따라가면 부담되잖아? 내가 그랬어요. 나 엄마 안 따라갈 거

야. 그래 심적으로 엄마가 나가고 싶은 마음에 대해선 지지한다고. 알겠다

고, 아빠한테 배신감 들 수 있지. 엄마는 평생을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살

았으니까. 그런,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 정난아

이들은 어머니를 ‘나쁜’ 아버지 때문에 발생한 가족의 위기사건과 불행의 피

해자로 자신과 동일시하며 기본적으로는 ‘피해자’로 여기고 있다. 동시에, 어머



- 92 -

니가 전업주부로서 가족에게 헌신을 하며 살아가지만 남편의 외도와 같이 부당

한 상황에서도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보고 있기도 했다. 또 앞에서 인정은이 구술한 것처럼, 부모 관계의 갈등이 아

버지의 악행에서 비롯되었는데도 전업주부였던 어머니가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

다며 어머니에게 도리어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모습으로도 나타났다.

암튼 거의 엄마가 키워서 살았고, 아빠는 정말 개망나니처럼 살았고, 정

말 이혼도 안 해주고 그러다가, 제 동생이 좀 컸을 때 우리가 이혼하라고. 

응 거의 계속 몇 달 동안 그러다가, 술 먹고 갑자기 객기로 이혼한 거예요, 

객기로 도장을 찍어준 거지. [중략]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책을 많이 읽

게 된 게 그냥 엄마가 하고 있는 게 맨날 책보는 거였거든요. 그, 옛날에 

시험지 있잖아요? 시험지, 일일 학습지. 그거 채점하는 알바하고 맨날, 우

유 돌리고 새벽에. 그런 알바 하고, 그래서, 키우고, 우리 키우고, 이제 맞

으면서도 밖에는 티 안 내려고 막, 할 게 없으니까 김밥 싸다 팔고, 꽃 떼

다 팔고, 저 애기 때 순대 같은 거 떼어다가 파시고. [중략] 생활력은 되게 

강하세요. 그래서 지금, 엄마랑 사이가 더 안 좋은 거 같아요. 엄마가 볼 

때는 제가 게으르고, 이제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이러고 있니? 약간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그만큼 내가 잘해 주지도 않고, 그런 게 좀 있

는 거 같애서. - 서연정

한편 서연정은 구술자 가운데 드물게 어머니를 ‘생활력 강한 사람’이라고 여

겼다. 그녀의 어머니는 무책임한 아버지를 대신해 계속 돈을 벌며 자녀들을 키

웠다. 또 그녀의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아버지와 이혼을 했다. 자녀들이 어느 정

도 성장한 뒤 계속해 가정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도록 지원하고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또 고미자는 첫 번째 면접을 한 뒤 한국의 생활을 정리하고 곧 미국에 돌아

가기로 결정한 뒤에 자진하여 두 번째 면접을 요청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자

신의 어머니에 대한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처음 면접에서는 어머

니가 미국에서 한약과 관련된 일을 해 자신을 부양해왔다고 구술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 번째 면접에서 엄마가 매춘을 했다는 사실을 괴로워하며 힘겹게 털

어놓았다.

 

우리 엄마도 옛날에 몸 팔았으니까 내가 볼 땐 그렇게 해가지고 (헤르페

스) 걸린 것 같아요. (연구자: 어떻게 알아요?) 변호사요. 미국에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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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한테 내가 물어봤거든요. 같이 술 한 잔 하면서 내가 물어봤죠. [중

략] 벌금도 나왔고 또 그것도 나왔어요. 어, 자기 보고 너 이거 성병 있나 

테스트 해보러 가라고, 나라에서 그렇게 편지가 왔더라구요. 근데 그런 거

는 몸 파는 여자들한테만 그런 거 보내요. [중략] 내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엄마 몸 파냐고. 그냥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 그렇게 하면서 너 어머니는 

진짜 착하고 너 많이 사랑하고 이런 얘길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알아 논 거

거든요. [중략]  솔직히 엄마는요 나한테 숨기는 거 너무 많거든요. [중략] 

어렸을 때도 엄마는 밤에만 다니고. [중략] 혹시 나도 그런 길을 갈까봐 아

니면 내가 상처 받을까봐, 아니면 엄마를 무시할까봐 생각, 엄마도 생각이 

많았겠죠. - 고미자

고미자의 구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술자들의 이야기에서 ‘생략’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 가운데 하나는 ‘보호’의 의도와 의미를 갖는다. 이들에게 가

족들의 신원, 신상과 관련한 정보가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이었다. 생략의 또 다

른 의미는 ‘숨김’, ‘자랑스럽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구술

자들은 부모의 학력이 꽤 높을 경우나 직업이 사회적으로 ‘괜찮은’ 직업으로 인

식되는 직업일 때는 질문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닐 때는 되도록 생략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부분의 구술자들이 생애이야기에서 어머니의 생업활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데에는 위와 같은 원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 뒤에서 다시 살펴보

겠지만, 그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이상적인) 상에 의한 것이라고

도 볼 수 있다. 

(2) 남성 부양자라는 이데올로기

구술자들의 가족이야기에서 두드러지는 ‘나쁜’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 사이의 

구도나 그 내의 역동은 그 동안 매춘 서사에서 거의 주목되지 않은 부분이다. 

기존의 매춘 서사에서 가족이야기는 ‘매춘 여성’이 매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

인으로 가족의 빈곤한 상태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이 논문의 구

술자들이 중요하게 드러내고 있는 가족구조 내 불평등함과 부조리함에 대해서

는 거의 주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구술자들이 이 같은 구도로 가족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어떤 가치 평가에 근거하는 것이며, 이 가족이야기에 투사되는 사

회적 현상은 무엇을 의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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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들의 가족이야기는 대체로 아버지라는 1인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모델

에서 가족생활을 영위했다는 경험 차원 외에도, 구술자들이 이 모델에 기반을 

둔 가족 이상을 그리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이 그리는 가족의 상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실제로 경험한 가족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데올로

기적 성격을 갖는다. 즉 구술자들은 1인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이라는 사회

적 통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족모델은 남성노동자 1인의 임금

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충족해간다는 점에서 가족임금49)을 전제한다. 이 가족모

델은 ‘남성 1인 생계부양자-여성 보살핌노동 전담자’의 결합으로 결혼을 이해하

는 근대적 성별분업 모델로 강한 계급적 성격을 갖는다. 한 사람의 임금이 그의 

가족 전부를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가족임금’은 모든 노동자들

의 소망이었으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계층은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배

은경, 2009: 47). 

구술자들이 말한 가족 위기의 요인은 가족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외적 요인은 가족 구성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

건으로 아버지의 실직, 사고나 질병, 사망 등이 해당된다. 구술자들은 아버지가 

사고나 실직 등 타의에 의해 가족 부양자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나

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다. 한편 내적 요인은 당사자에게 그 행위 책임이 

돌려지는 경우로, 이 때 구술자들은 ‘나쁜’ 아버지로 간주했다. 노경아, 은예림

을 제외한 나머지 구술자들의 아버지가 모두 이에 해당되었다. ‘나쁜’ 아버지 

대 나머지 가족구성원이라는 구도는 아버지가 가장이자 생계부양자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가족의 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구술자들은 이 가족 이상

(Ideal)을 파괴한 아버지를 ‘나쁜’ 아버지로, 또 악행으로 바라보았다. 또 이 경

우 어머니와 자녀는 그 악행의 피해자로 간주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의

도와 무관하게 가장이자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경우는 ‘나쁜’ 아버

지라는 평가에서 제외됨을 볼 수 있다. 

산업화와 함께 탄생한 가족의 상이 가족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남성가장 중심

의 핵가족이다. 사실 가족임금이상(family income ideal)은 정규직 남성노동자

에게 국한된 것이다. 남성이 자신의 임금만으로 독립성을 쟁취한다는 것은 그야

말로 허구적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어쨌거나 남성노동자들은 부양가족

49) 낸시 프레이저는 1994년에 쓴 “After the Family Wage: A Postindustrial Thought 

Experiment"에서 남성노동자가 그의 부인과 자녀의 생계를 전담하는 생계부양자모델의 붕괴를 

지적했다. 남성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가족임금(family wage)을 기업이 더 이

상 지불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프레이저는 탈공업적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가족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며, 점점 더 많은 직무들이 임시직이나 시간제로서 낮은 

임금은 물론 표준적인 부가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예측했다(Fraser, 1994: 112; 신경

아, 20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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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까지 쟁취함으로써, 생계부양자의 위치를 획득하게 되고 정치적 독립에 이

어 경제적 독립성을 성취하게 된다. 반면 여성들은 남편의 가족수당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피부양자(dependent)가 된다(임옥희, 2014: 98). 

구술자들이 아버지를 거의 유일한 생계부양자로, 어머니를 가족의 보살핌노동

을 수행하는 전업주부로 그린 가족 이상은 실제 가족 현실과는 무관한 이데올

로기의 측면을 갖고 있다. 구술자들 가운데 어머니가 생계부양자의 역할과 돌봄

과 양육을 모두 책임진 경우도 있었지만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이들

은 아버지를 생계부양자로 간주했다. 하층 계급의 경우 아버지가 벌어들이는 가

계 수입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어머니와 성장한 자녀들이 가족의 생계비를 

벌어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는 빈번하다. 하층계급의 어머니는 가족생

계를 책임지는 아버지와 역할을 분담하여 가사만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

이 경제활동을 하며 돈을 번다. 아래 서연정의 가족이야기는 그 대표적 사례를 

보여준다.

그, 옛날에 시험지 있잖아요? 시험지, 일일 학습지. 그거 채점하는 알바

하고 맨날, 우유 돌리고 새벽에. 그런 알바 하고, 그래서, 키우고, 우리 키

우고, 이제 맞으면서도 밖에는 티 안 내려고 막, 할 게 없으니까 김밥 싸다 

팔고, 꽃 떼다 팔고, 저 애기 때 순대 같은 거 떼어다가 파시고. - 서연정 

서연정은 이런 집안 상황에 대해 아버지를 대신해 ‘엄마가 키워서 살았다’, 

‘엄마가 돈 벌어서 우리를 키웠다’고만 말했다. 이런 모습은 다른 구술자들에게

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어머니가 가족 생계를 위해 경제

활동을 했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았다. 구술자들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 생계를 부양해온 경우에도 어머니가 생계부양

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이나 기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하은은 아버지가 실직을 한 후에 엄마가 식당을 다니며 생계부양을 하게 

되었다며 ‘어디 가서 험한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식당에 나가

게 된’, ‘사태’로 언급했다. 그 뒤에도 박하은의 어머니는 가정폭력을 피해 자녀

들과 외가에 피신해 사는 동안 공장에 다니며 생계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버리게 되고, 아빠는 완전

히 무기력 상태에 있고, 엄마는 어디 가서 험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식당을 나간다던가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거

예요. - 박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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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구술자들은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전업주부라는 가족 이상을 그리

며, 어머니가 전업 주부의 역할에 머무는 것을 이상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들은 어머니가 실제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남성 생계부양자라

는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간과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남

성 1인 생계부양자-여성 전업주부’라는 근대적 성별분업에 근거한 젠더보상체

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의 일이다.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남성 노동자들 가운데 가족임금 수준의 소득을 벌 수 있는 집단이 나타나게 되

면서 중산층 생활양식을 갖춘 ‘근대적 핵가족’이 등장한 것이었다(김수영, 

2000; 배은경, 2009: 62-63에서 재인용). 1997년 IMF 위기로 대대적인 “남성 

1인생계부양자 모델”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상인의 의식과 노동

시장 관행 속에서 이 모델은 여전히 기준으로 작용하여 IMF 당시 여성 우선해

고 및 비정규직화, 여성 노동조건의 악화를 가져오며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용

했다(배은경, 2009: 63-65). 

가족임금은 역사적으로 보면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며 보편적인 것도 아니라

는 해석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Janssens, 1998). 가족임금과 남성 생계부양

자 가족모델은 서구의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 특정 시기, 특정 계층에 국한된 

현상이며 비서구사회의 경로는 달랐기 때문이다(Sen, 1998).50) 또 남성 생계부

양자 가족모델의 이념과 현실적 존재 가능성 사이의 간격도 사회마다 달랐다. 

서유럽의 경우 네덜란드는 역사적으로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 이 모델이 현실적

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독일이나 핀란드에서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여성

의 취업이 필요했다. 미국에서도 1940년대 이후 70년대 초까지 경제적인 풍요

에 힘입어 폭넓게 확산되었지만, 70년대가 지나면서 점차 지배력을 잃었다. 나

아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서비스 부문의 팽창, 파트타임 고용의 확산 등

에 힘입은 여성 고용률 향상과, 탈공업화 사회에서 전개되는 안정적인 풀타임고

용의 감소,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저하 경향에 따라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Creighton, 1996). 

이후 근대적 성별분업 모델의 변화와 함께 부부가 함께 가족생계를 부양하는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이 등장했지만, 이 모델 또한 대다수 가족의 현실과는 

50) 인도의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의 등장에 관한 연구에서 Sen은 인도에서 남성이 가족의 생계부

양을 전담하는 가족모델은 1950년대에 들어서야 성립되었으며, 그것도 상층 엘리트계층에 국

한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처럼 비서구사회의 경우 가족임금과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은 그 성립 시기나 확산 범위에서 서구와는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Sen, 1998; Janssen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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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떨어진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노동시장의 여성 차별

적 젠더편향으로 인해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전업주부라는 가족모델은 현실적 

근거를 잃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 남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 현상이 심화되면서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도 현실적 존재가능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한국사회에서

는 IMF 위기 이후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이 와해되고 서서히 2인 소득자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근대적 젠더보상체계 밖에

서 자신의 생애전망을 추구하게 만들었지만, 보살핌노동을 여성이 전담하기를 

기대하는 문화는 바뀌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 노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이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중노동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로 노동시장에서 열등한 노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다(배은경, 2009: 71-72).아직

도 여성은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아내이자 어머니 등 정상가족 내 가정주부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또 여성들 스스로도 그 역할 규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 가족사회와 탈퇴자들

(1) 가족사회의 모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술자들이 가족이야기에서 구술한 위기 사건 가운데 상

당수는 폭력과 학대, 통제로 얼룩져있다. 많은 구술자들이 경험한 가족이라는 

장은 사랑과 헌신뿐 아니라 지배와 권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강시연의 구술은 이 같은 우리사회 가족의 이면을 잘 드러내준다. 강시연은 공

무원이던 아버지가 퇴직 후 큰 사고를 당해 가족 생계를 책임져왔다. 그녀는 7

년 동안 매춘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했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비와 아버지의 치

료비도 대고,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하며 진 빚도 갚았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계속해서 빚을 지었으며 그것을 딸에게 갚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그런 부

모에게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이 매춘을 해서 돈을 번다는 사실을 말해버렸다. 자

신이 매우 힘들게 돈을 벌어 부양을 해왔는데도 돈을 요구하는 부모의 염치없

는 행동에 화가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뒤로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딸에게 돈을 요구하여 가

져갔다. 면접 당시 그녀는 그런 가족과 거리를 둔 채, 남자친구와 같이 살며 거

의 사실혼 관계로 그의 가족들과 왕래하며 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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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 막, 홧김에, 그까 저도 너무 힘들어서 얘기했는데, 일하라고, 

일해서 돈 벌어 와라, 자기들은 필요하다 빚 얼마 있으니까 돈 좀 빌려 달

라 그런 식으로. 지금도 그 뒤로도 돈 많이 가져갔어요 솔직히. 그렇게 해

서 집으로 돈 너무 많이 들어간 거 같아요. [중략] 집에서 계속 생활비나 

빚을, 빚이 자꾸 자꾸 생기니까 제가 그걸 계속 메꾸다보니까 지쳐갖고

……. (연구자: 혼자만 돈 벌었어요? 다른, 형제는 없어요?) 동생이라서, 동

생도 고등학교 다니고 그냥, 나이 차이가 있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 

다음에… 아빠가 그 때, 빚이란 게 아빠가 사고로 다쳐서 그런 거니까 아빠

는 요양하시고 엄마는 또 간호를 하셔야 하니까……. (연구자: 지금도 생활

비 드려요?) 아니오, 지금은… 돈을 빌려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도 빌려드렸다가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다가 그래놓고 안 갚고 그러

니까……. - 강시연

그러나 이 같은 현실과 달리, 우리사회에서 가족은 시장과 달리 돈에 의해 좌

우되지 않는 따뜻하고 무조건적 관계라며 삶에서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강변되

며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 그동안 가족에 대한 논의는 이와 같은 인식을 ‘가

족 이데올로기’, ‘가족 신화’ 같은 개념을 제기하며, 가족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

라 사회적이고 구성적인  제도라는 점을 다양하게 지적하였다. 가족은 우리가 

상상하듯 혈연과 ‘끈끈한 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간적 관계의 본래적 형식이 

아니다. 가족은 역사적 과정의 한 산물이며 인간 노동의 산물이다(권명아, 

2008: 180). 또 자본주의 일상공간으로서 ‘집’은 각종 정치적·사회적 방식으로 

구성원을 길들이고 훈육하는 동시에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을 구성하는 생

활의 장이다(백지연, 2005: 344). 

사회적 재생산은 출산과 보육, 성장 및 교육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미래의 노동인구를 만들어내고 이들의 노동력이 일상적인 차원에서나 세대적 

연속의 측면에서 유지되는 데 필요한 의식주, 안전, 건강, 돌봄의 제공뿐 아니

라, 그 사회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지식, 가치체계와 문화적 관습을 전수하고 

집합적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제반 과정을 포함한다(Diane Elson, 1998; 김현

미, 2011: 40-41에서 재인용). 따라서 사회의 재생산은 사회구성원인 개인의 

삶을 재생산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포함하게 된다. 공공성이 부재한 우리사회에

서 사회적 재생산은 오로지 가족재생산전략에 의존한다. 그리고 사회의 재생

산51)이자 개인의 삶을 재생산하는 보편적·공적 지원 체계는 미미하기만 하다. 

51) 이 때 ‘사회’ 개념 자체도 논의 대상이다. 칼 폴라니의 주장처럼 ‘사회’ 영역이 근대사회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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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인 개인의 삶을 재생산하는 공적 지원은 매우 예외적

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잔여적 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구술자들의 

생애이야기에서도 사회지원을 받은 경험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박하은이 아버지

의 폭력을 당하거나 거주지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

었다는 얘기에서 잠시 등장할 뿐이다.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구술자들의 삶

에서 공적 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 우리사회에서 개인을 시민이자 노동자로 재

생산하는 기능은 오롯이 가족에게 맡겨진 채 가족 재생산 전략에 의존한다. 그

런 의미에서 우리사회는, 이득재(2001: 59)가 지적한 것처럼, ‘가족사회’라고 할 

수 있다.52) 

가족 이데올로기나 가족 신화는 사회적 재생산이 오로지 가족에게 맡겨짐으

로써 가족 자체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게 된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현실에 기

인한다. 이는 가족주의로 진단되기도 하는데, 이 때 가족주의란 사회의 기본 구

성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 집단이며 가족 집단은 국가를 포함한 다른 어떠

한 사회집단보다 우선시된다는 신념이다(함인희, 2001: 25). 가족주의는 근대적 

자아, 즉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개인과 개인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며, 건전하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된다. 또 가족주의는 가족 이기주의로 연결

되는데, 이는 가족이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갖 문제를 떠맡아야 하는 해

결사 노릇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독특한 산물이다(김덕영, 2004: 188-190). 

또 IMF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질서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재생산 영역

은 급격히 상품화되었다. 국가, 시장, 가족, 제3섹터 등이 균형 있게 맡아야 할 

사회적 재생산영역이 급격히 상품화되면서 시장이 사회적 재생산을 전담하다시

피하게 된 상황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후 기업체, 금융시장 행위자, 

정부가 자본축적이라는 하나의 이해관계로 묶이면서 ‘사회적인 것’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시장이 주도하게 된다. 적자생존과 승자독식의 구조에서 점점 더 불

투명해지는 자녀의 계층상승을 위해 자녀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한

국사회에서 보편적 복지 개념이 채 자리 잡기도 전에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가 

확장되었으며,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정책이나 의제로 설정해가는 노력에 힘

을 보태기보다는 개별화된 가족전략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화되었다(김현미, 

2011: 42-43). 구술자들은 가족전략을 기획하고 유지할 수 없게 된 가족의 위

서 모두 시장의 영역으로 넘어가버림으로써 복원이 필요한 것인지, 나아가 신자유주의가 초래

한 ‘사회의 사막화’인지(임옥희, 2013: 108), 아니면 자본주의 이전에도 개인의 재생산은 가족 

영역에 주로 맡겨졌으며 사회의 작용은 부재했으며 ‘복원’이 아니라 미래에 또는 산발적으로만 

구조될 수 ‘사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52) 이득재는 한국 사회가 ‘시민사회’가 아니라 ‘가족사회’라고 보며, 이 ‘가족사회’에서는 가족이 

국가와 시민사회를 가로지르는 메타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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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황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겪어야 했다. 이 상황에서 개인의 삶을 

재생산하는 과제는 청소년기에 있었던 구술자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 되

었다. 

사회가 개인 구성원의 재생산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가야 한다. 하지만 사회가 개인의 삶을 조직하는 과정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는 역사적으로 공·사 영역의 등장과 함께 공유되어왔다. 한나 

아렌트(1958: 90)가 지적한 것처럼, 사회의 출현은 가계의 활동, 문제 및 조직

형태가 가정의 어두운 내부로부터 공론영역의 밝은 곳으로 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로 인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하던 경계선이 불분명해졌

으며 개인과 시민의 삶에 갖고 있는 의미도 상당히 변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서 출산과 양육, 교육, 기본적 생계 등 개인의 생명과 삶에 대한 사회의 역할은 

가족에게 떠넘겨진 상태이다. 즉 한국의 가족 복지는 “가족을 위한 복지”가 아

니라 “가족을 통한 복지”와 “가족에 의한 복지”이다(김덕영, 2004: 185). 이는 

‘사회의 부재’, ‘사회적인 것의 실종’으로 경험된다. 구술자들처럼 가족생활이 위

기에 놓였다는 것은 ‘가족을 통한 복지’가 불가능해졌으며, 어떤 사회적 복지도 

기대할 수 없어 기본적 생계가 위태로워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상태는 사회

성원의 재생산전략이 부재한 가운데 가족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사

회’의 모순과 균열을 드러낸다. ‘가족사회’에서 가족은 현실의 조건과 무관하게 

개인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안식처로 인식되고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한다. 따라

서 공적 영역이 결핍된 ‘가족사회’에서 가족은 개인이 생존과 안위를 위한 유일

한 세계이자 추구해야 할 목적이 된다. 그러므로 구술자들의 가족 이상은 자신

의 삶을 오로지 가족재생산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족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매춘은 통념상 반가족적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구술자들의 생애 경험으

로 볼 때 매춘은 가족사회의 불가피한 산물이자 가족사회를 보조하는 성격을 

갖는다. 매춘을 반가족적이라고 보는 인식은 매춘을 일부일처제 결혼 관계 안 

또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이자 성서비스 거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술자들이 매춘을 포함한 성서비스를 하게 된 맥락을 보면, 

성서비스는 가족재생산전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성 개인이 선택한 경제활동 

가운데 하나이며, 그런 점에서 성서비스는 가족사회의 산물이자 보완물임을 알 

수 있다. 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구술자들은 출신 가족이 경제적 빈곤과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그 몫을 스스로 감당하며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매춘을 포함한 

성서비스를 했다. 그것은 때로는 돈을 벌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공동체를 

유지하거나, 또 때로는 폭력과 고통을 주는 가족을 떠나 따로 삶을 꾸리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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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따라서 구술자들의 생애 경험을 통해 볼 때, 매춘을 포함한 성서비스

는 가족사회의 모순과 균열을 개인이 오롯이 감당하며 선택한 행위이자 경제활

동이다. 

(2) 가족사회의 탈퇴자들

구술자들은 가족재생산의 위기에서 가족생계를 부양하거나 부모의 권력을 벗

어나기 위해 집밖으로 나와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는 최소한의 경제적이고 정

서적인 생활을 제공하던 집의 상실과 집밖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가며 생

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 상황의 전변을 우선 의미한다. 이들은 생계부양자인 

아버지가 생애 위기로 가족 내 경제 문제가 발생하거나 가족관계가 심각한 위

기를 맞게 되어 예전처럼 가족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이들에게 가족은 더 

이상 경제적 공동체나 정서적 공동체로 기능하지 못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자

신이 살아온 ‘집’을 떠나 집 밖으로 나와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구술자들이 가족 위기 상황에서 집밖으로 나오기로 한 선택과 가족 밖의 삶

은 이들에게는 곧 생존전략을 의미한다. 즉, 이들은 부당한 가내 권력에서 벗어

나 직접 생계해결을 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에 접근하는 길을 택했다. 또한 이들

이 집밖으로 나온 것은 우리사회에서 개인들이 살아가는 기본단위로 규정되는 

혈연공동체인 가족의 질서 바깥자리로 밀려났으며 또 그것을 규범으로 하는 가

족 이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이들은 가족체계의 변방에 위치하며, 가

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의 질서와 불화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구술자들을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라는 관점

에서 보면, 이들은 단지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일탈자가 아니다. 이들은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가족사회가 지닌 모순을 직면하고 가출, 이혼, 돈벌이와 같은 자

구책을 강구하며 행위하였다. 물론 이들의 행위 또한 현 사회에서 누구도 자유

롭지 못한 자본과 남성권력이 구조화된 구조 내의 ‘구조적 선택’ 이다. 동시에 

이들의 선택은 가족 내에서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강구한 개인의 전략

적 선택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구술자들은 가족사회의 탈퇴자들이다. 고프만

의 정의에 따르면, 탈퇴자들이란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제도, 즉 가족, 연령에 

따른 등급 체계, 고정화된 성역할 구분, 정부 차원에서 비준하는 단일의 개인적 

정체성 유지가 따르는 합법적 전임 고용, 그리고 계급과 인종에 따른 분리 등 

기본적 제도와 관련하여 불규칙적으로 그리고 다소 반항적인 자세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고프만, 1963: 215). 

고프만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위치를 자발적으로 공공연하게 수용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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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탈퇴자들’(disaffiliates)로 명명하였다. 고프만은 이 

개념을 통해 이들의 행위가 일탈의 한 유형이며 동시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

음 또한 부각시키고자 했다. 이 개념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위치를 자발적

으로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행위성’ 측면에 주목할 수 있게 한다. 구

술자들은 가족사회의 탈퇴자들로서, 가족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에 접근하거나 부당한 가내 권력에서 벗어나고자 행위하였다고 의미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구술하는 가족 서사는 우리사회에서 주로 ‘가족 해체’로 담론

화 되었다. 구술자들이 가족 위기 상황에서 선택한 가출, 이혼은 지배적 규범에

서 보면 ‘정상가족’을 해체하는 문제적 행위로 인식된다. 또 여성은 남성과 동

등한 시민권이 성취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족 영역에 귀속된 존재로 규정되

며, 가족 영역에서 제반 관계는 계약의 관점이 아닌 윤리적인 관점에 의해 규정

되는 경향도 크다. 그러한 친밀한 관계에서 생겨나는 갈등은 보통 ‘비극’으로 

간주된다(제인 피시번 콜리어, 1974[2008]: 162). 하지만 여성이 사용하는 전

략은 일탈적이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사회생활을 진행시키는 실제적 과정의 

주요한 요소들이다. 가정의 우환이라 불리는 것들을 야기하거나 이혼을 하는 식

으로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 지

배적인 규범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조처들은 특이하고 혼란스럽고 별로 중요

하지도 않으며 나아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회과학자들이 

이런 것을 간과한다면 사회생활의 다양한 방식의 구조와 과정에 대해 아주 부

분적인 설명밖에는 할 수 없다(로잘도·램피어(1974[2008]: 43). 

구술자들의 가족 이야기 또한 구술자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기’를 넘어

선다는 의미에서 ‘해결’의 서사이다. 구술자들은 가족 이야기를 통해 언제, 왜, 

어떻게 현재의 삶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즉, 구술자들은 자신

이 속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어떤 ‘위기 사건’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이 

하게 된 결정과 선택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일 수도, 공동체의 일원이기를 포기하는 선

택일 수도 있다. 그 과정은 가족이라는 집단 또는 구조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선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은 개인의 의

도와 전략을 담고 있다. 구술자들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자기 삶에 중요

한 생애 전환점을 말하고자 했으며, 그 과정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푸는 ‘해

결’의 과정이었다. 또 그 ‘해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그것은 ‘자립’과 ‘독

립’의 이야기이다. 

한편 구술자들에게 생애전환점이 된 가족사회의 모순과 탈퇴자로서의 경험은 



- 103 -

이들이 가족의 구성을 비롯해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지 등 삶의 방식과 계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경험한 현실의 가족은 가족에 대한 관념

을 상당히 바뀌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족체계 변방에서 살

아가는 탈퇴자이자 이방인이 되었다고 해서, 구술자들이 가족 이상을 모두 버리

거나 아예 가족 지향을 거두었다고는 볼 수 없다. 구술자들이 가족에게 기대했

던 경제적‧정서적 욕구는 충족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다른 사회 체계

를 통해 삶의 기본 욕구와 생계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술자들이 가족을 바라보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우리사회의 가족 담론 안에 위

치한다. 5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구술자들 가운데 다수는 삶의 전망과 계획으로 

결혼을 해 가족을 구성하려는 기대와 욕구를 드러내었다. 그 바탕에는 여전히 

가족 이상이 있다. 아무리 ‘가족사회’의 모순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개

인의 삶에 절대적 의미를 차지하는 우리사회에 살며 가족 외부에서 대안적 방

식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가족 위기의 경험을 통해 이상적 가족으로 여긴 상에 수정을 

가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들은 아버지를 생계부양자로로 기대하며 그 역할

을 다하지 못하는 ‘나쁜’ 아버지로 평가하며 1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라는 

가족 이상에 기대고 있지만, 동시에 암묵적 협력자나 방조자로 나쁜 아버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머니에 대해 양가감정을 드러내고 ‘무능력자’라고 평가하며 

자신의 가족 이상을 변경하고 있다. 5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들 가운데 다수가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며 살기를 희망하지만 ‘남성 생계부양자, 여성 전업주

부’라는 상이 안고 있는 모순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결혼과 무관하

게 스스로 직접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기를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었다. 이들은 

가족 위기 경험으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나 가족 내 성별 역할분담이 안고 

있는 불평등과 불가능성을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질서에서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삶의 가능성 또한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구술자들이 경험한 가족재생산의 위기는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사

회가 안고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결과이다. 구술자들이 겪은 가족의 위기와 

이로 인해 집을 나와 돈벌이를 시작하게 된 생애전환점은 그들이 개인으로서 

누려야 할 적절한 돌봄과 교육의 기회, 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함

을 의미한다. 우리사회는 개인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조직하기 위한 공적인 

기획들을 전면적으로 고심해야 한다(김덕영, 2014: 190). 그것을 가족 규범의 

문제로 바라보거나 ‘가족 해체’ 담론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성원의 재생산을 

위한 공적 기획과 공공성 확대라는 근본 해법에서 찾는 대신, 그 책임을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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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문제로 전가시키는 것이다. 

구술자들의 생애이야기는 가족사회에서 가족재생산전략의 위기에 놓인 

20~30대 여성들의 고군분투기이다. 그래서 이들의 생애이야기에서 가족이야기

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가족의 위기사건은 생애전환점이 된다. 이들은 이 

‘집’을 떠나 자립과 독립의 길을 섰다. ‘가족사회’에서 개별 가족이 놓인 재생산

의 위기는 개인의 생존과 교육 등이 위기에 놓였음을, 고등교육에 대해 가족 지

원을 받을 수 없음을 뜻한다. 

다음 장에서는 구술자들의 학교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다. 가족재생산전략은 

가족 구성원의 양육, 교육, 취업, 결혼 등 전 생애에 걸쳐 있지만, 그 가운데 자

녀의 교육은 단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가족재생산의 위기는 구술

자들의 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구술자들은 대부분 중·고등교육을 

받는 시기에 가족의 위기를 맞았으며 이는 교육을 비롯해 가족재생산전략의 전

반적 부재를 의미했다. 구술자들의 교육, 특히 대학 교육 경험은 가족의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 구술자들이 어떻게 학

교 교육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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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교 이야기

이 장에서는 구술자들의 생애이야기에 나타나는 학교 이야기를 분석한다. 구

술자들의 생애이야기에서 학교 경험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 이들이 구술하는 학교 이야기는 가족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가족 이야기의 하위 범주로 등장했다.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장을 

절대적인 것으로 경험했으며 그런 가족의 상황이 학교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구술자들의 학교이야기를 별도의 장으로 다루는 것은, 이들이 어떻

게 공공성이 결여된 교육 시스템에서 삶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 당하는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학력이 매우 결정적 자원으로 평가되는 이른

바 ‘학벌사회’이며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대학이 사기업화 되는 등 교육의 공공

성은 더욱 사라지고 계급적 성격이 강화되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이 시

급한 상황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대학진학률은 80%에 육박하며 대학 진학

은 강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어, 대학이라는 고등교육의 경험은 한국사회

에서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있으며, 취업 등에 요구되는 ‘스펙’은 

더욱 많은 학력 자원을 요구한다. 이와 동시에, 고비용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바(bar) 등 유흥업소에서 성서비스에 종사하는 대학생이 늘어나는 현상은 성서

비스 일이 일부에 국한된 경험이 아닌 우리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준다.

아래에서는 구술자들의 학교이야기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경

험과 대학 교육 경험을 나누어 살펴본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질문들

은 다음과 같다. 즉, 구술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학교 교육을 어떻게 경험했는

가? 또 이들이 경험한 학교 교육은 구술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

떤 가능성과 제약을 가져왔는가? 구술자들의 학교 교육 경험은 이후 삶의 과정

에서 어떻게 작용했는가? 

1. 중‧고 시절

구술자들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걸친 학교 이야기는 주로 자신을 제약

하는 ‘규범’으로 구술되었다. 이들은 ‘공부’나 ‘학력’의 성취보다는 학교 규범에 

대한 ‘부적응과 위반, 처벌’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술자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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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이야기를 비교적 많이 드러낸 경우에는 ‘범생이’는 아니었지만 공부를 잘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 공부는 잘 하지만 ‘범생이’는 아닌

구술자 가운데 학교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구술한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로 인정을 받았던 경우이다. 서연정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엄마를 남동생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어 

‘연정 엄마, 연정 엄마’라고 부를 정도였다며 공부 잘 하고 똑똑했던 어린 시절

을 구술했다. 정난아는 중‧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1,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 

했다. 인정은도 반에서 2, 3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썩 잘 했으며 서울에 있는 

소위 ‘명문대’를 나왔다. 또 한나래, 박하은도 이 시절에 상위권에 들 정도로 공

부를 잘하였다.

서연정은 학창 시절 자신에 대해 ‘공부 잘 했지만’ 그냥 범생이가 아니라 아

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는 ‘까탈스러운 학생’이었다고 구술했다. 그녀는 친

구들을 ‘범생이’와 ‘날라리’로 구분했는데 자신은 그 두 범주를 모두 아우르는 

학생이었다고 구술했다.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사실 잘 생각 안 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고, 근데, 음~,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원래 성격이 되게 예민

하고 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쪼잔? 까탈? 막 이렇거든요. 그리고 편견도 되게 심

했어요. 범생이에다가, 정말 날라리들은 거의 다 성격이 안 좋고 그런데 범생이에다

가, [중략] 그래서 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공부를 막~ 이렇게 한 건 아닌데 당연히 

무의식중에 있었나봐.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거. 그래갖고 학교 다닐 때 저는 공부를 

되게 잘 하고, 제 동생은 그냥 ‘연정 동생’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쟤 누구야?’ 우

리 엄마가 데리고 가면 ‘아, 연정 엄마랑 같이 가는 연정 동생이구나’ 이렇게 알 정

도로, 공부 잘 했어요. 공부 잘 하고, 뭐 진짜 범생이에다가 성격도 까탈스러우니까 

아무도 날 건드릴 사람이 없고, [중략] - 서연정

하지만 서연정은 외국어고등학교를 가려던 계획이 좌절되면서 점점 ‘공부’에

서 멀어져갔다. 그녀의 아버지가 경제적인 이유로 외고 진학에 반대해 가지 못

했기 때문이다. 또 그녀는 고등학교 때 미대 진학을 꿈꾸며 아버지에게 미술학

원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주제도 형편도 모른다’며 폭력을 휘둘렀다.

 

고등학교 때도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미대 가고 싶어가지고 미술학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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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라고 했는데 한 달에 50만원이었어요, 당시에. [중략] 그래서 얘기 하다가 아

빠한테 또 쳐 맞고. 주제도 형편도 모르면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는 웬

만하면 들어주려고 그러는데 엄마는 못 해주니까, ‘왜 안 보내줘? 왜 안 보내줘?’ 

어렸을 때 맨날 졸랐거든요. ‘왜 안 보내줘?’ 그러면서 울고, 그러다 엄마가 얘기하

면 엄마까지 같이 쳐 맞는 거예요. - 서연정 

그녀는 그 과정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에서 점점 ‘기본 틀은 범생이’지만 가

수에 열광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라디오 공개방송에 가기 위해 야간자율

학습을 빠지는 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원하던 학교가 아니어서  별다른 

기대를 갖지 않았던 고등학교에서 비슷한 가정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며 새

로운 재미를 찾아갔다. 그녀는 ‘공부 잘하는 범생이’가 가정환경으로 인해 공부

나 진학에서 좌절을 경험하면서 ‘날라리’가 되어가며 연예인의 팬활동에 몰두하

는 ‘빠질’이나 ‘로맨스’와 같은 다른 ‘재미’에 몰두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서연

정은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하면서 점점 공부에서 멀어져갔고 고3 때는 ‘진짜 

날라리’들이 가는 ‘직업반’에 가게 되었다. 

어, 기본 틀은 범생이야. 근데 약간 야자 시간을 땡기는 범생이야. (웃음)그래갖

고, 그래갖고 학교 들어갔는데 별로 재미없었거든요. [중략] 같이 노는 친구들이 너

무 재밌어, 애니 덕후들도 있었고요 완전 락덕도 있었고요,53) 수학여행 갔는데 원

래 한 방에 열 명씩인가 해가지고 나눴는데 우리 방만 열여덟 명 온 거야. 다 재밌

어가지고. [중략] 날라리 아냐. 그니까 완-전 노는 애들은 아니고 그냥 노는 걸 좋

아하는 평범한 학생들. [중략] 우린 진짜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비슷하고, 고만고

만한 애들이고 저랑 되게 비슷한 가난한 친구들 두 명 있었고 나머지는 좀 비슷비

슷하고, 근데 진짜 재밌게 놀았어. [중략] 그리고 다른 한명은 걔는 중학교 때부터 

원래 같은 학교였는데 별로 안 친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근데 딱 알고 보니까 걔도 엄마가 이제 안 계시고 아빠가 쓰레기인 거예요. - 서연

정

정난아도 공부를 썩 잘 했지만 결코 ‘범생이’는 아니었던 대표적 사례이다. 

정난아는 구술자 가운데 학교 이야기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 그녀의 어머니

는 대졸 학력으로 집안이 가난하여 혼자 힘으로 서울에서 소위 ‘명문대’를 졸업

했으며, 외동이었던 정난아에 대한 교육열이 높았다.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제2외국어를 직접 가르쳐주기 위해 새로 배우는가 하면 폭넓은 독서와 토론을 

함께 했다. 정난아는 어머니의 기대만큼 공부를 잘 했다. 그녀는 중학교에서 

53) ‘덕후’는 일본어 ‘오타쿠’를 변형시켜 만들어진 속어로, ‘애니 덕후’는 애니메이션의 광적인 팬

의 의미이며, ‘락덕’은 락음악에 대한 광적인 팬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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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을 할 만큼 학교에서 알아주는 공부 잘 하고 잘난 학생이었다. 정난

아의 학습 능력은 성노동자인권모임의 활동 과정에서도 뛰어난 영어와 일어 실

력, 발표 능력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녀는 영어와 일본어 실력을 갖추고 자기

의 주장을 공식석상에서 자료를 준비해 발표하는 역할도 곧잘 해서, 국제아시아

태평양에이즈회의(ICAAP)와 같은 국제 성노동자 회의나 교류 활동에 여러 차

례 참여하기도 했다.

좀 유명했어요. 학교에서 제 이름 대면 다 그냥, 아 진짜 이상한 애! 그래요. (연

구자: 근데 어떻게 학생회장이 되었어? 이상한 애가.) 그니까 전교에서 계속 1등 하

고, 계속 대회도, (연구자: 애들이 뽑은 거 아냐?) 예 뽑기도 했는데 대회에서 계속 

상도 받아오고 하니까~. 애들이 그냥 뽑아주더라고요. (연구자: 이상한 애였지만?) 

예, 학교에서 계속, 쟤가 공부도 잘 하는데 성격 진짜 이상하다고~ 그냥. 계속 그걸 

했었어요, 우리 중학교 때 자격증 누가 많이 따는가랑 뭔가 수학 올림피아드? 영재

교육? 이런 데서 상을 다 탔었거든요. 그리고 그 때는 왜 탔는지도 모르겠는데 무

슨 안창호선생 글쓰기 해가지고 상타고, 애들한테 그게 되게 있었나봐요, 쟤가 능력

도 좋고 공부도 잘 하는데 성격 이상하다, 이렇게 그래서. - 정난아

그러나 동시에, 정난아는 초등학교 때부터 ‘반골기질’ 같은 게 있어서 궁금증

과 의문이 많았으며 중학교에 가서는 두발규제에 반발해 머리를 삭발하는 등 

‘사고 많이 치는’ 학생이었다. 또 그녀는 중학교 때 학교 급식실 건립과 관련해 

학생에게 부당한 것을 강요한다며 ‘삭발’을 하고 교장실에서 항의를 했다. 그녀

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규범에 매우 큰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반하는 반항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다. 그녀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에

게 요구되는 금기사항을 깨뜨리며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워보았다. 그녀의 부모

는 다행히도 그런 행동을 너그럽게 이해하며 자유롭게 키우고자 했다. 

그래서 엄마 또 불려 갔어요. 근데 엄마가 되게 많이 사고를 쳐서 되게 많이 불

려갔는데, 약간 반골 기질 같은 게 있었다고 해야 하나? 음, 왜 그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좀 그랬던 거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없

으면 끝까지 물어보고 막. 학교에서도 막 또 많이 그러고.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된

다 뭐 이런 것들 다~ 두발규제 이런 것도 계속 했었고. 나는 두발규제 이런 거, 그

래서 밀어버리고 머리 밀어버리고. 여기 귀밑 3센치 규정을 줬단 말예요. 이것보다 

짧은 건 상관 없냐고, 보통 커트 머리를 생각하잖아요, 상관없다고, 밀어버리고. - 

정난아

그니까 뭔가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미성년자는 왜 섹스를 못 하는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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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도 많았고, 왜 나는 하면 안 되지? 뭔가 건강에 엄청 안 좋나? 뭐 이래서 

그 내가, 중학교 때는 규율이 세지잖아요~. 막 머리도,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 없다

가도, 초등학교 때 막 염색하고 머리 어떻게 막~ 묶고 다니다가도 중학교 때 가면 

갑자기 교복 입어라, 귀밑 3센치 이렇게 짤라라, 무슨 봉순이 머리처럼. 그리고 귀

걸이도 하면 안 된다, 염색도 하면 안 된다, 엄청- 많잖아요, 규율이. 그래서 그거~

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많았어요. 반발 심리로 더 그랬던 거 같아요. - 정난아 

그러나 정난아는 술과 담배에서 그치지 않고 ‘성(性)’에 대한 금기 또한 서슴

지 않고 넘어서고자 했다. 정난아는 중학교 3학년 때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

며 성인 남성을 만나 교제를 하고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학교 주변

에서 친구들에게 그 만남이 목격되며 학교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는 원조교제

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때였는데, 정난아도 원조교제로 오해를 받고 학교에서 

정학을 당했다. 그동안 딸의 반항적 행동에 너그러웠던 부모 또한 이 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정난아의 이런 행동은 중학교 때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성인 남성과 만나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다

가 고 3때 그녀는 교제하던 성인 남성이 결혼하자고 하여 그만 만나자고 하였

는데, 그가 막무가내로 학교로 찾아와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는 학교

에서 퇴학을 당했으며 그녀의 부모는 어머니가 쓰러지는 등 충격을 견디지 못

해 딸 모르게 이사해 버리기에 이르렀다.

 중3 때 서른 살 아저씨랑 만났는데, 그 때 한창 그게 붐이었어요 뭔가, 미성년

자 원조 교제, 이런 게 사회 이슈로. 그래서 그거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제가 학교 

주변 번화가에서 그 아저씨랑 놀고 있었는데, 저를 싫어하는 애들이 막 ‘아, 쟤 원

조교제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되게 증거도 없이 휘말려 버렸어요. 그 사람도 나한

테 준 게 없고 나도 뭔가 해준 게 없는데, [중략] 학교 애들한테 걸려서, 학교 애들

이 학교에 소문내는 바람에 집에 전화가 왔거든요. 뭐 얘 원조교제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런 소문이 돈다면서~. 그래서, 그 때 처음으로 되게 엄마 아빠가 저한

테 화내는 거 봤어요. 엄청 크게 화냈어요. [중략] 엄마 아빠도 처음에 엄청 화내고 

엄청 싫어하고 진짜 엄청 맞았거든요. 처음으로 맞았어요 어. 뭔가 섹스를 했다는 

그런 거에 엄마가 엄청 실망을 했었고, [중략] 그래, 그렇게 사고가 한 번 터지고 

학교에 한동안 못 나갔어요, 일이 커져 가지고. 우리학교 원조교제, 야 학생회장이 

원조교제했다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웃음)그래가지고 학교 거의 반년 못 나갔어요, 

중3때. - 정난아

고등학교 때도 되게 파란만장한데, 고 3때 또 어떤 남자 만났는데 유부남이었거

든요. 그때 그 유부남이 되게, 저는 그냥 입시 스트레스도 받고 뭔가 내가 계속 신

경 써서 파트너를 만들 시간도 없고 그냥 주기적으로 만나서 밥이나 먹고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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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겸 섹스나 하고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모든 걸 

건거예요. 애가 하나 있고 사업도 하고 그 때 유부남이었는데 그 때 이혼을 해버렸

어요. 저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중략] 그래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나는 

뭔가 나랑 합의도 없이 그렇게 큰~ 일을, 나한테 부담주지 말라고, 지금 입시로도 

너무 힘들다고. 그 사람이 깽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와서. 선생 패고, 나 끌

고 나가고. [중략] 그리고 막 아빠 회사에 막, 엄마 집에 있으니까 집에다가 하루에 

백통씩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막, 주변에까지 알려지

고 이러니까 그냥 니 되는대로 살으라고 이러고 엄마 아빠가 잠적해 버렸어요. - 

정난아

한편 인정은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자살기도를’ 할 정도로 매우 힘든 중‧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그녀는 공부를 꽤 잘 했지만 부모로부터 한 번도 칭찬

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그녀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

다. 그녀는 “한 번도 엄마가 내 편이 되어 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암튼 엄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았고, 내가 뭐 시험을 백점 중에 구십 점을 받아

가면은 더 잘 할 수 있는데 왜 이 정도밖에 못 했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 아

니… 그냥 그렇게 대해줄 뿐이어서… [중략]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고등학교 다닐 때는 거의 학교 전교생이 다 나를 싫어할 정도로… [중략] 힘들었

죠. 많이 죽고 싶었죠. 죽고 싶기도 했고. 자살기도도 많이 했어. [중략] 엄마가 이

제는 알 걸요.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학교 다니는 거 너무 힘들었다고. 

[중략] 왜냐면 한 번도 엄마가 내 편이 돼 준 적이 없었거든. 학교에서 애들이 나

를 너무 힘들게 한다, 학교 다니기 싫다~ - 인정은

게다가 인정은은 어머니가 ‘돈에 인색하여’ 용돈이 언제나 부족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항상 얻어먹는 입장’이 되어야 해서 싫었으며, 친구들과도 점점 어

울리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친구들이 자신을 ‘얌체’라고 여겼을 거라

고 구술했다. 또한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외국어고등학교를 진학하고자 할 때

도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엄마가 좀 많이 인색한 편이어가지고, [중략] 물론 엄마가 버는 돈은 한 푼도 없

는데~, 근데 나한테 넉넉하게 돈을 줬던 적은 없어요. 한번도. [한참 후에] 원래는 

외고를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집에 돈 없다고, 못 가게 했어. (연구자: 아~ 외고 

가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야?) 아빠 회사에서 학비가 다 나와요-. [중략] 근데 엄

마 말로는 기숙사비도 기숙사비고, 기숙사비는 안 나오니까~, 기숙사비도 기숙사비

고 거기다가 방학 때만 되면은 해외 유학 보내달라고 할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 하

냐고 막~. 그래서 난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학교만 다니게 해달라고. 학교를 가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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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것이다, 보내달라고 할 것이다……. - 인정은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학교 애들이, (헛기침) 뭐 간식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러면 

나는 만원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걔네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사

는 게 당연히 달라지지. 그러면 나는 왠지 모르게 나는 항상 얻어먹는 입장이 되니

까, 너무 싫었어. (연구자: 되게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했겠네?) 그런 건 아냐. (아버

지가) 다 ** 다니고~ 그런 집, 인 건 다 알았어요. 가난한 집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애들이 얌체라고 생각했을 거야. - 인정은

박하은도 ‘공부 잘 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는’ 학생이었다. 그러나 박하은은 

엄마가 재혼을 해서 여동생을 데리고 떠나면서 외할머니와 살게 되었다. 그녀는 

부족한 학비와 생활비를 직접 벌어 썼다. 그녀는 주변에 사는 친지의 도움을 받

았지만 그들이 교복을 사주면서 ‘엄청 생색을 내는’ 모습이 너무 싫어 돈을 벌

기 시작했다. 

중3 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뒤로 외할머니랑 둘이서만 살게 되었고. (연구자: 

그럼 실제로 생활비랑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던가 이런 것들이, 그 때는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가 매달 수입이 나시는 것도 아니

고. 더군다나 그 때 또 이제 한참 음악 들을 시기라서 나는 이제 뭐, 음반도 사야 

되고 매달 잡지도 사서 봐야 되고(웃음), 그런 거였죠 사실은. 그리고 절대로 술 담

배 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짓말 하면서까지 용돈을 타기가 싫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중략]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때마침 이제 학교에다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걸렸던 거예요. [중략] 사실 외삼촌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교복을 해주긴 했는데, 

교복이랑 이제 이것저것 돈 들어가는 거 해줬는데 아~ 그거 갖다가, 엄청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갖고 이제, 그래서 때마침 등록금이라는 걸 또 내야 됐

고, 학비를, 예. [중략] - 박하은

게다가 박하은은 고1 때 사귄 남자친구에게 성폭력사건을 당하면서 더욱 방

황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학교 밖에서는 학교에서의 모습과 달리 술과 담배를 

하며 ‘이중생활’을 즐겼다. 또 학비와 생활비를 직접 벌어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녀에게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은 대학 진학을 할 형편이 안 되는 자신의 상황

과 동떨어져 있어 결국 학교생활에 싫증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등교를 

하지 않게 되었고 집을 나와 ‘선배’들이 사는 곳에서 지내다가 음악 밴드를 하

려고 서울로 가기로 했다.

그 때 결정적으로 그 성폭행 사건이 제 인생을 바꿔놨죠. 사실은. 그래갖고 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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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도 믿고, 그래 너가 (담배를) 피울 리가 없지, 걔들이 이상한 거라고, 뒤돌

아서서 저는 치, 이러면서, 그런 식의 이중생활을 즐겼어요. 밖에 나가서 술도 먹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중략] 그리고 학교생활에 싫증도 느껴지고, 내가 생각하는 학

교가 아니니까 일단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에이라는 걸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자꾸 삐라는 걸 강요하니까, 그 삐라는 건 결국에는 좋은 대학을 가길 원하고 뭐 

그 때 당시에 선생님들은 이해하죠. [중략] 슬슬, 학교를 안 나가게 되었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등교 거부라는 걸 하게 되었죠. 집도 나와 버리고 - 박하은

한나래의 구술에서도 학교 이야기는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로 좌절과 

상실의 경험으로 구술되었다. 한나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2등을 할 만큼 

꽤 공부를 잘 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아버지의 양면적이고 거짓된 모

습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구술될 뿐이다.

초6 때는 평균이 98점? 그래가지고 전교 2등인가 했는데, ‘평균 98 정도면 전교 

1등 아니냐?’ 그런 식으로 교회에 아빠가 전교 1등 했다는 식으로 소문을 낸 거예

요. 자기 딸이 이렇게나 잘 났다고(웃음).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쪽팔렸고 힘들었

던 기억이 있어요. - 한나래

한편 조화영의 학교 이야기는 중산층 부모의 기대와 지원과는 달리, 학업에서 

성취를 이루지 못한 좌절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초

등학교를 졸업한 후 자녀를 ‘강남’권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강남으

로 이사했다. 조화영은 그 상황을 겪으며 ‘강북으로 가면 큰 일 나고 날라리가 

되고 대학도 못 가고 인생이 망가진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구술했다. 하지만 

그녀는 강남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며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 성적이었으며 부

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중간급. 40, 50명 가까이 되는 수에서 한 약간 25등 밖으로도 자~주 나가고요, 

그니까 서울권에는 못 가고 무슨 강북으로 가면 큰~ 일 난다는, 무슨 그 때 그 당

시에도 [중략]  그거 마음에 안 들고, 하지만 그 때는 강북으로 가면 큰 일 나고 

제가 막 날라리가 되고 대학도 못 가고 인생이 망가진다는 그런 위기감이 어린 시

절에 이제 강북 가면 큰 일 난 거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 조화영

구술자들의 학교 이야기는 학교 규범과 공부의 성취를 기준으로 ‘범생이’와 

‘날라리’로 학생을 구분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공부는 잘 

하였지만 범생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이야기는 학생을 바라

보는 시각인 공부 잘하는 학생 대 문제아라는 구분에서 어긋나 있어 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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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로 자신을 위치 지을 수 없었던 갈등과 모순 또는 자기 경험의 특이

성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학생의 ‘성적 일탈’은 공부를 못 

하는 문제아들의 문제라는 인식은 이들의 경험으로 볼 때 부적절한 통념이며, 

반대로 그와 같은 통념에 기반을 둔 규범이 그 구분에서 벗어나 있는 학생들을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섹스·젠더‧섹슈얼리티 규범과 정체성 갈등

한나래는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구

술자들의 경우와 달리 성정체성 문제 때문이었다. 그녀는 중학교 때 동성친구를 

좋아하면서 성 정체성을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학교 상담교사에게 이야기를 했

다. 그런데 그 교사가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그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주변 사람들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그녀는 집 가까

이에 있던 인문계 고등학교에도 진학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멀리 다른 지

역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아. 그래가지고 동네에 소문이 다 퍼져서 인문계를 진학할 수 없게 됐어

요(미소). 막, 학원 같은 데 가면은 소문이 나가지고 ‘저런 애 우리가 못 맡

는다’ 이런 식이어서, 이 정도여서. [중략] 고등학교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그, 예고에 갔는데, 그 당시에 예고가 ** 실기 말고도 성적우수자 전형을 

뽑아가지고 뭐 실기를 못 해도 성적이 좋으면 그걸로 갈 수 있는 게 있었

거든요. 거기로 갔는데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요(웃음). 그래서 초‧중‧고등학

교 때 좋은 일은 거의 없었던 거 같애요. - 한나래

그래서 저도 자해하고 자살 시도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 수

업을 안 듣고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상담 선생님한테 이 얘길 했다가 상담

선생님이(미소) 부모님한테 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는 ‘니

가 이상한 것들을 쳐봐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면서, 동네 만화책방 같은데

다가 ‘혹시 얘가 오면 빌려주지 말라’고 그러고, 컴퓨터 같은 거 다 때려 

부수고(미소) 티비랑……. 어, 진짜 엄청 많이 싸웠어요 막, 또 교회에서도 

막 기도해주고, (연구자: 교회 다녔어요?) 예, 엄마 아빠가. 그런 거 좀 끌

려 다니고. 또 학교에서 또 관계 다 틀어지고(미소). - 한나래

한나래는 중학교에서 처음 성정체성 문제를 접하며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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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상황에 놓였다. 또 그녀는 그 과정에서 내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으며 자신

에게 성정체성을 커밍아웃한 친구를 ‘따돌림’하고 ‘왕따’시키는데 가담하기도 했

다.

(미소)좀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

가 아닌 다른 친구들한테 떠보는 식으로, 내가 레즈(비언이)라고는 차마 말

을 못 하겠고, ‘우리 반 누구누구가 자기 양성애자라고 말했다. 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아우팅54), 이죠(미소). 당연

히 걔는 따돌림 당하고, 저는 왕따 가담한 뭐 그렇게 되고, 그래서 걔가 저

를 되게 많이 혐오했어요(미소). - 한나래

한나래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레즈비언’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심하게 당했다. 한나래는 초등학교 때에도 ‘왕따’를 경험했다. 그녀는 

‘왕따’ 경험으로 인해 대학에 들어가서도 같은 과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거나 

엠티 등 과행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두 

학기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게 되었다. 

제가 왕따 당하고 후유증? 그런 게 되게 커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

고 일부러 수업 한 시간 전에 가서 (크게)환기 다하고 정리 다하고 뭐 그제

서야 ‘아, 나 이제 여기 있어도 된다’ 그런 마음을 좀 받거든요. (연구자: 

교실에서?) 예. 그렇게 미리 가서 좀 심호흡하고 그런 거 안하며는 내가 여

기 있으면 안 되는 존재 같고, 되게 힘들어서……. 토할 거 같고 공기 자체

가 다르다고 생각, 그런 느낌이 들어서-. - 한나래

 

정난아 또한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잘 섞이지 못했다. 학교 친구들은 정난

아의 반항적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튀는 행동으로 도리어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녀는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학교 친구들한테 ‘섹스 했

다’며 자랑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일로 친구들 사이에서 ‘미친년’으로 통하

게 되었다. 정난아는 또래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녀

는 자신이 또래 친구들과 달랐고 ‘그래서 나이 많은 아저씨’를 사귀었다고 구술

했다. 다행히 그녀는 고등학교 때 서로를 잘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

데 지금까지도 그 친구와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정난아는 학교에서 ‘야간자율

54) 본인의 동의 없이 성소수자 정체성을 공개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이는 이성애중심 사회에

서 성소수자가 처할 수 있는 낙인과 혐오, 폭력적 행위에 노출하게 할 수 있어 그 자체가 인권

침해적이고 폭력적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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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하지 않거나 그 밖에 다른 규범을 위반해도 “성적 좋으면 다 커버되는” 

학교 교육의 문제적 시스템과 이중성을 간파하고 있었으며, 그런 학교교육에 저

항하고 대결하는 “자신만의 싸움”을 하였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에게 ‘섹스하

기’란 학생에게 금지된 가장 핵심적 금기에 대한 위반이자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사회환경에 문제제기하는 행동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친구들은 그냥 되게 뭐라고 했었죠. 왜 맨~날 그러고 혼 나냐고. 친한 친

구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나름 자신의 싸움을 하면서 살았던 거 같아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약간 또래한테 미움 받는 타입이었거든

요. [중략] 그래서 중3 때는 되게 나이 많은 아저씨랑 사귀었어요, 서른 

살. [중략] 처음에 섹스하고 나서 학교 애들한테 자랑했었어요. 나 섹스 했

다고 막~(웃음) 남자랑 잤다고~, 엄청 자랑하고. 그니까 애들한테 이름만 

대면 다 미친년 소리 나오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도 평탄하진 않았어요, 

성격이 계속 모났다고 해야 하나? 잘 순응을 못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도 야자도 솔직히 못 하겠고, 야자도 안 했었고. 우리나라 교육상 성적 좋

으면 웬만하면 다 커버 되잖아요, 다 숨겨주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도 

많았고, 엄마가 한번 학교 왔다 갔다 하니까 안 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맨

날 클럽 다니고, 근데 그 또래에 그 시기에 되게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성

적도 비슷하고 나랑 성격도, 예, 지금은 *대 다니고 있고, 응 되게 재밌는 

친구 만나 맨날 그 친구랑 술 먹었어요(웃음). - 정난아

또 정난아는 중학교 때 자기가 남자인 거 같다며 머리를 빡빡 미는가 하면, 

동성 친구를 사귀기도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 같다’며 그 행동들을 가볍

게 받아들였으며, 실제로 그와 같은 행동은 잠깐 표면화되는 것으로 그쳤던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난아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성정체성에 관해 여러 가지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였다. 2011년 경 정난아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서연정을 

‘누나’라고 부르는 등 자신을 남자 또는 트랜스젠더라고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정난아는 그 뒤에 사귀게 된 남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을 여자라고 느끼

는 것으로 보였다. 또 그녀는 성적 지향에서도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수용하고자 

했다.

그 전에도 사고는 되게 많았어요, 제가 좀~, 뭐라고 하지? 머리도 빡빡 

밀고 중학교 때, 막 나 남자인 거 같다고 막 하하하(웃음), 잘못 태어난 거 

같다고 하하하. 머리 빡빡 밀었는데 엄마가, 아이고 아들 같네, 그러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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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어요, 그런 얘기하는 데도. [중략] 여자랑 사귄다고 그럴 때도 (연구자: 

언제?) 중학교 한 2, 3학년 때? 나 여자가 좋다고 여자랑 사귈 거라고, 이

럴 때도 뭔가 되게 불안해하시는 느낌은 있었는데, 정말이냐고. 여자를 만

나는 거까지는 그렇게 터치를 안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도 막 되게 제

가 사고를 많이 치고 엄마가 학교에 좀 많이 불려갔어요. - 정난아

박하은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여자애를 좋아하게 되면서 성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하게 되었다. 또 그녀는 외모가 남자아이 같다며 놀림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박하은은 중학교 3학년 때 남자를 사귀

었는데 성폭력을 당했고 그로 인해 여성성보다는 좀 더 강해보이는 남성적인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그녀에게 여성성은 약함으로 경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면접 당시, 박하은은 자신을 양성애자로 정체화하고 있었다.

 사실 저는 팬픽55)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중3때 같은 반 여자애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 딴에

는.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이제 다 초

경도 하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2차 성징이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러

다보니까 애들이 맨날 나한테 너는 여성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항상 놀린다

던가, 그런 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상처가 되었어요.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아 난 가뜩이나 집안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웃음) 이래 버리

니까, 그러면서 그 때 좀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갖다가 그런 다음에 중

학교 3학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섯 살 연상의 남자친구를 만났었는데, 

그리고 그 여자애는 지나갔죠, [중략] - 박하은

아이구 나도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야겠다, 그 전에도 만나기는 했지만, 

그래서 다시 만났죠. 만나는데 되게 공교롭게도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게 

고1 올라가려고 했을 때 1월 달에. 그러다보니까 완전 완벽하게 혼란스러

워진 거예요. 내가 약해서, 여성이라는 성이 약해서 이렇게 된 건가?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남성성을 일부러 키우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게 

그 다음부터 몇 년에 걸쳐서는 계속 그랬던 거 같아요. 일부러 그니까 막 

어디 가서 막 되게 목소리 크게 얘기한다든가, 요새 얘기로 하자면 SC56)가 

쩐다 (웃음) (연구자: 그게 뭐예요? (웃음)) 센 척. 하하하 (웃음) 옷도 막 

55)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삼아 쓴 소설로, 주로 젊은 남자 연예인들을 주인공을 하는 게이 드라마

가 다수이다.

56) ‘센 척’이란 말을 줄여서 쓰는 말로, 그에 해당하는 영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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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남성처럼 입고, 근데 그러다보니까 고등학교를 여고를 가게 되었는데, 

여고를 가니까는 제가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많아졌어요. 그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또 여중이 있으니까, 아이 관내에서는 제가 좀, (웃음) 잘 

생기기로 유명했었어요. - 박하은

인정은도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양성애’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동성과 ‘연애’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녀는 중·고 시절

에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그 친구

에게 이해를 받으며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 알고 지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는 걔랑 잠깐 

연애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내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

막 여자 애인일 걸(웃음). 근데 연애 기간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걔는 멀

리 살았고. (연구자: 만나지도 못 하는데 연애야?) 서로 의지가 되고~, 그 

때는 그걸 연애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서로 서로 연애라고 생각했었

어, 그거를. 그리고 나도 연애라고 말하고 싶어요. 연애가 꼭~ 만나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고. (연구자: 얼마나 

사귀었어?) 꽤! 고등학교 제일 힘들었던 시기를 같이. 내가 힘들었을 때 그 

친구도 좀 힘들었었거든요. [중략] 기간은 잘 모르겠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사귀었다고 말하기 애매한 게, 헤어진 게 되게 자연스럽게 헤어졌어. 내

가 고3 되면서 연락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니까. - 인정은 

이들은 학창 시절에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성정체성에 대해 큰 갈등을 경험

하였는데, 그 과정은 주로 학교와 가족의 장에서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폭력과 

처벌의 이야기로 대체된다. 이 이야기는 가족과 학교라는 장에 특정한 성정체성 

규범이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과 학교는 고정되고 이분화된 

젠더 체계와 이성애적 섹슈얼리티 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또한 그 규범을 

재생산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조사례인 게이 성노동자 손영윤의 경험 또

한 가족과 학교라는 장에서 작동하며 재생산되는 젠더 및 섹슈얼리티 규범을 

잘 보여준다.

저는 되게 일단 집은 되게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여동

생이 한명 있고 제가 장남이어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음~ 좀 응, 네, 상당

히 보수적으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중략]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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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에 있는 남자학생을 짝사랑하게 돼서, 그 때부터 조금씩 네, 뭐 정체

화라고 할 수 있는 뭔가를 시작한 거 같아요, 그 때부터. [중략] 그냥, 되게 

답답함을 느꼈던 거 같애요. 그니까 자꾸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나도 

괜찮다는 걸 확인받고 싶단 마음도 되게 컸던 거 같고……. - 손영윤

 남녀공학 중학교를 다닐 때는 그냥 그런 적은 있었어요, [중략] 정말 골 

때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도덕 윤리 선생님이 들어와 가지고 수업시

간에, 동성애 그런 거 진짜 변태적인 거다, 그러면서 ‘퀴어 에즈 포

크’(Queer as folk)라든가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 게 정말 변태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음양의 조화에 맞지 않는다’(웃음) 이런 얘길 한

다거나……. 그냥 속으론 정말 아, 저 선생들 정말 싫다고 생각하면서- 다

니긴 다녔어요. - 손영윤

최근 지리학 연구들은 공간이 섹스와 섹슈얼리티 이슈와 관련해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불가피하게 성화되어(sexed) 있음을 논증해왔다. 공간은 성(sex)이 재

현되고 인지되고 이해되는 방식을 반영하는 섹슈얼리티의 역동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Philip Hubbard, 1999: 35). 이 때 ‘일상’ 공간은 이성애

적인 것으로 구성되며, 가족이나 학교, 직업 등 생활의 공간에서 이성애정상성

은 인식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당연시되며 ‘자연스러운’ 규범으로 작동한다. 

Smart & Neale(1997; Hubbard 1999: 37에서 재인용)이 언급하는 것처럼, 후

기 근대사회에서 섹슈얼리티의 지배적 형태인 ‘헤게모니적이고 강제적인 이성애

섹슈얼리티’는 결혼, 가족, 부모됨을 포함해 다양한 제도와 사회관계에서 널리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거의 인지되거나 이론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상의 상호작용은 무성적인 개인 사이가 아니라 섹슈얼리

티의 장소인 몸과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Valentine, 

1993: 397; Hubbard 1999: 37에서 재인용). 

앞에서 본 구술자들의 이야기는 학교라는 장이 섹스, 젠더 등의 측면에서 성

별화되어 있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학교라는 장은 기본적으로 이성애적 공간이

며, 이에 대한 수용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규범으로 인식되기조차 어렵

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위반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다. 한나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가족 관계의 위기

와 학교생활의 위기를 가져온다. 우리사회에서 가족과 학교는 젠더나 섹슈얼리

티를 둘러싼 이성애정상성이라는 규범이 매우 엄격하게 작동하며, 이성애정상성

을 갖는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고 있다. 구술자들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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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대학진학률 22.2 31.9 49.8 65.4 80.8 80.5

전문대학 8.2 12.5 18.0 21.5 23.6 26.0

규범을 위반했을 때는 가족과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혀 규칙 위반에 따른 공식

적 처벌을 받으며, 주변 관계에서 ‘왕따’가 되는 비공식적 처벌을 받는다.

2. 대학 경험

구술자들은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가족의 위기에 처했으며 이로 인해 대학 

진학이 당연시될 수 없었다. 구술자 가운데 대학 입학과 동시에 집을 나온 경우 

대학 진학의 장벽을 넘기는 했지만, 스스로 생계를 부양하고 학비를 마련하며 

대학을 다니기는 벅찬 일이었다. 또 대학 교육의 시장화로 교육비용이 더욱 높

아진 상황에서, 가족의 지원 없이 혼자서 생계를 해결하고 고비용의 비용을 들

이며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도달하기 힘든 과정이었다. 

1) 높은 진학률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약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얼마 후에는 고교졸업생 숫자보다 대학입학정원이 적어질 정도로 ‘기형

적으로 높은 대학진학률’로 진단되며, 학벌사회, 청년실업의 증가, 학력인플레 

현상과 연관되며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대학진학률은 1980년대 30%대에서 

1990년대 급증하여 2000년대 후반 80%대까지 상승하였고 2010년 79%를 기

록했다. 이 같은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8위로, 또 2010년 

말 기준으로 한국 대학생 수는 약 364만여 명으로 19180년대의 64만 여명에 

비해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용환 외, 2011).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성의 대학진학률 또한 이 추세를 반영한

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1990년 31.9%, 2000년 65.4%, 2010년 80.5%로 

가파른 상승세를 볼 수 있다.

<표 8> 여성의 대학진학률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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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3.9 19.4 31.5 43.5 56.7 53.8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송다영, 2014에서 재인용.

구술자들의 대학 진학률은 꽤 높은 편이다. 구술자들의 대학 교육은 대부분 

20~30대의 연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걸쳐 

급증한 대학진학률의 흐름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술자 가운데 중학교를 졸

업하고 생계활동에 뛰어든 이희영과 가출 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

을 딴 박하은을 제외한 구술자 12명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주, 

고미자, 서연정, 강시연 4명이 전문대학에, 은예림, 노경아, 정난아, 현진이, 최

가희, 한나래, 최화영 7명은 4년제 대학에 진학했다. 또 은예림은 대학을 졸업

하고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80%에 이르는 우리사회에서 대학 진학은 누구에게나 강한 이

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비용의 대학 교육비를 하층계급이 감당하

기란 매우 벅찬 일이다. 더구나 구술자들은 가족의 지원 없이 고비용의 대학 교

육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가능한 한 대학에 진학하고자 했

다. 그러나 구술자들은 애초부터 대학 교육을 받는 데에 많은 장벽을 안고 있

다. 이들에게 대학 진학은 고비용을 혼자 감당하며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대단

한 도전이자 시련이었다. 구술자들의 대학 경험은 이 과정에서 성취보다는 좌절

과 삶의 파행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구술자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부터 수월하지 않았다. 특히 하층계급 

출신으로 가족의 위기를 겪은 구술자들에게 대학 진학은 당연한 과정이 아니었

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구술자들은 가족의 경제적 위기 또는 

관계의 위기로 인해 아무런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구술자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혼자 힘으로 그 조건을 마련해야 

했다. 

또 구술자들의 대학 경험은 높은 등록금 등 고비용으로 인해 대학 진학과 대

학 졸업이 별개라는 점을 보여준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대학에 진

학한 구술자들 가운데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소수만이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며 매우 드물게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은 대학을 끝내 졸업하

지 못하였다. 교육과정이 짧은 전문대학 진학자의 경우, 4명 가운데 3명은 그래

도 졸업을 할 수 있었지만, 서연정은 2년 과정의 전문대를 6년 간 다니다가 결

국 그만두었다. 또 4년제 대학 진학자 7명 중에서 은예림, 현진이, 최화영 3명

이 졸업을 했고 3명은 자퇴를, 1명은 휴학을 하였다.  

서연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을 다니던 엄마의 도움으로 취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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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수능시험을 봐서 전문대에 합격했다. 그녀는 

전문대를 다니기 위해 직접 돈을 벌어야 했으므로 야간으로 지원해 직장과 학

업을 병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입학금을 낼 돈이 없어서 친지에게 돈을 

빌려 간신히 입학할 수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서연정이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자 ‘니 주제에 무슨 대학이냐?’며 그녀의 꿈을 좌절시키려고 했다. 서연정은 

이런 아버지를 자녀 교육을 지원해주는 부모이자 지원자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딸을 학대하고 좌절시키는 ‘쓰레기’이며 ‘없는 게 도와주는’ 존재로 구술

하였다. 

‘니 주제에 무슨 대학이냐?’ 그랬고 [중략] ‘니가 그거 한다고 디자이너

가 될 거 같애?’ 이렇게 얘기했어. (속상해서)아우……. 너무 못 됐잖아요? 

어쨌든, 해준 것도 없으면서. [중략] 진실 된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내

가 숨겨도 어차피 아빠가 다 책상이랑 뜯어서 보니까. 아빠는 그냥 쓰레기

예요(웃음). 진짜 없는 게 나아. 없는 게 도와주는, 진짜 그런 생각 못하고 

그랬어요. - 서연정

거처가 없어서 여러 곳을 전전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박하은에게도 대학 진학

의 장벽은 너무나 높았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검정고시로 수능시험 

자격을 갖추었다. 그 뒤 그녀는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아

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학 입시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은 쉽게 

마련되지 않았다. 그녀는 건강 악화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된 어머니의 권유를 계

기로 수능시험을 보았지만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그녀는 대학을 

가지 못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비관하여 자살시도를 하기도 했

다.  

이제 엄마 외압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대학공부를 해야겠다 생각도 있

었고,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집에서는 나오게 되었고, 

쉼터로 다시 들어갔죠. 제가 있었던 쉼터로. 거기서 수능 준비 잘 하는가 

싶었는데 꼭 항상 10월만 되면 이상하게 바람이 들어가 갖고, 갑자기 이제 

시월 달에 획가닥 해갖고 갑자기 집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또 나왔어요 

쉼터를. 그래갖고, 뭐 수능은 다 망치고 그랬죠. 답도 다 밀려 쓰고. 그 때 

이제 충격이 너~무 심해갖고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내가 답 

다 밀려 써 버리고, 내가 원하는 성적도 못 나오고, 더군다나 또, 아 대학

이라는 걸 안 가갖고 사람취급을 내가 이렇게 못 받는데 하면서~ 고시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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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 나이 학력 학업중단 사유 형제자매 학력 부모 학력

이희영 36세 중학교졸업
아버지 치료비, 가족 

생계비
미상 미상

김현주 33세 전문대졸업 - 없음 미상

은예림 29세 대학원재학 - 없음 미상

노경아 39세 대학교중퇴 적성 및 건강문제
둘째언니 

대학원졸
미상

고미자 24세 전문대졸업 남자친구의 없음 미상

서 자살 시도 같은 걸 했었어요. - 박하은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구술자들은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가족의 지원

이 부재했고 혼자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과 시간을 마련할 

수 없었다. 또 이들이 어렵게 대학 진학의 장벽을 넘어선다고 해도 대학 교육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기 위한 장벽은 더욱 높기만 했다. 

부모님도 원했지만 저도……. 그니까 그게 약간 자존심 같은 거라고 생각

을 해서 그냥~ 일단 그 때는 철이 없었고 띨띨했을 때니까. [중략] 자존심

이 상한 거죠. 근데 이제 재수만 했으면 들어본 대학, 서울권에 갈 수 있었

을 거예요. 그런데 더 좀 욕심을 해가지고……. 아~ 그냥 재수까지만 할 걸 

그랬나 봐요. [중략] 서울권을 떠나가지고, 그냥 그럼 집을 떠나자 해서 **

으로 갔죠. - 조화영

한편 중간계급 출신인 한나래와 조화영은 가족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나

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했으나 원하던 학교가 아니어서 대

학을 휴학하고 반년 정도 공부해 다시 입시를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

을 포기하고 이미 진학한 대학에 다니게 되었다. 또 조화영은 대학 입시에 세 

번을 계속 실패해서 ‘사수’ 끝에 서울에서 먼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

었다. 

다음 표에서 구술자들의 학력과 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사유, 가족의 학

력을 정리하였다. 

<표 9> 구술자들의 학력과 학업중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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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협박

박하은 26세 고졸 가출, 생계문제 고졸
부: 고졸

모: 미상

현진이 31세 대졸 - 미상 미상

정난아 26세 대학교중퇴 학비, 생계비 없음
부: 대졸 

모: 대졸

인정은 26세 대졸 - 대졸 미상

서연정 36세 전문대중퇴 직장과 학업 병행 대졸
부: 고졸 

모: 대졸

최가희 28세 대학교중퇴 학비조달 어려움 미상
부: 대졸 

모: 초졸

한나래 21세 대학교휴학 적응 어려움 고등학교 재학
부: 대졸 

모: 대졸

강시연 27세 전문대졸업 - 미상 미상

조화영 39세 대졸 - 미상
부: 대졸

모: 미상

2) 낮은 졸업률, 지위 상승의 불가능성

(1) 비싼 학비

정난아, 현진이, 최가희, 한나래는 가족의 지원을 받으며 고등학교 다녀 수능

시험을 마친 뒤 대학 입학을 기점으로 집을 나왔다. 그래서 이들은 대학 진학이

라는 장벽은 넘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정난아와 최가희는 집을 나온 뒤 가족과 

단절하고 살면서 가족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으며 결국 대학을 자

퇴하고 말았다. 

정난아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했으나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며 학교를 다니

다가 두 학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퇴했다. 그녀는 월세와 학비를 벌기 위해 편의

점 아르바이트를 밤부터 낮 12시까지 하면서 수업을 듣는 일이 벅찼으며, 전공

으로 선택한 학과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달랐고 잘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08년. 이제 막 대학 들어가고 학자금 대출 받고 월세도 내가 내야 되

고 이제 학기 시작하니까 이제 낮에 일을 못 하지, 저녁에 편의점 알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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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니까 아침(까지) 12시간씩 일해야 하고 이러니까. [중략] 학교~가 

제가 생각했던 대학이 아니어 가지고. 그니까 공부하려고 대학 가는 거였

지, 그리고 제가 나름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나한테 

맞는 학과를 고르기엔 제가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중략] 그래도 아, 이렇

게 힘들게 돈 벌고 있는데 다닐까 싶긴 하는데 못 다니겠더라고요, 너무 안 

맞아서. 교양 같은 게 근데 재밌게 잘 들었어요. - 정난아 

서연정은 전문대를 6년 동안 다니다가 결국 2학점을 채우지 못해 졸업을 하

지 못했다. 그녀는 면접 당시 졸업을 하지 못한 게 ‘아쉽다’며, 당시 자퇴를 할 

때는 돈을 모아서 한 학기를 더 다닌다는 게 ‘너무 지겨웠다’고 구술했다. 남들

은 4년제 대학도 ‘훅 금방’ 졸업하는데 전문대를 6년 동안 다녀야 했고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도 많아서 학교를 다니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는 것이다. 

계속 회사 다니는데 회사 다니면서~ 학교 다니고, 또 돈 모아갖고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학교 졸업을 못 했어요. 2학점이 모자랐

어요. 근데 그 2학점 때문에 내가 또 다니면서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연구자: 등록금이 얼마야?) 280요, 당시. 280, 그거 

없을 때는 220정도. 근데 그렇게, 거의 한 4,5년을 그렇게 사니깐(한숨 쉬

며), 너무 지겨운 거예요. - 서연정

최가희는 공부를 잘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지만, 가족 내의 폭력과 학대

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는 집을 나와야했

다. 그녀는 학원 강사 일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대학을 다니는 비용과 생계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해야 했다. 결국 그녀는 

7년 동안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채 자퇴를 했다. 그녀는 그 

오랜 기간 동안 혼자 고생하며 대학을 다녔지만, 더 이상 그 생활을 버티는 게 

불가능할 만큼 지쳐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대학 자퇴와 함께 학원강사도 그만

두어야 했다. 그 뒤 그녀는 노점에서 며칠 가방을 팔아보기도 하며 새로운 일자

리를 구했지만, 모두 시급이 너무 낮고 체력적으로 오래 하기가 힘들었다. 그녀

는 돈이 없어 한번 사채를 써보기도 했는데 빚 독촉을 받는 것도 너무 고통스

러웠다.

 스무 살 때 집을 나왔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지(웃음). 돈이 한 푼도 없

었고 그 때 친구한테 삼십만 원을 빌려가지고 고시원을 딱 얻어서 나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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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삼십만 원 외에는 아무~ 돈이 없었어요, 정말 차비도. 그래서 옷가

지 갈아입을 거 몇 개랑 해서 집을 나왔고, 그 이후로 부모님이랑 연락을 

안 했어요. 안 했고, 음~, 그 때 생각을 했죠. 나는 밖에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집으로 돌아가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정말 고시원이 너

무 열악해서(미소) 막 겨울에 담 오고(웃음), 막 배고파 가지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날도 많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집에 있

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근

데 다행히 뭐, 학교는 이름이 있는 학교였으니까 과외 같은 거 구해서 하고 

그러면 조금 생활이 펴고, 학원 강사도 아르바이트로 짬짬이 하고 이러면 

이제 밥 먹을 돈은 생기는 거죠. - 최가희

또 대학 진학에 대해 많은 미련을 갖고 있었던 박하은은, 2014년에 인터넷에 

쓴 글을 통해 대학 교육에 드는 비용과 그에 대한 보상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생각이 바뀌었음을 밝혔다. 그녀는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서 대학

에 다녔더라면 그 비용이 학자금대출로 고스란히 남았을 거라며 대학에 진학하

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결국,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대학 교육을 통해 학력자원을 갖추지 못했으며 지

위상승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가 없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할 가족 자원

이나 가족재생산전략도 부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사회에서 대학 진학률이 

높아져 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학력 인플레이션’이나 ‘88

만원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낮아졌다. 또한 괜찮

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대졸 학력만으로는 부족하며 대학 재학 중 해외연수 

경험 같은 갖가지 ‘스펙’이나 학력자원을 갖추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족 자원이 부족하고 학력 자본을 갖추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구술

자들에게 대학 경험은 고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성취 불가능한 과정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구술자들의 대학 경험에서 ‘공부’나 ‘학문 탐구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1970년대 대학을 다닌 여성들의 경험(이혜

정, 2012: 114)과 달리, 이들에게 대학 교육은 공부의 경험보다는 대학을 다니

기 위해 학비,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고비용의 압박으로, 고통으로 그리고 수

많은 아르바이트의 경험으로 대체되었다.

당장 경제적인 게 너무 컸던 거지. 학교를 다니면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

었고. [중략] 휴학을~ 한 네 번은 한 거 같애요. 제가 스물여덟이고 아직까

지도 졸업을 못한 상태로 그만뒀으니까. 휴학을 네 번? 다섯 번은 했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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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제 더 이상 휴학을 하는 게(미소), 뭔가 규정? 규정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규정에도 아마 좀 뭐가 걸리는 게 있었던 거 같고, 그리고 마칠, 

휴학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때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었던 거 같애. - 최가희

그래갖고 붙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욕을 먹고, 저한테 무슨 말 했냐면 그

건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거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슬픈 목소리로). 그 

얘기는, 어, 그 얘기는 술 먹고 하면 아직도 눈물 나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눈물 날 거 같애(미소). ‘니 주제에 무슨 대학이냐?’ - 서연정

20~30대 구술자들 가운데 다수가 대학 교육을 경험했던 것은, 우리사회의 

대학 진학률이 80%에 이르며 점점 고학력 사회가 되어가는 추세를 반영한다. 

대학 교육은 일반적 의미에서 볼 때 직업세계를 준비하고 결정하며 사회경제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우리사회가 지나치게 학력을 추구하고 또 그

것을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학벌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대학 교육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자체가 부재한 상

황에서, 가족 자원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생계부양자의 길을 걸었던 구술자들에

게 대학교육은 성취보다는 좌절의 과정이었으며 지위상승의 불가능성을 의미했

다. 결과적으로 구술자들의 대학 경험 또한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표식이 되지 

못했다. 이 구술자들의 생애 이야기는 1970년대 대학을 다니고 그것이 이후 삶

에서 중요한 표식이 되었던 여성들의 경험(이혜정, 2012: 105)과 상반된 자리

에 위치한다. 

(2) 심리적 저항감

구술자들의 대학 이야기에는 그들이 대학생으로서 부절적한 존재라는 ‘자격’

에 대한 내적 저항감 또는 자괴감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폭력적인 가족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학을 

다닐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자기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서연정은 직장을 다니며 야간으로 전문대를 다니면서 들었던 자괴감을 구술

했다.  그녀는 전문대를 6년 동안 다녀 동급생들에 비해 나이가 많은 ‘왕언니’

였지만 그러고도 졸업하지 못하는 처지였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에 대

해 주변 사람들과 ‘**디자인과’가 아니라 학기가 긴 ‘의대’를 다니냐며 농담을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학생들과 다른 자신의 경제적 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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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다닐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반문을 내포하며, 그녀는 그래서 당시에 죽기

보다 싫은 감정을 느꼈던 것이다.

그, 암튼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4년제도 훅 금방 졸업하는데, [중략] 

복학했을 때 막 스물네 살, 스물다섯 살, 그러니까 스물여섯 살 되었을 땐 

애들이 정말 왕언니 같이 느꼈거든요(웃음). [중략] 나도 지금 생각하면 그 

2학점 더 할 걸 그러는데 그 때는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중략] 그래서 사

람들이 저한테 그랬어. ‘**’가 아니라 의대를 다닌 거 같다. 막 이랬어요, 

**디자인 아니고 의대를~(웃음) - 서연정

최가희는 대학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다른 학생들과 달라서 학교에 다

니는 게 힘들었다고 구술했다. 최가희는 자신이 나고 자란 집은 대학을 다니기

에는 적당한 곳이 아니었으며 자신은 ‘정신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대학에서 만

난 친구들, 소위 명문대 학생들과 다르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가족은 

어둠의 영역이라면 대학은 밝음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 사이의 이질감을 극복

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그녀는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자신이 

‘명문대’를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며 ‘밝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다고 말했다. 

 (웃음)어두운, 어둡게 자라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을 하고, 저는 

소위 이제 사회에서 말하는 좀 좋은 대학? 좋은 대학에 갔어요. 갔는데 뭐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애가 정신적으로 너무 어두우니까 제대로 일상생활

을 못 하는 거야,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 그래서 너무~ 막 힘들어서 이제 

집을 나왔어요. [중략] 그냥,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남자

친구도 **대를 나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저도 뭐 나름 이름 있는 학교를 

나왔고, 제 친구들 보면 뭐 다 서울대, 연고대, 다 명문대 학생들이고 그래

요. 근데 나는 항상 그 사람들하고 내가 다르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

요. 물론 그들도 되게, 그들의 삶도 평탄~ 삶이 평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다 어렵고 힘들게 견디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렇기

는 한데 좀 강박적으로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고’ 그런 생각이 되게 많

이 있었고, ‘나는 저들하고 똑같이 명문대를 졸업해서 되게 좋은 직장에 들

어가고 그냥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벌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별

로 없었어요. - 최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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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래 또한 가정폭력, 성정체성에 대한 처벌과 왕따 경험이 삶의 과정에서 

계속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녀는 대학을 다니는데 어려움

을 겪어 휴학을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폭력과 학대, 그리고 섹슈얼리티 정체성 

등으로 인한 ‘왕따’ 경험을 갖고 있다. 그녀는 그로 인해 ‘사람 대하는 것’이 너

무 힘들었으며 대학 생활과 학원교사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말

했다. 그녀는 학원 강사를 할 때 다른 교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힘들었으며 

‘내가 있으면 안 될 자리’처럼 느꼈다는 것이다. 또 대학 수업을 들을 때에도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존재’로 느껴야만 했다.

수업 준비를 하라고 여섯시 반까지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

은 일찍 와서 같이 저녁도 먹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뭔가 그런 커뮤

니케이션이 있는데, 저는 들어가서 인사하는 것도 버거운 거예요(웃음). 이

게 자연스러운 행동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혹시 친한 척하고 불쾌한 

짓이 아닐까? 내가 여기 껴도 되나? 아우 막, 내가 있으면 안 될 자리인 거 

같고, 되게 불편해가지고 혼자 구석에 있고(미소)……. 응. - 한나래  

한편 조화영도 대학생으로서 스스로의 자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그녀는 대학을 떨어진 후 4년간 진학을 준비하며 ‘사수’를 했지만 성적은 

점점 떨어졌고 그래서 멀리 있는 ‘지방대’에 입학하여 졸업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닌 학교와 학생들에 대해 ‘지방대~ 공부 못하는 지방대’, ‘별 볼 일 

없는 학생’이라고 구술했다. 조화영은 대학을 나온 뒤 대학 전공과는 무관한 영

화 일을 하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계를 해결했다. 

이들이 대학 교육을 받기에 부적절한 존재라는 느끼는 것은 가족이나 학교에

서 받은 낮은 평가, 가족의 폭력과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가 중요한 요인으로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이와 같은 가족과 학교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부적

절한 오점을 가진 존재로 여기게 되며 일종의 낙인을 내면화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술자들이 경험한 가족의 폭력과 학대 등 경제 외적 위기사건들은 

이후 삶의 과정에서 경제적인 제약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제약으로 작

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밖에도, 구술자들의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

나지는 않은 다른 대학교육 시스템의 문제점도 이들의 트라우마의 요인으로 부

가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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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교육의 계급성과 매춘

(1) 대학의 기업화와 ‘여대생 매춘’

구술자들의 대학 경험은 가족의 지원 없이 대학을 진학하며 겪는 고통스런 

과정을 보여준다. 또 이들의 대학 경험은 대학교육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중요

성과는 달리, 순전히 사적인 자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대학 교

육에서 좌절과 포기의 과정을 경험했으며, 이 경험은 우리사회에 교육의 공공성

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구술자들이 생계부양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스스로 생계부양자의 길을 걸어야 했고 그 과정에 가족이나 시장 외에 공적

인 성격을 갖는 ‘사회’는 부재했다. 그들의 대학 경험 또한 교육이라는 장에서 

교육의 공공성은 어떻게 담보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교육제도를 지탱하는 

가족과 시장 영역 이외에 어떤 (공적인) 사회가 존재하는지 묻고 있다. 즉, 그들

의 대학 경험에서 대학교육의 공공성 또는 대학교육의 사회적 성격은 어디에서

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에 진학한 구술자 가운데 정난아, 인정은은 비싼 학비를 감당하며 수업을 

듣기 위해 바와 업소에서 성서비스 일을 하였다. 하지만 정난아는 결국 졸업을 

포기하고 자퇴하였다. 또 최가희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 결국 한 학기

를 채우지 못해 졸업을 포기했다. 그 뒤 그녀는 핸드플레이 업소에서 매춘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으며 한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한 뒤 대학에 재입학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정난아는 집창촌, 룸살롱 등에서 성서비스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전에 하던 아

르바이트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대학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당시에 학자금대출로 대학 비용을 감당하고 졸업한 뒤 취직을 해 돈을 버는 것

보다는 학교를 그만두고 성서비스 일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 면접 당시

에도, 그녀는 대학을 자퇴한 것에 대해 별 미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히

려 주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며 대학 교육은 ‘수

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대학을 다닐 필요 없겠다 생각했어요. 이 일을 계속 해도 되겠다라는 생

각을 했었거든요. [중략] 친구들 막 직장 시작, 취직 준비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봤을 때 야 얼마나 버냐? 라고 했을 때, 이백? 이백도 안 됐죠. 한 백

팔십 뭐. 그리고 그, 그만두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빠듯빠

듯 사년 동안 사천만원 넘게 들여 가지고 대학 나와 가지고 왜 돈을 백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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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밖에 못 벌고……. 이 생각이 들었어요, 수지타산이 안 맞다는 느낌? 투

자하는 거에 비해. [중략] (연구자: 나이 들거나 이랬을 때 걱정은 안 했

어?) 예, 그 때 집창촌에 있을 때 나이든 언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개념 없었어요. 아 내가 나이 들어도 일 할 수 있잖아~라는 생각에. 그리고 

대학 나와서 그렇게 엄청 빡세게 일 하는데 그거 버느니 그냥 나는 쉬엄쉬

엄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래~라는 생각에. - 정난아

최가희는 두 번째 면접에서 대학에 재입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러

기 위해서 ‘여름이 끝날 때까지’ 몇 달 더 ‘데이트방’에서 일을 해 한 학기 등록

금과 생활비가 될 몇 백 만원을 모으려고 계획했다. 그리고 다시 3개월 뒤에 

그녀를 만났는데, 그 때 그녀는 그 돈을 모으지 못했고 재입학을 하지 못한 상

태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고비용의 대학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성서비스를 

하게 된 과정을 보여준다. 이들의 경험에서, 점점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대학을 가는 게 ‘정상성’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가족 자원이 없는 이 여성들은 

대학 학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며 성서비스에 내몰리게 된다. 신자유주

의 시대 대학 교육의 현 주소는 여성들이 놓인 열악한 노동환경과 만나며 이른

바 ‘여대생 매춘’을 낳고 있다. 점점 공공성을 잃고 시장화된 현재의 대학은 가

족 자원이 부재한 여대생들이 매춘을 포함한 성서비스로 마련한 비싼 등록금을 

받고 교육서비스를 파는 기업과 다름없는 모습이다. 

우리사회의 대학교육은 ‘고비용·저만족의 대학교육’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평균 등록금은 6,618달러로 미국, 칠레, 터키에 이

어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청년실업자를 양산하는 대졸

자 과잉공급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대졸 취업자들의 대학만족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최용환 외, 2011). 높은 대학진학률과 이에 비례하는 대졸자들의 실업

률은 ‘학력’ 지표가 중요하게 작동하면서도 대학교육이 직업과 실제적으로 연결

되지 못하는 기형적인 우리사회의 ‘학벌주의’ 이데올로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고비용의 대학 교육은 계급적 성격을 띤다. 등록금과 함께 점점 다양해

지는 ‘스펙’을 쌓는데 드는 비용 등 대학 교육에 드는 높은 비용은 계급 이동뿐 

아니라 안정적 직업 진입을 통해 삶의 토대를 마련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기 

때문이다. 대학은 젊은 세대 모두에게 대학에 들어오라고 권하고 그들에게서 고

액의 등록금을 받는다. 이로써 대학은 현상유지를 하거나 혹은 확대된다. 가족

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부 젊은 여성은 그들의 섹슈얼리티를 판매서 등록금

을 납부한다. 그러나 대학은 그들에게 적절한 대가 혹은 보상을 제공하지 못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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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벌사회의 무자격자들

앞서 살펴본 구술자들의 대학 경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대학에 들어갔으나 대학 교육비를 스스로 마련하며 다녀야 

했던 경우에 끝내 대학을 졸업할 수 없었다. 이 경우에 돈벌이와 학업을 병행하

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대학을 다녔으나 졸업을 할 

때까지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없어 대학을 포기하게 되었다. 둘째,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도, 특히 전문대를 졸업한 구술자의 경우 그 뒤 직업과 아

무런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들의 출신 대학이 대학의 서열에서 

하위를 차지하거나 배제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대학 자체를 진학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이들은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입학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애초에 박탈당했다. 

구술자들은 대부분 대학에 입학했다 하더라도 대학 졸업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에게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취업의 기회나 지위 상승의 기회

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또 구술자 가운데 은예림, 인정은은 대학을 졸업

하였지만, 영어 능력을 비롯해 취업을 위한 각종 스펙을 쌓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가족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성취는 자꾸만 지연되고 있다. 대체

로 구술자들은 대학 졸업 등 유의미한 사회경제적 지렛대가 될 자격을 갖지 못

했으며, 학벌사회의 무자격자들로 위치한다.

우리사회에서 대학 교육의 사교육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으며, 대학 교육의 

계급적 성격도 강화되고 있다. 고등교육이 대중화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와 관련 없이 교육열이 높은 상황에서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며 동시에 불확실

한 투자의 장이 되고 있다. 2007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국민소비행태 및 의

식구조 조사는 사교육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생 사교육비가 중

고교생 사교육비보다 가계에 더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대학생이 있는 가정은 1인당 월평균 36만 83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

고, 이 액수는 중고교생 34만 1000원보다 높았다. 대학입시 준비에 집중되던 

사교육이 이제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의 자격증 취득, 영어성적 향상을 위

한 사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다. 사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움에도 한국의 부모가 사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자식의 진정한 독립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자식이 학벌사

회에서 유일하게 독립할 수 있는 길은 대체로 입시를 통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 

안정되고 경제력 있는 일자리를 얻는 것이다. (김현미, 2011: 43-45). 

구술자들이 대학 교육의 과정에서 맛본 좌절과 고통은 ‘학벌주의’라는 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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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커다란 폐해에 그 우선적 책임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교육 자체를 시

도할 수 없었던 어려운 경제적 조건, 가족의 지원 부재, 스스로 생계부양을 책

임지면서 안간힘을 썼던 대학 생활의 도전과 좌절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다. 우

리사회에서 대학진학률은 80% 수준에 이르며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이

지만 대학교육에 드는 고비용은 고스란히 개인(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나 교육비용이 높아지는 것에 반비례하여 대학의 

공공성이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학교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구술한 경우는 정난아, 서연정, 인정은, 최가

희 정도에 한정되었으며, 나머지 구술자의 생애이야기에서 학교이야기는 아예 

등장하지 않거나 최종학력을 언급하는 정도였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애이야기에

서 학교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학교 이야기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김현주, 강시연은 전문대를 졸업했는데, 고등

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경제적 배경

에 비하면 전문대를 진학한 것은 그다지 학업의 성취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현주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는 식으로 학교를 다니던 

시기를 자신의 생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기준으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녀에

게 그 얘기는 대개 ‘친엄마’나 ‘새엄마’와의 만남 등 가족 이야기와 관련될 뿐, 

실제 학교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딴 데로 가면서 그 분이 마지막 엄마죠. 젊

으신 분이고, 근데 중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사춘기가 딱 오면서, 집에서 

엄마가 룸살롱도 하시고~ 나이트도 하시고~ [중략] **에서 태어나서 &&

로 갔죠. 6학년 때. 그래서 거기서 대학교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때 스무 살 엄마가 대학 보내고, 근데 집이 너무 싫은 거예요. - 김현주 

현진이는 생애 이야기에서 ‘학교’는 ‘따돌림 당한’ 기억으로 구술되거나 친족

의 성폭력과 정서적 학대로 고통스러웠던 가족과 집을 나오던 시기로 ‘대학’이 

언급될 뿐이다. 또 그녀는 뒤늦게 30대에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학점은행 형태로 

대학을 다니며 무용과 연기를 전공하여 졸업했지만, 이것은 그녀의 삶에서 자원

이 되지 못했다. 

노경아도 대학에서 언어 관련 학과에 진학했는데, 학력을 묻는 질문에 대학을 

중퇴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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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번이라 그 때 ***랑 수교하던 때여서 굉장히 인기학과였어요. 

저는 모르고 이제 들어간 거죠. [중략] 제가 3학년 때 중퇴를 했는데, 원래 

처음에 그 과에 들어가고 싶었던 게 아니었고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었고 

3년 내내 다른 공부를 했어요. 저 1학년 들어가서부터 전공공부 안 하고요 

글 쓰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문예창작반 들어가서 글 쓰고 계속 그것만 

했던 거 같애요. 결국은 제가 3학년 때 그만두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 때 디스크 걸려서 수술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학교 

공부도 학사경고 맞은 상태였고 등등. - 노경아 

마지막으로, 은예림은 2011년 면접 당시에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그럼에

도 그녀는 생애이야기에서 혹시라도 자기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학교 이야기를 제외했다. 그녀의 학교 이야기는 아버지가 

사망하여 돈을 벌어야 했던 시기로, 또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으로만 등장할 뿐이었다.

저 진짜 등록금 저는 굶어본 적도 있거든요. 돈 없어서 정말. 등록금 내

고 나면 돈이 하나도 없어서 생라면 하나 가지고 사등분해서 먹고, [중략] 

논문이나 써서 도와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누가 이런 거……. (웃음) 보

통 사람은 상상도 못하죠. - 은예림

또 고미자도 생애 이야기를 요청하자 한국에 오게 된 이유를 언급하며, 대학

에 들어갔지만 남자친구의 폭력과 협박으로 인해 다닐 수 없었다는 얘기 외에

는 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살던 고향에는 그… 유니버시티 들어갔는데 문제 때문에 나와

서, 들어가자마자 그만뒀어요. [중략]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요. 제 옛날 

남자친구 때문에 온 거거든요. 이제 오랫동안 사귀었는데요, 걔가 갑자기 

변해서 이제 막 걔한테 많이 맞고 살았어요. (연구자: 어디서요? 미국?) 네. 

미국에서요. 그때부터 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다시 나왔어요. 걔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여튼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한국으

로 도망 왔어요. - 고미자

이 구술자들에게 학교 또는 학력이 현재 자신의 삶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

았으며, 직업을 갖는데 어떤 자격 조건으로도 동원되지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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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구술자들에게 학교라는 장은 그다지 기억할만한 특별한 장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학교 이야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

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이후 직업을 갖는데 기여할 만한 학력을 성취한 게 아

니었으며, 이들의 학교 경험은 이후 삶의 과정에서 특별한 표식으로 작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대학 교육은 직업을 갖는 일정한 자격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대학진학률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우리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강

한 이데올로기이자 ‘정상성’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구술자들의 경험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가족의 지지와 지원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공공성이 결여된 고비

용의 대학교육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나 여성들은 이런 조건은 대학 학

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성서비스에 내몰리며 이른바 ‘여대생 매춘’

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며 성서비스에 내몰리는 ‘조

건’은 단지 ‘매춘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 한국의 학교 및 젠더 체제 

속에서 가족의 지지와 자원이 부재한 여성들이라면 거의 피해가기 힘든 공통의 

문제이다. 또 이들에게 대학 졸업은 대학 진학과 별개이거나 오랜 시간이 걸려 

졸업에 이른다고 해도, 취업 등 이후 삶의 과정에서 차별화되지 못하는 이들의 

학력은 유의미한 표식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결국, 이들이 직면할 직업세계의 

경험은 매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4장에서는 이들의 험난한 직업 이

야기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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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직업 이야기

이 장에서는 구술자들의 직업 이야기를 통해 이들의 직업 경험과 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이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이동하는 과정은 구술자들이 생계부

양자의 길을 걸으며 겪는 어려움과 함께 이 여성들이 놓인 노동시장의 현실을 

보여준다. 또 이들이 자신이 놓여있는 조건에서 돈을 벌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지 그 선택의 경로와 행위성 또한 엿볼 수 있다. 

구술자들이 경험한 직업은 매우 다양했다. 또 구술자들은 모두 여러 가지의 

직업 이력을 갖고 있다. 성서비스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구술자들은 성서비스 

노동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했으며, 더러는 성서비스 일과 다른 일

을 병행하기도 했다. 그들은 주로 생계활동으로 임시 성격의 단기 ‘아르바이트’

를, 저임금의 열악한 조건에서 감내해야 했다. 이들에게 매춘을 포함한 성서비

스는 일하는 시간에 비해 소득이 높은 일자리이며 생계 해결책이었다. 이들의 

직업 경험은 학력 자원이 없는 20~30대 여성이 처하는 직업 현실과 젠더화되

고 위계화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보여준다. 

1. ‘알바’의 세계

1) 청소년 노동

 

구술자들은 가족의 경제적 요인 또는 가정폭력과 이혼 같은 경제 외적 요인

으로 비교적 이른 나이에 생계 부양을 위해 돈벌이에 나섰다. 이희영과 박하은

은 16살인 중학교 3학년 때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이는 구술자 가운데 가장 

이른 나이에 생계활동을 시작한 경우이다. 박하은은 학교를 다니며 분식집 서

빙,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하였는데 그 뒤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계를 해결했다. 고미자는 미국에서 살던 17살 때 ‘아

웃콜’ 형태의 성서비스57)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그녀는 그 일을 그만두라며 

폭력을 휘두르고 그녀 어머니에게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남자친구를 피해 한

국에 오게 되었다. 그녀는 영어강사 자리를 구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아 판매직

57) 고객의 전화 요구에 방문하여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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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했는데, 노동 시간에 비해 월급이 적어 몇 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서연정은 고등학교 1학년인 17살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용돈

을 벌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직업반에서 여러 자격증을 따고 졸업을 

한 뒤 취업을 했다. 한나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인터넷 조건만남으로 돈

을 벌기 시작했다. 그녀는 중간계급 출신으로 가정환경이 빈곤했던 것은 아니었

지만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어머니의 통제 등으로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용

돈이 부족했다.

정난아, 인정은은 수능시험을 마친 19살에, 또 은예림, 노경아, 현진이는 대

학에 입학한 20살에 돈을 벌기 시작했다. 또 조화영은 사수를 해서 대학에 입

학한 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김현주는 구술자 가운데 돈벌이 시작 시기가 

늦은 편으로 23살에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전문대를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는 아버지에게 생계를 부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조화영은 대학에 다니

던 25살에 바나 맥줏집 같은 데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면접 

당시까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렇

지만 그녀는 자립의 부담을 점점 강하게 느꼈으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

다가 룸살롱에서 일하게 되었다.

구술자 가운데 생업활동을 시작한 시기와 성서비스를 시작한 시기에는 약간

씩 다르지만, 생업활동을 이른 나이에 시작한 경우 성서비스를 시작한 시기도 

비교적 빠르다는 상관성이 있었다. 이희영, 박하은, 고미자, 한나래, 강시연, 정

난아는 생업활동 시기와 매춘 진입 시기가 거의 일치했다. 이희영, 박하은은 16

살, 고미자와 한나래는 17살에 돈벌이를 시작했으며 또 거의 같은 시기에 매춘

을 포함한 성서비스를 경험했다. 

당시에 구술자들은 생계부양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희영은 아버지의 

수술비와 가족 생계비를 벌어야 했고, 박하은은 외할머니와 살며 직접 필요한 

생계비와 학비를 벌어야 했다. 또, 강시연과 정난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돈

벌이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서비스 일을 시작했다. 강시연은 아버지

의 사고로 큰돈이 필요했고, 정난아는 가출 후 직접 돈을 벌어 대학을 다녀야 

했다. 처음에 구술자들은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젊은 여성이 할 수 있는 직종

으로 인식된 커피숍이나 음식점, 편의점 같은 곳에서 일을 했다. 이들이 어린 

나이에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었으며, 또 일을 구한다고 해도 육체

적으로 감당하기 힘들거나 소득이 적은 매우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들이었다. 우

리사회에서 청소년 노동은 현실에서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금기의 영역으로 인

식되어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구술자들의 경험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약들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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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들이 나름의 전략을 통해 일을 시작

하더라도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하기란 힘들다. 더구

나 직업 위계에서 청소년들은 별다른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식당 서빙이나 가게 점원, 주유원 같이 단순노동 또는 저숙련의 일이거나 술집 

또는 조건만남처럼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즉 대부분 ‘몸’을 이용한 일자리가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또 윤선미‧이나영(2012: 147-149)이 지적하듯, 청소년의 

노동시장 내 불안정한 위치는 이들을 ‘또 하나의 산업예비군’으로 만들어 고용

주들로 하여금 손쉽게 착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도 한다. 결국 ‘보호’라

는 명분하에 청소년을 노동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규정이 오히려 청

소년을 노동시장 내에 더욱 열악한 위치에 처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청

소년들 역시 자신들이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으며 손쉬운 

착취의 대상이 되는지 잘 알고 있다. 

한편 구술자 가운데 노경아, 서연정, 최가희, 현진이, 은예림, 인정은은 생업

활동 시작 시기와 성서비스 진입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연정

은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기도 했지만 전문대를 다니며 학업을 

병행하다가 결혼해 약 6년 동안 전업주부로 출산과 양육을 했다. 그 뒤 그녀는 

별거와 함께 자신과 아이들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돈벌이를 시작하며 곧 성

서비스 일을 하게 되었다. 노경아도 전업주부로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한 

뒤 다시 생계활동을 했다. 서연정과 노경아는 결혼과 함께 전업주부로 일하며 

남편에게 생계부양을 받아 노동시장에 나오는 시기를 유보할 수 있었다. 또 최

가희, 은예림, 인정은, 현진이는 대학을 다니며 학원 강사, 과외 같이 대학생에

게 열려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나중에 성서비스 일을 시작했다. 이들의 경우 

대학교 재학이라는 학력은 다른 일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은 아르바

이트를 하며 ‘버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구술자들에게 결혼생활이나 대학생이라는 학력 요인은 부모의 생계부양과 

마찬가지로 직접 생계부양을 해야 하는 압력을 유예하거나 낮추는 요인이 되었

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구술자들보다 좀 더 늦게 성서비스 노동에 종사하게 되

었다. 그러나 이 구술자들은 좀 늦은 연령대에 다른 구술자들과 마찬가지로 취

업을 준비할 경제적 여유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생계부양의 압력에 떠밀려 성

서비스 노동을 하게 되었다.

아래 표에서 구술자들의 경제활동과 성서비스 시작 시기를 비교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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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 나이
생업활동 시작 성서비스 시작

나이 동기 직종 나이 유형

이희영 36세 16세 아버지 치료비 커피숍 서빙 16세 단란주점

김현주 33세 23세
카드빚 (아버지 

부채)

남성휴게텔 

카운터
25세 노래방도우미

은예림 29세 20세
가족 부양, 학비

(아버지 사망)
신문·우유 배달 25세 애인대행

노경아 39세 20세 학비
커피숍, 호프집, 

공장
39세 애인대행

고미자 24세 17세 용돈 아웃콜 (미국) 17세 아웃콜

박하은 26세 17세

생계비, 학비

(부모 이혼, 

조손가족)

노래방도우미, 

분식집
17세 노래방도우미

현진이 31세 20세 생계비 (가출) 학생코칭교육 31세 착석 바

정난아 26세 20세
생계비, 학비 

(가출)
편의점 알바 20세 집창촌

인정은 26세 19세 용돈, 학비 편의점 알바 24세 착석 바

서연정 36세 18세 용돈
패스트푸드점 

알바
33세 안마시술소

최가희 28세 20세
생계비, 학비 

(가출)
학원 강사 28세 데이트방

한나래 21세 17세 용돈 (부모와 갈등) 조건만남 17세 조건만남

강시연 27세 20세
가족 부양, 치료비

(아버지 사고)
레스토랑 서빙 20세 핸드플레이

조화영 39세 25세 용돈 서빙, 토킹바 25세 토킹바

<표 10> 구술자의 경제활동과 성서비스 시작 시기 비교

2) ‘알바들’: 직업 위계의 하단, 프레카리아트

구술자들은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알바’ 자리를 단기간에 경험하고 빠르게 

이동했다. 이들이 경험한 일자리들은 대체로 비정규직 일자리였으며,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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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하여 전일근무(full time job)나 시간제 근무(part-time job)이기도 했

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이 경험한 일자리를 ‘아르바이트’나 ‘알바’로 부른다. 그 

이유는 구술자들이 대체로 자신의 직업 경험을 그렇게 불렀으며,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임시로 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노동 현장에서 짧은 기간에 대체되는 임시 인력이라는 특징을 반영하며 이름 

대신 ‘알바들’로 불리기도 한다.

구술자들이 경험한 아르바이트 또는 알바에 대한 이야기는 신자유주의 질서

에서 새로운 위험한 계급으로 주목된 ‘프레카리아트’(precariat)와 많은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프레카리아트는 흔히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트를 의미하는데, 

1980년대에 프랑스 사회학자들이 일시직 노동자나 계절노동자를 묘사하기 위

해 최초로 사용하였다. 이 말은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노동하는 신분이라는 의미를 넘어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일본에서는 ‘근로 빈

민’과 동의어로 임시노동에 밀려들어간 사람들을 의미하였다. 프레카리아트는 

계급이나 직업이라는 기존의 개념에 깔끔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 프레카리아

트에 속한 사람들은 일에 기반을 둔 직업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그들이 고

용되는 일이 사회적 전통이나 안정적 관행, 행위규범, 호혜 따위가 스며든 직업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느낌도 없는, 경력에 보탬이 안 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이

다(Standing, 2011: 26-33). 

구술자들의 알바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이 하나의 직업에서 오래 

일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에 속했다. 노경아는 대학교를 다니다 중퇴하고 

경리, 비서직 같은 사무직에 취업해 약 4년 정도 일하다가 결혼을 앞두고 그만

두었다. 그녀는 이혼 뒤에 음식점 서비스업인 ‘일식 서브’ 일을 가게를 옮겨가

며 5년 정도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몇 달 전 그만둔 상태였다. 또 최가희는 

대학을 다니며 여러 학원을 옮기며 수년 동안 학원 강사로 일했으나 대학 자퇴

와 함께 자격 없이 지속하기가 어려워 그만두었다. 은예림은 대학원에 다니며 

전공 관련 자영업체를 지인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었으나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

하기는 어려웠다. 

구술자들의 이야기는 스스로 생업을 해결하기 위해 휴지기 없이 생계활동에 

매달려야 했음을 보여준다. 먼저, 박하은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전단지 배포, 

식당 설거지, 주유 알바 등 자신이 그동안 해온 아르바이트가 워낙 많아 그 경

험만으로도 책을 쓸 정도라고 말한다. 그녀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 알바 

사이트로 일자리를 구했다. 그녀는 교통량조사 알바, 주유소, 맥줏집, 찹쌀 도넛 

거리 판매, 핸드폰 판매일 같은 수없이 많은 단기 ‘알바’들을 가리지 않고 해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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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고 이랬을 때는 단기 알바, 잠깐씩. (연구자: 뭐 어떤 일?) 예를 

들면 마트에서 유니폼 입고서 상품을 판매를 한다든가, (웃음) 그런 것들.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열여섯 살 때부터 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전단지 돌

리는 거부터 해갖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열여덟 살 때 

서울에 와갖고는 검정고시 끝나고 주유소에서 이제 뭐 기름을 넣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좀 힘들어갖고, 시급 받아가면서 그렇게 있고, (연구자: 

갖은 알바를 (웃음)) 아우, 그거 종류를 따지면요, 사실은 ****이 나한테 책

을 쓰라고 했던 주제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 박하은

중·고 시절에 언제나 용돈이 부족했던 인정은은 수능이 끝나자마자 편의점 알

바를 했다. 또 대학에 입학한 뒤에는 호프집 알바, 바나 도넛가게 알바 등을 했

다. 또 현진이는 대학에 입학한 뒤 가출하여 고시원에 살며 커피숍 서빙, 학습

코치를 하며 대학에 다녔다. 그러다가 23살부터 그녀의 아버지가 성폭력 사실

을 인정하며 그녀에게 생활비를 주기 시작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정난아도 부모와의 갈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가출하여 

친구와 살기 시작하며, 생계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빵집,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편의점 알바를 하며 시급 2,300원을 받는 

등 소득이 너무 적거나 일하는 환경이 열악하여 그 일들을 오래 하기가 힘들었

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이것저것 했는데요, 바도 다녀보고, 낮에 **바게트도 다녀보

고, 편의점 알바도 해보고. [중략] 3, 4개월씩. 근데 몸이 못 견뎌가지고. 

[중략] 편의점이랑 피시방인데, 피시방도 담배 연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

짜 한 달도 못 다니겠더라고요. 편의점은 그래도 일은 편했는데 돈을 너무 

쪼금 주니까, 2300원? - 정난아

구술자들은 단기 알바 가운데 거리 같은 곳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일도 다양

하게 경험했다. 단기 판매직 일자리는 일당이나 판매량에 따라 성과급으로 지급

되었는데,  이들에게 이 일 또한 매우 힘든 일로 인식되었다. 최가희는 학원 강

사를 그만두고 4개월 정도 ‘백수’로 지내다가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거리에서 가방을 파는 일을 했는데, 일주일쯤 하다가 ‘돈이 되지 않아’ 

그만두었다. 박하은도 전철역 앞에서 찹쌀 도넛을 판매하는 알바를 일당을 받고 

잠깐씩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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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예전에 이제 서울대입구 쪽에서 삼일 동안 단기 알바로, 예전에 2004

년 동안 열 개에 천 원 하는 찹쌀 도넛츠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 가

게에서 해갖고 하루에 일당 4만 5천 원씩 받아서, 도넛츠는 하튼 실컷 먹

었던 것으로(웃음) 기억을 하는데, 겨울에 그런 식으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다든가, 종류를 따지면 진짜 많아요. - 박하은

박하은은 18살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딴 뒤 인터넷 구직사이트

에 이력서를 올려 모 기업의 핸드폰 판매직으로 채용되었다. 그녀는 핸드폰 판

매 일로 첫 달에 80여만을 받았고, 그 다음 달에는 높은 판매 실적으로 약 150

만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그것은 당시 그녀로서는 ‘그 나이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돈’으로 여겨졌다.

근데 처음에 한 달 동안은 거의 죽 쑤다가, 아 돈 욕심도 나고 그 때 기

본금 90에다가 인센티브제여 갖고 주5일에, 은행 업무 시간에만 일을 했었

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핸드폰 개수 안 팔리고 이러면 밤에도 막 가판

시키고 이래갖고, 그게 나중에 열이 받아갖고, 엄청 팔았었죠. [중략]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파우치에다가 통장 몇 개씩 들고 다니고 이런 사람

들이 돈이 많잖아요.(웃음 띠며) 처음엔 막 이제 들러붙어갖고, 아유 핸드폰 

한번 닦아드리겠다고 하고서, 한 달에 요금 얼마나 나오냐고, 핸드폰 삼십

분씩 닦아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중략] 실제로 첫 달

은 세후 빼고 87만원이었나 88만 원 정도 됐었고, (웃음기) 그 다음 달에 

대박을 쳤었죠. 그 다음 달에 인센티브까지 다 해서 150만원을 받는다던

가, 그 나이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엄청 팔았다는 증거예요, 

진짜. - 박하은

구술자들이 직업세계에서 경험한 다종다양한 ‘알바’의 세계는 편의적으로 노

동력을 이용하는 고용시장의 관행으로 주류의 위계적 직업세계를 떠받친다. 이 

‘알바들’은 직업 세계의 가장 하단에 위치하며 어떤 고용 안정성이나 최저 생계

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소모되고 교체되는 노동력일 뿐이다. ‘알바’의 세계는 

‘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와 달리 학력 같은 특정 자격이 거의 요구되지 않았으

며, 심지어 이 세계에서는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빌려 서류상으로 

성년으로 변신하여 출입이 가능하기도 했다. 박하은은 핸드폰업체의 지점에 고

용되어 판매직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에 미성년자였지만 주변에 성년이었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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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명의를 빌려 일할 수 있었다. 해당 업체로서는 자격 조건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많은 사람’을 고용하여 판매를 하는 게 영업 전략이었기 때문에, 신분

증 당사자가 맞는지 또는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안 써 줄줄 알았는데, 그래도 검정고시로 고

등학교 졸업도 했겠다 그래갖고 바로 쓰시더라고요. [중략] **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는 입사도 안 될뿐더러 급여가 안 나오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생

활관이라는데 혹시 주변에 언니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는 언니 이름

으로 일을 했던 거였죠. 급여는 그 통장으로 나오니까, (연구자: 근데 왜 미

성년자인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본인을 뽑은 거예요?) 아무리 영업, 그니까 

그 때 ** 영업 방침이 뭐였냐면은 무조건 사람을 많이 뽑아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 박하은

구술자들은 알바를 하는 과정에서 이 하단의 직업 세계에 놓여있는 위계와 

불합리함 때문에 ‘눈치 보기’와 감정노동을 심하게 해야 했다. 그것은 이들에게 

매우 견디기 힘든 일로 경험되었다. 아래 구술에서 보듯, 정난아는 빵집에서 아

르바이트를 할 때 ‘직원’과 ‘알바’를 구분하고 그 사이에 심한 위계가 있었고 

‘직원’이 ‘알바’를 내보내는 권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으며, 그래서 직원의 ‘눈

치’를 보고 감정노동을 심하게 해야 했다고 구술했다. 어떤 경우에는 일을 한 

뒤 아르바이트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애초 협의한 금액보다 적게 주는 경우도 

많아 애를 먹기도 했다. 또 조화영도 영화를 촬영하는 현장에서 스텝으로 고되

게 일하였지만 제대로 알바 비를 받지 못해 애를 태운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녀

는 ‘영화판에서 착취당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며 그 세계야말로 ‘비윤리적 세계’

라고 말하였다. 

사장 따로 있는 거 같더라고. 그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보통, **바게

트 일했을 때는 그 파티쉐 언니가 진짜 싸가지 없었거든요, 우리가 알바니

까. 그리고 그 언니가 막 그 언니가 직원이고 우리는 알바니까 손발이 안 

맞으면 언니가 내보내고 그랬었거든요, 되게 눈치를 되게 많이 봤어요. 다

른 일 할 때도 사장이 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월급을 받는다 이것처

럼, 한 달 되게 엄청 마음 졸이고 돈 나오면 좋아하고 막 이랬었, 그게 되

게 심했죠. 바에서는 뭐 돈도 솔직히 못 받을 때도 많았고……. - 정난아

박하은은 핸드폰 판매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할당된 실적을 채우려고 처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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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거절당하는 게 매우 힘든 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영업직 일을 ‘최악의 일자리’라며 ‘다시는 하기 싫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녀는 그 일에서 겪은 ‘상사’의 압박과 무시 또한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나타난

다.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할당된 개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무조건 팔고 그 다음에 솔직히 처음 본 사람한테~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재밌긴 하지만~ 또 때때로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사실 바는~ 

그냥 오는 사람이 어차피 사먹는 건데~ 나는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을 사게

끔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직장 상사라고 해야 되

나? 그런 사람들이 엄~청 압박을 줘요.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로. 니

네 왜 이렇게 못 해? 이러면서~. 정말 와~ 남자 과장이, 나랑 같이 일한 

오빠한테는 쌍욕도 하고 전화로, 니네 xx 니네 이렇게 안 팔래?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여성 직원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그런 경우라고 해야 되

나? 정말 아~ 그거는 물론 제가 잘 했던 일이긴 했지만~ (웃으며) 다신 하

긴 싫어요. (웃음) 영업직은 다신 하긴 싫어요. [중략] 일정 시간이 좀 지나

면은 이 사람이 거절을 하면은, 아 그래~ 언젠가 너도 살 거야, 그러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초반부에는 되게 힘들었던 거 같아요. 아이, 관

심 없어요, 이러면서 그냥 거절당했을 때. - 박하은

현진이 또한 방문판매로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일을 두 달 정도 했는데, 사람

들의 ‘푸대접과 무시’로 힘들어 그만두었다. 그녀는 물건을 팔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무시와 거절을 당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졌

다. 그녀는 그 일을 시작하며 “내가 룸살롱에도 나갔는데 방문판매 못 하겠냐”

고 생각했지만, “푸대접과 무시와 거절이 반복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피폐해지

고, 사람을 혐오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짐”을 경험했다. 그녀는 자신이 해온 

직업 경험에 대해 “너무 ‘을’의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지친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했다.

아, 내가 진짜 룸살롱에도 나갔는데 방문판매 못 하겠냐~, 이상한 (웃음) 

자신감? 그래서 이제 난 뭐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무시의 끝은 다 본 

거 같다, 그니까 방문판매도 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런 거 때문에 간 거

죠.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 장난 아니에요. [중략] 그냥 상점 같은 데 들

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잘 안 받기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푸

대접과 무시와 그런 거절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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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덧 자기도 모르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혐오하게 되고, 나도 모르

게……. 너무 ‘을’의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지쳐요, 사람이~. 자존감 낮아

지고. - 현진이

구술자들이 경험한 일자리 중 월급제는 드문 경우에 속했다. 현진이, 최가희, 

정난아는 대학에 다니며 학원 강사로서 계약직에서 월급제로 일한 경험을 가지

고 있었다. 이들의 학원 강사 경험은 최저 시급의 단기 알바보다는 더 많은 소

득이 보장되었지만, 일을 하며 겪은 어려움은 나을 게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최가희는 대학을 다니는 내내 학원 강사로 일했는데, 평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벌었다. 대학교 ‘재학’이라는 학력은 그 직종 종사자들 가운데 낮은 학

력에 속했다. 그녀는 그 일을 통해 학원이라는 사교육 현장이 ‘학부모와 학생들 

앞에서’ 약을 파는 ‘약장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영업직’임을 절감했다고 말했

다.

(학원을) 거의 뭐 열군데 정도 다닌 거 같애(미소). 진짜 많이 옮겼어요. 

(연구자: 왜 그렇게 많이 옮겼어요?) 한 두세 번 정도는 잘렸던 거 같고(웃

음), 그게 이제 막, 뭐 학원 강사들 중에서는 진짜 뭐 명품으로만 쫙 걸치

고 그 학부모들이랑 학생들 기선 제압하려고 일부러 명품으로만 막 걸치고, 

굉장히 무슨~ 약, 약장수처럼~ 약을 잘 팔아요. 정말 흉내도 못 낼 정도

로, 정말 사기꾼이 있다면 저런 사람일 거야(웃음) 이런~, 그런 사람들이 

그 쪽에 오래 있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학원 강사는 영업

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냥, 어 영업하는 거랑 정말 하나도 안 다르다

고 생각을 해. - 최가희

정난아는 집창촌에서 일하다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 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일

했는데 노동조건이 좋지 않아 3~4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그녀는 그 곳에서 

1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일은 수업시간에 따라 월급이 책정

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돈만큼 벌기 위해 “일을 엄청 했다”고 구술했다. 또 

그녀는 학원의 원장이 학생의 등록률로 압박하고 전화로 심하게 대하는 학부모

들을 겪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학원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일하는 컨디션이. 그래서, 그것도 금방 안 

했지. [중략] 여기는, 수업타임으로 잡으니까. 강의 얼마나 까느냐로 잡으

니까. 되게 일을 많이 했었어요, 일을 엄청 했었어요. [중략] 피곤하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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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또 일대로 안 되지~ 막 이러니까 별로라서……. [중략] 돈도 안 되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일이 너무 별로여 버리니까 내가 생각했던 

보람도 없어~~ 맨날 학원 원장한테 xx, 월말만 되면 다음 달 등록률 때문

에 맨날 쪼여~ 학부모들 전화해서 지랄하는 거 받아줘야, 아우 사실 그런 

거……. - 정난아

서연정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반’에서 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전문대를 다니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녀

는 직장에서 그녀가 학교를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스트레스를 받았으

며 또, ‘놀고 싶어’ 지각도 자주 해서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녀야 했다.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이렇게 해서 6년 동

안 다녔어요, 학교를.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회사도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

요. 학교 다닌다고. 그래갖고 너무 학교 땜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회사도 

다니기 싫고 학교도 다니기 싫은 거예요. 회사 옮겨버렸어요. 일찍 끝나는 

대로. 병원은 7시 출근하고 4시 퇴근하니까. [중략] 응, 자격증, 워드랑도 

뭐 몇 가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때는 사람들하고 

사회생활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혼자 놀고 싶고, 술 먹고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맨~날 지각하고 술 마시고 하고 직장 띠고 막, 당

연히 누가 좋아해? 싫어하지. - 서연정

구술자들은 알바 일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갈 뿐 돈을 모으기란 쉽지 않았다. 

은예림은 대학에 들어가며 돈을 벌기 위해 새벽 2시에 일어나 7시까지 신문배

달, 우유배달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밖에도 전단지 배포, 청소 대

행과 같은 시급 알바나 과외 등 가능한 아르바이트들을 해왔다. 그녀의 표현대

로, 그녀는 돈을 버느라 매우 ‘바쁜 몸’이었다. 실제로 그녀를 면접하기 위해 만

났을 때, 그녀는 너무나도 피곤한 얼굴에 허름한 행색, 손질되지 않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연구자는 그녀가 ‘애인대행’을 한다는 사실을 잠깐 의심하

기도 했다.58) 하지만 그녀와 면접을 진행하며 ‘돈이 되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58) 게다가 그녀는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아는 아저씨’의 차를 타고 왔고 그 사

람이 기다리고 있다며 안절부절 했다. 그래서 그녀가 혹시라도 어떤 이유에선지 누군가의 강요

로, 몇 만원의 적은 돈이지만 면접 사례비를 목적으로 나온 것인가 잠시 의심하기도 했다. 하

지만 그녀를 다시 태워가려고 기다리던 ‘아저씨’는 예전에 그녀가 납품한 일에 대한 비용을 주

지 못해 차를 태워다 주는 식으로 조금씩 갚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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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매월 140만원에 달하는 적금을 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

게 되면서 그녀의 삶을 조금씩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고정적이지가 않은 게……. 불안해요. 요번 달에 삼, 사백 들어왔는데 다

음 달에 십 원 한 장 안 들어오고. [중략] 안 들어올 때는 빵원이고 그러니

까 불안정해요. [중략] 그래서……. 제가 전단지도 돌렸죠, 우유(배달)도 하

죠, 신문배달도 하죠, 과외도 하죠. (연구자: 지금요?) 예, 하는 일 얼마나 

많은데요, 저 바쁜 몸이에요. - 은예림

은예림은 가능하면 돈을 쓰지 않기 위해 신문이나 우유 배달 등으로 고정적

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바로 저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필요한 생활비는 그때

마다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벌어 쓰는 식이었다. 그녀는 연구자가 인터넷 애인대

행 사이트에 올린 면접 지원자 모집 글을 보고 연락을 한 뒤 전화 통화에서 면

접 사례금을 미리 입금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연구자가 면접 때 그 이유

를 묻자 돈을 쓰지 않기 위한 자기만의 방식이자 습관이라고 설명했다.  

    

저한테 (면접 사례비로) *만원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갑에 *만원 들

고 다니고 그것 안에서만 써요. 그게 버릇이 되었어요. 그니까 체크카드를 

쓰면 내 통장에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긁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아, 나도 사람인데 좋은 것 갖고 싶고 이쁜 것 입고 싶고, 나도 여

자예요. 그렇게 되는데 카드가 없으면 현금 오만원만 갖고 다니면 현금 오

만 원을 다 쓰잖아요? 그럼 ‘돈 없어 나. 안 쓸래. 없어’ 이렇게 해서 안 쓰

게 되잖아요. - 은예림 

한편, 구술자 가운데 아르바이트로 안마방이나 휴게텔 등 매춘 업소에서 접수

원이나 카운터 일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 일 또한 별다른 자격 조건이 요구되

지 않는 아르바이트로 대체로 여성의 일자리에 속해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김

현주는 아이가 세 살 되었을 때, 돈을 벌기 위해 휴게텔 카운터에서 일을 시작

했다. 또 그녀는 아이를 새벽까지 놀이방에 맡기고 노래방도우미를 하며 돈을 

벌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떠넘긴 카드빚을 갚는 것도 급박했지만 남편의 벌이 

또한 시원찮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노력은 하는데 원체 돈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보증금 

300에 월 20짜리 집에 살았으니까. 근데 저도 저 나름대로 카드사 찾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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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래서 애 세 살 되었을 때 이것저것 일 했어요. 그 남자 전화방, 휴게

텔 있죠? 거기서 카운터 일 했어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

루 쉬고. (연구자: 24시간요?) 예. 24시간이에요. 그 때 당시에 90만원 받

았어요. 거기 앉아 있으면 별의별 사람들 다 오죠. 돈 줄 테니까 하자는 사

람도 있고, 그것도 했고 (목소리를 낮추며)노래방도우미도 했었고요. 그 때

는 왜냐면 빚이 허덕이니까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장 보고 대파 사들고 가

다가 뭐 붙여져 있길래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일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애

는 집 아파트 밑에 놀이방이 있어요. 맡기고, 전 새벽 세시에 끝나요. 이차

는 안 나갔어요. 세시에 끝나면 두드려갖고 애 업고 집에 가고. - 김현주

또 박하은은 거주지가 마땅치 않아 많은 곳을 전전했다. 그녀가 친구나 애인

과 동거하다 헤어지거나 이혼을 한 뒤에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고 돈이 필요할 

때 자주 이용한 일자리는 ‘숙식’이 제공되는 안마방, 마사지 업소의 카운터 일

이었다. 그녀는 몇 달씩 단기로 그 일을 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 

일자리들은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었으며 여성이라면 별다른 자격조건 없이 

구하기가 수월한 직종이었다. 

그것도 이제 인터넷 보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사

우나라고 했는데 그게 사우나가 아니라, 딱 전화를 해보니까, 아 사실은 여

기가 이런 업소인데 인터넷에다 대놓고 올리면~ 걸리니까, 그래갖고 사우

나가 아니었죠. 그거야 뭐 괜찮다고, 근데 진~짜로 돈 계산만 하는 거예요? 

진짜 맞다고, 딴 거 안 시킨다, 간단한 청소 정도? 그냥, 그래서 이제 장부

에 기록을 하고~ [중략] 거기서 먹고 자고 했던 거죠. 숙식제공이 된다는 

말에 저는 갔던 거였고, - 박하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술자들의 직업 경험에서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직

업을 선택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을 갖지 못한 채 직업 세계에 들어갔다는 점이

다. 개인의 취업 준비는 대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술자

들이 경제활동에 진입한 연령대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취업 준비를 할 수 없

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로 인해, 구술자들은 취업을 위한 학력이나 자

격을 갖추지 못한 채 일용직이나 시급의 단기 아르바이트 등 일정한 학력이나 

자격 조건을 요하지 않는 일자리를 전전했다. 

구술자들이 임시적으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던 경험은 여성 비

정규직이 60%에 이르고 성별 임금격차가 큰 젠더차별적이고 불안정한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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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편향과 열악한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구술자들은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

할 수 있는 학력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 때 괜찮은 일자리란 노동 조건, 노동 

강도, 임금의 측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생계, 일의 지속성이 보장되는 일자리

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을 진학한 후 졸업을 성취하지 못했으며, 

그밖에도 고학력 시대에 괜찮은 일자리에서 점점 더 요구하는 다양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와 기회를 갖지 못했다. 

3) 시급이 ‘센’ 알바: ‘바(bar) 전용 알바’, 다양한 성서비스

구술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최저 시급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시급이 ‘센’ 

아르바이트를 찾아 이동했다. 그 가운데 ‘바(bar) 전용 알바'는 젊은 여성들에게 

열려 있는 일자리였다. 그 알바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따로 분류되어 있으며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 높았다. 구술자들이 바 알바 자리를 구하는 것

은 어렵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연령대였으며, 바 알바

의 경우 ’젊은 여성‘이 매우 중요한 자격조건이었기 때문이다. 

현진이는 룸살롱에서 일하기 전에 경험도 쌓고 돈도 벌기 위해 ‘착석 바’에서 

잠깐 일했다. 그녀 또한 바에서 일한 경험이 없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렵

지 않았다. 또 정난아는 대학을 입학하고 학기가 시작되면서 낮에 학교를 다니

며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아르바이트들보다 일하는 시간이 짧지만 

시급이 높은 ‘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다. 

아, 바가 제일 시급이 좋은 거예요, 투자 시간에 비해. 그 때 5천원이었

어요, 2008년. 이제 막 대학 들어가고 학자금 대출 받고 월세도 내가 내야 

되고 이제 학기 시작하니까 이제 낮에 일을 못 하지, 저녁에 편의점 알바 

하려고 하니까 아침(까지) 12시간씩 일해야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 그럼 

빠를 다녀보자 계속~. 그래서 그 대학 가고 학기 초에 빠를 알아보자 그래

서 바를 알아봤었는데, 동네 **역 부근에 살았거든요, **대 가까우니까. - 

정난아

인정은은 대학에 다니며 과외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으나 계획처럼 되지 

않았으며 어렵게 구한 경우에도 쉽게 계약이 파기되었다. 하지만 바 알바는 다

른 알바에 비해 ‘시간 조절도 편하고 시간 대비 시급이 좋았으며’ 또 비교적 구

하기가 쉬웠다. 그녀가 처음 했던 바 알바는 시급 8천원으로 다른 아르바이트

에 비해 시급이 높아 주말에 이틀이나 삼일 정도 일하는 것으로 부족한 용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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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수 있었다.

과외는 계속 구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뭐가 계속~, ‘아, 그러면 

오늘 학생 인터뷰, 면접 보러, 아 뭐야 학생 상담하러 갈게요.’ 하면, ‘네’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버스 타면 돼요?’ 다시 전화하면 ‘아 그냥 

저희 과외 안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예 그냥 학원 보내기로 했어요’ 아니

면 뭐 ‘아, 전에 과외 선생님 계속 해주신대요’ 뭐 그런 식으로 막~. 다 그

렇게 파토 났어요. [중략] (작게)나 만만하게, 다들 나 만만하게 봐. [중략] 

바 알바, 바 전용 알바. 바 알바는 따로 있어요. [중략] 그 때~ 시급이 팔

천 원이었나? [중략] 한 여섯 시간 정도, 여섯 시간. 여섯, 여섯 시간 일곱 

시간.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일을 좀 늘려서 

금‧토‧일 이렇게 일 했었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 십 오 만원이 들어오잖아요. 

- 인정은  

하지만 이들이 바 알바를 지속하기는 어려웠다. 인정은은 처음 바 알바를 두 

달 만에 그만두었는데, ‘술 먹는 일’이 힘들었으며 ‘남자손님들이 추근덕대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인정은의 구술처럼, 바 알바는 ‘남성 고객과 대화를 나누

거나 술을 마시는’ 일 등 일종의 간접적인 성 서비스와 ‘손을 잡는’ 간단한 스

킨십이나 ‘추근덕거림’과 같은 성적 농담을 견디는 일을 포함하고 있었다. 여기

에서 인정은은 ‘몸 파는 것’과 유흥업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간접적 성서비스를 

구분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또 매춘과 다른 성서비스에 대한 구분은 다른 

구술자들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사회에 매춘과 다른 성서비스를 

구분하는 인식이 존재함을 반영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매춘과 간접적 성서비

스를 포함한 다양한 성서비스는 성산업 또는 성서비스 경제의 측면에서나 이후 

구술자들의 경험상으로도, 연속성을 띠고 있으며 경계 지워져 있지 않다. 즉, 

우리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매춘을 포함한 다양한 성서비스는 현실에서 연속

성을 갖는 사회현상이지만, 사회통념상 매춘과 다른 성서비스에 대한 구분이 유

용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힘들었죠. 술 먹는 일이. (연구자: 술도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죠. 거의 

버렸어요, 근데. [중략] (연구자: 제일 힘든 게 술 먹었던 거?) 그 때는 남

자 손님들 추근덕대는 게 싫었어. 그리고 내가 그 때는 어떤 생각였냐면~, 

진짜 더럽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때는 ‘아, 그래도 몸 파는 것보다는 낫

지’, 이렇게 생각했어. -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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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들은 ‘바 알바’ 또는 ‘유흥 서비스업’ 일을 경험하면서 그 곳에서 하는 

일에 ‘성적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래 노경아의 구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적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남자 고객이 여성에게 하는 스

킨십의 정도에 따라 ‘팁’이라는 관행으로 지불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

까지나 명시적이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졌다.

또한 구술자들은 유흥서비스업인 바나 술집에서 별도의 대가로 ‘이차’ 형태의 

성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했다. 이 업소의 사장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알바를 하는 여성에게 ‘이차’를 강요하기도 했다. 노경아는 일식집 일을 그만둔 

후 바에서 알바를 할 때 남자 손님으로부터 ‘이차’를 제안 받았다. 그녀가 일한 

곳은 손님의 옆자리 앉아 술을 따르고 얘기를 나누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본

적인 스킨십을 허용하는 소위 ‘착석 바’였다. 그런데 그 가게 사장은 손님의 요

구에 따라 그녀에게 이차를 강요했다. 

바니까 술도 먹죠. 먹게끔 되죠, 왜냐하면 매상에 따라 인센티브가 들어

가니까 먹게 되죠. 6만원만 받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연구자: 그건 하루에 

몇 시간?) 그거는 저녁 9시에 출근을 해서 새벽 4시 반까지.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잖아요, 7시간, 8시간, 일식일 할 때 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

고 바쁘지도 않고, 늘 그냥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둘 중에 하나고, 그니까 

몸은 안 힘든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착석 빠인데 옆에 앉아 있다 보

니까 손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고, (연구자: 그럼 스킨십에 따라

서 팁이나 이런…….) 그건 아니고 정직원이라서, 손님들이 주면 주고 아니

면 제가 계산 받을 때 '오늘 저 팁 좀 얼마 끊을게요' 이렇게 받아도 될 사

람인 경우에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어 알았어' 거기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일식집 다닐 때도 그 정도는 다 했으니까. 근데 이차를 강요

를 하세요, 사장님이. - 노경아

노경아는 다년간 ‘일식 서브’로 일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유흥서비스로 제공

해야 하는 일과 2차 형태의 성서비스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녀가 일한 곳에서

는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직원’과 ‘아가씨’로 부르며 구분하고 있었

다.

 또 그런 데는 손님이 원하시면, 직원이 아니라 아가씨들을 불러요. 보도

라고 하죠. 제가 만일 '아 난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 어차피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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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그것 말고도 할 일이 많아요. 술도 채워야 하고 뭐도 만들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으니까, '아, 나 안 해요' 이렇게 얘길 하면 아

가씨들을 불러요, 그럼 그 아가씨들이 일을 하죠. 난 그냥 술이나 갖다 주

고 뭐 그냥 일당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손님들이 짜증을 내죠. - 노경

아

하지만 노경아가 일했던 ‘일식 집’에서도 남성 고객들이 ‘직원’에게 별도의 대

가를 주며 ‘이차’ 형태의 성적 서비스를 요구했으며 실제로 그런 거래가 비밀스

럽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업종의 방침 상 그와 같은 이차 거래는 

불허되었으며, 만약 그 거래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해당 직원은 해고되었다. 하

지만 유흥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소득은 고객과의 개별적 성서비스 거

래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는 이차 형태의 

성서비스 거래는 공공연한 관행이 된다. 그렇지만,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유흥서

비스업과 매춘을 비롯한 성서비스 사이에 엄격한 구분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초보들은 그렇게 나갔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베테랑들이나 일 

해본 사람들은 절대 그걸 안 하는 게 일단 그게 가게에 알려지면 가게에서 

짤려요. 일단 가게 영업방침에 안 되고 그 돈 몇 만원 더 벌려고 나갔다가 

입소문으로 나면 일단 그 업소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하는 아가씨들 많아요, 몰래 가죠 몰래. - 노경아

유흥서비스를 하는 가게 안에서도 간접적 형태의 성서비스는 돈을 매개로 거

래되고  있었다. 노경아의 구술에 따르면, ‘일식 서브’ 일에도 중요한 고객인 경

우 옆에 앉아서 ‘술시중’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업종에서 손님에게 술

을 ‘접대’하고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일’은 직원이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다른 별도의 서비스로 간주되어 ‘팁’이 따로 제공되었다. 그리고 ‘술시중’은 단

지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일뿐 아니라 간단한 스킨십 형태의 성서비스가 포

함되기도 했다. 노경아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간접적 성서비스에서 ‘돈

으로 사람 마음을 갖고 노는 손님’이 더 진상이라고 말했다. 

가장 심한 손님인 경우는 아가씨 한명을 지정해서 옆에 앉아 있게 하는 

손님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VIP급이 아닌 경우엔 그렇게 못 하시죠. 거의 

영업 방해니까. [중략] 저는 거기 앉아서 말 그대로 술시중을 드는 거예요. 



- 152 -

대신 음식 나올 때 되면 제가 다시 나갔다가 음식 갖고 오고, 그러면 그 날

은 집에 갈 때 거의 만취가 되어서 가죠. 물론 손님도 만취하시겠지만 저도 

만취하는 거죠. [중략] 손님이 그냥 저한테 계~속, 이게 더 진상이에요, 사

람 마음을 갖고 노는 거죠. 한잔 먹을 때마다 만원씩 주시는 분 있어요. 한

잔 먹어, 그니까 그게 더 정말 치사하고 사람이 못 나가게끔 사람이 마음을 

자꾸 조종을 하는 거죠. [중략] 각기 나름이지만 결국엔 옆에 있기를 바라

시는 거죠. - 노경아

구술자들은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서비

스를 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매춘을 포함한 성서비스가 주로 인

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카페나 DVD방 아르바이트라고 소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일자리는 다른 아르바이트와 달리 시급이 4~5만원으로 ‘시급이 이

상하게 센’ 알바로 제시되었다. 최가희는 이와 유사한 구인 광고를 본 후 '핸드

플레이 업소'의 일종인 ‘데이트방’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아

르바이트를 구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런 시급이 센 알바 유형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 예상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에 보면은, 아르바이트인데 시급이 이상하게 

센 데가 있어. 막 시급이 막, 사만 원, 오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은 예상을 하죠. 그런 곳이구나. 근데 뭐, 적혀 있는 거는 뭐 카페다, 뭐 디

브이디방 뭐,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거의 다 알고 가죠 뭐. - 최

가희

최가희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시급이 센’ 구인 광

고를 보고 ‘데이트방’에 면접을 보러 갔다. 하지만 그녀는 면접을 다녀오고 나

서도 ‘일을 못 하겠다’ 싶어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마음이 돌아

서서’ 핸드플레이 업소인 데이트방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돈이 없어 남자

친구한테 신세를 지는 것에 ‘심리적 압박’을 느꼈으며, 결국 “내가 뭘 가릴 처

지가 아니며,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해야겠다.”며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적혀 있는 거는 뭐 카페다, 뭐 디브이디방 뭐,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알고 가죠 뭐. (연구자: 그걸 일부러 찾은 거예요?) 아니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한 네 달간 백수로 지내고 있었으니까, 맨날 남자친구

한테 얻어먹고 얹혀서 지내니까 너무 미안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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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업 이력

이희영 커피숍 서빙+식당배달-단란주점-룸살롱 등 여러 유형-집창촌-단체상근자

김현주 휴게텔 카운터-노래방도우미-가사도우미+애인대행

그냥 간단한 아르바이트 정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했죠. 아, 이게 뭘까? 

아무래도 그런 쪽인 거 같애. 근데 너무 그 당시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

요. 남자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밥 먹었어요?’ 이러면 ‘안 먹었다’고 이러면 

돈 보내주고,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

죠. [중략] (데이트방 면접 후에)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냥 그 때는 내가 

돈이 없고 남자친구한테 신세지고 있고 이런 게 되게 심리적인 압박감이 

크니까, 그냥 ‘내가 뭘 가릴 처지가 아닌 거 같애’ 이러면서 그냥……. (연

구자: 하기로 결정했어요?) 응 응. 그러고 나서 일하고 나서도 한 이틀인가 

펑크를 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막,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펑크를 냈는

데, 한 이틀 만에 마음이 돌아섰죠. - 최가희

은예림은 인터넷 거래로 이루어지는 조건 만남의 일종인 ‘애인대행’ 아르바이

트를 했는데, ‘이색사이트’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그 사이트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각종 역할을 대행하는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어 ‘하객대행’, ‘청소대행’의 일들을 주로 했다. 그러다가 시간당 소득이 

높은 ‘애인대행’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 하객대행으로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하객대행은 하루 종

일 해도 4만원밖에 안 되고, [중략] 근데 건전대행이라고 그냥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이러는데 손잡고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시간당 3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 은예림

구술자들이 생애이야기를 통해 구술한 직업 이력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으며, 매춘을 포함한 성서비스가 아닌 

다른 주류 노동시장의 일을 하다가 성서비스를 하게 되었다. 또 어떤 구술자들

은 이 두 가지 영역의 일을 병행하기도 했다. 또 때로는 성서비스와 성서비스가 

아닌 일을 주기적으로 오고가는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표 11> 구술자들의 직업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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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예림 우유‧신문배달-전단지배포-과외-자영업+하객대행‧청소대행+애인대행

노경아 서빙, 공장 알바-경리-일식음식점서빙-맥주 바-애인대행

고미자 액세서리판매직 -노래방도우미-룸살롱

박하은
노래방도우미-전단지배포, 교통량조사, 주유소, 거리 판매 등 다양한 

알바…-안마방카운터-키스방

현진이 카페서빙-착석 바-룸살롱-건강식품 방문판매

정난아 빵집-집창촌-학원 강사+룸살롱-안마시술소-핸드플레이 업소

인정은 대형마트 계산원-호프집 서빙-도넛가게-착석 바-오피스텔-학원 강사

서연정 식당서빙+휴게텔-안마시술소-이미지샵59)-집창촌-룸살롱

최가희 학원 강사+대학 조교-음식점-거리 판매-데이트방

한나래 조건만남+인터넷 성인카페-학원 강사-오피-립카페

강시연 레스토랑서빙-핸드플레이 업소-오피-립카페-조건만남-마사지-휴게텔

조화영
토킹바-학원 

강사-노래방도우미-판매직-영화사피디-영화스텝-룸살롱+촬영

2. 성서비스 경험

1) 한국사회 성서비스 유형과 구조의 변화

(1) 성서비스 구조의 변동과 경험의 차이

구술자들의 매춘을 포함한 성서비스 경험은 우리사회 성서비스 구조의 변동

과 성산업의 변화 흐름을 보여준다. 구술자들의 성서비스 경험은 시기를 기준으

로 볼 때 이희영과 나머지 13명의 구술자들로 크게 대별된다. 이희영은 중학교 

3학년이던 1989년에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란주점’에서 성서비

59) 안마시술소와 비슷하지만, 안마 서비스를 하는 대신 고객이 원하는 옷, 이미지를 연출하고 들

어가 성기삽입 서비스를 하는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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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기 기간 유형

이희영 1989년~2004년 15년 단란주점-룸살롱, 안마 등-집창촌

김현주
2003년, 

2009년~2011년
4년 노래방도우미, 애인대행

은예림 2006년~2011년 5년 애인대행

노경아 2011년
1년 

미만
애인대행

고미자
2004년(미국), 

2008년~2011년(한국)
4년 아웃콜, 노래방도우미-룸살롱

박하은 2001년, 2010년
1년 

미만
노래방도우미, 키스방(운영)

현진이 2013년
1년 

미만
착석 바, 룸살롱

정난아 2008년~2014년 7년
집창촌-룸살롱-안마시술소-핸드플레

이 업소

스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 뒤로 2004년 민성노련 위원장으로 단체상근자가 

되기 전까지 약 15년 동안 매춘을 해왔다. 나머지 13명의 구술자들은 2000년

대 이후에 성서비스를 했으며, 주되게 한 시기는 2004년 이후 성매매방지법이 

존치하는 시기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반면, 이희영의 성서비스 경험은 성매매방

지법 이전 시기, 즉 윤락행위등방지법 시기에 해당한다. 

성서비스를 한 기간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구술자 가운데 이희영이 가장 길게 

성서비스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머지 13명의 경우 9명은 3년~7년, 4명

은 1년 미만에 해당한다. 또 1년 미만에 해당하는 네 명의 구술자들은 면접 전

후에 모두 성서비스 일을 그만둔 상태이다. 한편 김현주, 고미자, 박하은, 조화

영은 처음 성서비스를 짧게 경험한 후 그만두었다가 다시 성서비스를 하게 된 

경우로 아래 표에서 해당 시기를 볼 수 있다. 또 박하은과 강시연은 성서비스 

일을 경험한 후 면접 당시에는 성서비스 업소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박하

은은 키스방에서 ‘매니저’로 성서비스 일을 짧게 한 뒤 ‘고용 사장’, ‘운영 실장’

으로 약 4년째 키스방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다. 강시연은 휴게텔에서 

약 4년 정도 성서비스 일을 하다가 지난 해 3월경 그 업소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표 12> 구술자의 성서비스 종사 시기와 기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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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은 2012년~2014년 3년 착석 바, 오피(스텔) 등

서연정 2011년~2014년 4년
휴게텔-안마시술소-이미지샵60)-집창

촌-룸살롱

최가희 2014년
1년 

미만
데이트방

한나래 2010년~2014년 5년
조건만남+인터넷 

성인카페-오피-립카페

강시연 2007년~2013년 7년
핸드플레이업소-오피-립카페-조건만

남-마사지-휴게텔(운영)

조화영
2007년, 

2013년~2014년
3년 토킹바, 노래방도우미, 룸살롱

구술자들의 성서비스 경험은 우리사회 성서비스의 유형과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술자의 성서비스 시기에 따라 두드러지는 경험 차이 중 하

나는 인터넷 매체의 사용 여부이다. 2장에서 본 것처럼, 이희영은 아버지가 갑

자기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커피숍 서빙 같은 일을 하다가 “집에서 필요한 돈

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전단지 광고를 보고 찾아간 단란주점에서 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3명의 구술자들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성서비스 업소 

정보를 접하고 구직 활동을 하거나 애인대행, 조건만남 등의 인터넷 개인 거래

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터넷 기술과 핸드폰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현대사

회에서 성서비스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성판매자들은 

이 기술을 통해 좀 더 직접적으로 성구매자들에게 광고하고 접촉하는 한편, 신

변 위협 등 새로운 위험 요소를 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Sanders & O'neill 

& Pitcher, 2011). 우리사회에서도 인터넷은 매춘을 포함해 성산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차이는 성서비스 유형과 구조의 다변화이다. 구술자들의 성서비스 경

험은 집창촌의 축소와 함께 다른 다양한 성서비스 유형의 등장을 보여준다. 구

술자 가운데 집창촌에서 일한 경험을 가진 여성은 이희영, 정난아, 서연정 세 

명뿐이다. 대부분 룸살롱이나 안마시술소, 휴게텔 같은 업소나, 핸드플레이 업

소나 오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업소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성서

비스 경험은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시행 이후 집창촌이 축소된 반면, ‘핸드플

60) 안마시술소와 비슷하지만, 안마 서비스를 하는 대신 고객이 원하는 옷, 이미지를 연출하고 들

어가 성기삽입 서비스를 하는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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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업소’나 ‘오피(스텔)’ 등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성거래

가 활발해진 흐름을 반영한다. 특히 인터넷 성거래는 다른 성서비스에 비해 익

명성과 개별성을 주고 낙인으로부터도 벗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늘어

나고 있다. 그러나 또 그만큼, 인터넷을 통한 성서비스 노동을 하는 여성들은 

신변 등 여러 위험 요인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사회 성서비스의 구조 변동 속에서 ‘매춘 여성’의 행위성도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 구술자들은 다른 ‘알바’처럼 매춘을 포함한 성서비스 일의 시작과 

중단, 이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술자들의 이야기에

서 ‘선불금’이나 ‘인신 감금’ 등 성서비스를 강제하는 직접적인 구조는 거의 등

장하지 않는다. 이희영의 구술에서 ‘선불금’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될 뿐이

며, 다른 13명의 이야기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서,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 없는 여성들은 성서비스에 종사하게 된다. 또 

이 같은 구조에서, 여성들을 성서비스에 묶어두는 경제적 강제는 금융상품을 끼

는 방식의 간접적 구조로 대체되고 있다. 

(2) 다양한 성서비스 노동 경험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구술자들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의 성서

비스 일자리를 경험하였다. 성서비스는 광범위하게는 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적 거래에서 제공되며, 성서비스 노동은 다양한 형태의 성적 거래와 서비스를 

포함한다. 그것은 단지 토킹바에서 남성 고객의 옆에 앉아 말상대가 되는 일, 

즉 여성이라는 젠더(gender)를 수행하는 일에서부터 성교행위와 같이 특정한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수행하는 매춘까지 매우 다양하다. 우리사회에서 불법 

행위로 규정된 성교행위인 매춘, 즉 성매매는 그 가운데 일부를 차지한다.

구술자들이 경험한 다양한 성서비스 일자리 경험은 하코트와 도노반(2005b)

의 유형학을 참고하여 ‘직접’ 성서비스와 ‘간접’ 성서비스로 유형화해볼 수 있

다. 이 분류체계는 여성들이 우리사회의 성상품화 현상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다

양한 성서비스 거래에 참여하여 수행하게 되는 성서비스 노동을 분류하는 기준

으로, 이 여성들의 현실을 분석하는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우선, 우리사회에

서 직접적 유형의 성서비스는 집창촌이나 ‘이차’로 불리는 성산업에서 주로 이

루어진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집창촌은 가시적 특성으로 집중적

으로 단속이 이루어져 규모가 축소되었다. 반면에, 법의 집행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기 접촉 대신 손과 입으로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핸드플레이’ 업소나 

‘립카페’, ‘데이트방’ 같은 신종‧변종의 업소가 확대되었다. 이 신‧변종 업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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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특징

애인대행 중 ‘비건

(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지며, 모텔 등 이

용, 높은 가격, 정교한 서비스 형태 협의, 긴 시간의 서비스. 일

회 만남과 달리, 동일한 상대와 거래를 지속하는 ‘장기대행’이 

있음. 또 SM플레이를 주로 하는 ‘소수성향’이 따로 있음.

핸드플레이 업소: 

데이트방, 키스방, 

립카페 등 

성기 삽입을 제외하고 이루어지는, 구강성교, 핸드플레이 등의 

각종 성서비스.

신종‧변종으로 분류

집창촌
오래된 성서비스 형태로 성기 삽입을 기본으로 함. 15~20분의 

짧은 시간, 낮은 가격

각종 유흥업소의 

‘이차’

인가된 유흥서비스업에 연이어 모텔 같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거래되는 성서비스. 룸살롱, 단란주점 등에서 성서비스에 대한 

추가비용을 내고 이루어짐. 

안마시술소, 휴게텔 업소 내에서 성기삽입이 이루어짐. 1시간 정도, 높은 가격.

오피(스텔)
업주가 여러 명의 여성을 고용하여 각 오피스텔에 한 명의 여성

이 대기하며, 고객이 전화로 예약을 하고 지정된 오피스텔을 방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성적 접촉이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 형태이다. 

이밖에 각종 유흥업소에서 제공되는 성적 서비스로서 ‘이차’를 포함하지 않는 

룸살롱, 단란주점 같은 업소 내 성서비스는 간접적 유형의 성서비스이다. 업소 

내 성서비스는 간단한 대화에서부터 엔터테인먼트 형태의 서비스, 스킨십을 비

롯한 여러 종류의 성서비스까지 매우 다양한 성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또 ‘건

전’이라 불리는 애인대행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성적 접촉보다는 ‘데이트’나 

간단히 스킨십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간접적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또 구술자

들의 경험으로 볼 때, 맥주 바, 착석 바 같은 각종 바나 일식집의 ’서브’와 같은 

업소 내에서 제공되는 성서비스 또한 기본적으로 대화나 간단한 스킨십이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 간접적 유형의 성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구술자들이 구술한 성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성서비스의 현장을 

직접적 유형과 간접적 유형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표 13> 한국사회 직접적 성서비스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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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여 성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주로 성기 삽입 형태의 서비스

가 이루어짐. 대개 1시간 정도, 높은 가격

유형 특징

애인대행 중 ‘건전’

성서비스가 전제되지 않는 형태로 애인대행 중에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함.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를 

하는 ‘애인’ 역할 대행 서비스

각종 유흥업소

-룸살롱, 단란주점, 

노래방도우미

-맥주바, 착석바

유흥업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스킨십, 성적 농담 등을 말

하며, 그 대가는 ‘팁’이라는 관행적이고 비명시적인 형태로 제공 

<표 14> 한국사회 간접적 성서비스의 현장

 

우리사회에서 업소 성서비스 가운데 집창촌, 룸살롱, 안마시술소 등은 오랫동

안 존재해왔기 때문에 ‘전통적 매춘’이라고 인식된다. 이 유형은 ‘성기삽입’ 섹

스를 포함한 직접적인 성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성서비스 현장이다. 이 

가운데 집창촌은 가장 가시적이며 오래된 매춘 유형으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의 시행과 함께 집창촌폐쇄계획이 발표되고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규

모가 축소되었다. 이와 달리, ‘오피(스텔)’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비가시성을 특

징으로 하는 성서비스 유형으로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 이 유형은 고객이 전

화 예약을 한 뒤 성서비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에 방문해 일 대 일로 만나 성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반면, ‘핸드플레이’ 업소로 통칭되는 업소 매춘은 

‘성기삽입’ 대신 입이나 손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립카페’, ‘데이

트방’, ‘키스방’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신종과 변종의 업소가 성행하는 이유

는, 이 업소에서 제공하는 ‘유사성교행위’는 성매매특별법의 단속 대상이 되지

만 ‘전통적 매춘’ 업소에 비해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기 때문

이다. 

개별적 성서비스는 주로 인터넷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애인대행’, ‘조건

만남’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히 ‘애인대행’은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의 일종으로 

인식되면서 마치 성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거래인 것처럼 인식되어 개인이 쉽게 

접근하는 성서비스 거래가 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핸드폰을 통한 거래도 확산

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매춘은, 샌더스 외(Sanders & O'Neill & Pitcher, 

2011: 27-29)가 지적하는 것처럼, 주로 성노동자 학대나 미성년자 착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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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새로운 기술의 사용에 따른 부정적 측면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어왔다. 하지만 

그 연구가 지적하듯, 인터넷과 성산업 간에 또 다른 상호작용도 존재하는데 성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일하는 환경이나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능동적으로 제

어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건의 기준과 규정을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는 측면

이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아래에서 살펴볼 애인대행 거래에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대행인(성판매자)과 의뢰인(성구매자) 사이에 서비스 가격 등 여러 ‘조

건’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협상에 개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아래에서 구술자들의 성서비스 경험을 각 성서비스가 일어나는 주요 현장을 

기준으로 인터넷 성서비스와 업소 성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인터넷 성서비스: 애인대행의 ‘건전’과 ‘비건’

인터넷을 통한 성서비스는 포털사이트나 특정 카페, 또 최근에는 ‘애인대행’ 

사이트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거래는 성판매자가 올린 프로필 글을 

읽고 성구매자가 상대를 선택하여 채팅이나 쪽지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가

격, 만남의 조건을 서로 협의한 뒤 성서비스를 거래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애인대행은 하객, 조문객 등 여러 역할을 대행하는 서비스

의 하나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성서비스 거래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렇지만 애인대행은 아르바이트를 찾는 사람들에게 역할대행의 일종인 것처럼 

회자되거나 직장인 사이에서는 주로 이성을  자유롭게 만나 교제하는 공간으로 

얘기되기도 한다. 

노경아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며 ‘일식 서브’ 일을 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그만두었는데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2년 전쯤에 인터넷 기반의 

싱글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애인대행 사이트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녀는 호기심에 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돈을 받고 대행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건전’ 형태의 애인대행을 했다.

인터넷 활동하다가 싱글이니까 싱글들 모임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에 제

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물론 건전한 모임이죠, 싱글들끼리 모여서 오프라인

으로 모여서 봉사도 하고 같이 취미활동도 하고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거

기서 누가 처음으로 거기를 가르쳐준 거죠. (연구자: 왜 그 사이트를 뭐라

고 하면서 알려준 거죠?)아, 서로 대화하다가, ******란 사이트 가봤냐? 우

리처럼 이런 모임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모임도 있다, 저는 성격은 전혀 모

르는 상태로 들어가 본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회원 가입을 해야 글



- 161 -

들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회원가입하기 전에 그냥 나오는 글들은 별로 이

상 않고,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고 들어가 봤는데 주로 이제 돈을 받고 대행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고, 2년 전에 제가 ** 살 때 말 그대로 건전으로 

처음으로 한번 대행을 해봤어요, 어떤 건가, 호기심에. - 노경아

하지만 애인대행 중 건전 유형은 거의 예외적인 경우에 속했다. 이 유형을 찾

는 구매자의 수요도 거의 없었으며, 건전 애인대행을 원하는 구매자의 경우에도 

한두 번 만난 뒤에는 ‘비건(전)’의 직접적 성서비스를 거래하기를 원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예림과 노경아도 ‘건전’ 애인대행을 한 번씩 경험

했을 뿐 그 뒤에는 ‘비건’의 애인대행을 하게 되었다. 은예림은 하객대행, 청소

대행 같은 ‘대행’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애인대행 서비스를 하게 된 과정

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냥 남자애랑 손잡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밥 같이 먹고 영화 봐

주고 이러는데 시간당 3만원이면, 세 시간만 해도 10만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남자애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괜히 그거를 괜히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나랑 그렇게 하자' 하

고 2시간에 20만원 주겠다. 2시간 같이 있고 한번 하는 거 아니면 두 번하

는 거. 그것에 따라 돈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애들이 거

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처음엔 그런 게 아니었는데. - 은예림

맨 처음에 한 분은 스타킹이었어요. (웃음) 발만 만지면 된대요. 그냥 갔

어요. [중략] (빠른 말투로)그 때 왜 하게 되었냐면, 당장, 그 때는 엄마랑 

안 살았던 때였거든요. 당장 내일 집세 내야 되는데, 이십만 원 내라는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중략] ‘나는 (웃으며)커피색 스타킹에 집착을 느끼는

데’, 그러면서 ‘발만 만지면 되는데 다른 거 하는 거 없다. 근데 해줄 수 있

겠냐?’ 그러는 거예요. [중략] 이십만 원 불렀죠, 정말 내가 필요한 돈만. 

그래가지고 딱 불렀는데 ‘예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 은예림 

은예림은 ‘건전대행’을 하다가 당장 월세 20만원을 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서 애인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남성 ‘의뢰인’이 쪽지로 ‘발을 만지는’ 애인대

행을 제안했다. 그녀는 고심 끝에 그 일을 했으며, 그 후에는 성기접촉 없이 이

루어지는 SM 플레이 등의 ‘소수성향 대행’을 전문으로 하게 되었다. 또 김현주

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남성 고객과 함께 여행을 가는 ‘여행대행’ 서비스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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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한 뒤 ‘비건’의 ‘애인대행’을 지속하게 되었다.

우연히 그냥, 처음에는 애인대행으로 시작을 안 했고요, 여행대행으로 시

작을 했어요. (연구자: 아 해외여행?) 아니 해외여행 말고 우연히 그 때 같

이 살던 룸메이트 여자애가 있었는데 둘이 인터넷하다 뚝 보고 어, 3대 3

으로 자기는 회사직원이다 강촌 쪽으로 놀러 가겠는데 하겠냐고, 다른 글들

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글이 조금, 우선 처음이니까 혼자 나가기가 

그랬는데 여기는 3대 3이 되니까~ - 김현주

애인대행 서비스는 고객과 만나 모텔 같은 숙박업소로 이동해서 몇 시간 정

도를 함께 보내며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하

거나 드라이브를 하기도 한다. 애인대행 서비스는 보통 2시간을 기본 소요시간

으로 한다. 이는 애인대행이 직접적인 성서비스 거래의 일종이지만, 기존의 업

소 매춘에서 거래되던 성서비스와 달리 좀 더 긴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

한다. 한나래는 고등학교 때 ‘조건만남’을 했는데, 구매자들이 ‘매춘 업소’ 여성

이 아니라 ‘일반인’ 여성을 만나 ‘데이트’와 같이 오랜 시간 성적 만족을 얻으려

는 욕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보통 업소가 아니라 (인터넷) 조건(만남)하려는 이유가 ‘일반인’ 

같다고, 업소 같은 경우는 시간 되면 똑똑 하고 제지가 있는데 조건하는 애

들은 혼자 하고 그러니까 붙잡아놓고 한번만 더 하자고, 그게 일반인 데이

트처럼 하는 게 되게 많아요. - 한나래

주로 매춘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서비스에서 성판매 여성이 제공하는 성서

비스는 남성 고객의 ‘사정’을 기준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애인

대행은 직접적인 성서비스 과정이 끝난 후에도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며 ‘애인’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와 감정을 연출한다. 

그게 또 틀리대요. 그런 데(집창촌) 가서 한번 몸을, 가서 여자를 하고서 

그런 것하고 틀리대요. 여기는 자기가 조건에 맞는 제시가 있기 때문에, 왜

냐면 그런 데는 직업적인 여성이 메마른 감정으로 하니까, 아 메마른 감정

으로 하니까 허무한 게 많이, (연구자: 그리고 시간도 20분 이러니까.) 그

리고 여기는 연인처럼, 잠자리가 끝나도 누워서 얘기할 수 있고, 난 이랬고 

저랬고, 그래도 그것보다 나니까.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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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애인대행 거래에서 서비스 ‘대행인’으로 성서비스를 판매하는 여성

이 ‘의뢰인’인 남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성적 서비스 

외에도 강도 높은 감정노동을 수반한다. 애인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은 구

매자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애인’과 같은 친밀성을 제공하기 위해 고도의 감정

적 터치를 하는 ‘감정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김현주가 

구술하는 것처럼, 애인대행의 기본 거래 시간인 2시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

성의 입장에서는 매우 ‘긴 시간’이고 ‘애인’처럼 대해주는 일은 ‘짜증나는’ 힘든 

노동이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아우 막 진짜, 만나서 시간이 말이 2시간이지 어

떻게 보면 길다고 생각해요. 대화 없이. 그렇죠? 그것 땜에 막 짜증이 나니

까 예전에는 솔직히 한 달에 진짜 여덟 명도 만나봤어요. (연구자: 그럼 일

주일에 두 명 정도? 그게 힘든 거죠?) 어우, 힘들어요. 일단 여자니까 한 

달에 한번 생리할 때 있으니까 그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 김현주

김현주는 애인대행으로 한 달에 평균 4명, 많으면 8명 정도를 만나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은 편이었다. 그래서 김현주는 애인대행과 가사도우미 일을 병행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사도우미를 찾는 남성들 중에는 청소 외에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거나 외모를 물어보는 등 애인대행 일을 동시에 원하는 남자들이 

많았다. 이 남성들이 가사도우미가 하는 청소, 식사 준비와 애인대행에서 제공

되는 성서비스를 바라보는 인식 사이에는 유의미한 구분이 없는 대신 ‘여성의 

일’이라는 연속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낮에는 일주일에 3일은 가사도우미도 해요. 그것도 하는데 한 세 명 구

하는 사람 중에 한 분만 지극히 정상이신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연구자: 뭘 구해요?) 되게 웃긴 게, 지극히 정상이신 분

은 딱 ‘청소 좀 부탁합니다’ 그래요. [중략] 근데 어떤 분은 전화 와서 ‘내

가 그럼 언제쯤 가면 될까요?’ [중략] 그러면 ‘밤에 오셔서 청소할 것도 없

어요. 한 시간이면 다 할 거예요. 제가 좀 외로워서 그러는데 밥이나 먹

고…….’ 그럼 내가 ‘애인대행을 구하시나요?’, ‘그런 셈이죠. ‘가사도우미를 

구한다고 해놓지 않으셨어요?’, ‘가사도우미도 구해요’, ‘그럼 어떤 걸?’, ‘가

사도 해주고…….’ [중략] 그래서 아니라고 안 만난다고 했더니 계속 문자 

와요. 아 만났으면 좋겠는데, 밥이라도 한 끼 먹어요. 외로움에 되게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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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사람. 그게 통화에서 다 느껴져요! 그리고 가슴사이즈 물어보고. 아니 

청소, 가사도우미 구하는데 왜 가슴 사이즈 물어보냐니까 ’아 나는 가슴 큰 

여자 좋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디 겁나서 만나겠어요? 전화상으로 그런 

사람인데. - 김현주

노경아는 처음 ‘비건’의 애인대행을 했던 때를 이야기하면서 ‘맨 정신에 도저

히 못 하겠어서’ 잠시 시간을 달라며 ‘맥주 두 병을’ 마셨다고 했다. 그녀는 그 

일이 ‘유흥업소 종업원’의 ‘이차’와 다른 지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구매 

남성이 혹시라도 자신이 ‘부끄러워 할까봐, 삐질까봐, 노(No)라고 할까봐, 자존

심 상해할까봐’ 여러 가지를 다 배려해준다고 느꼈다.  

 (웃음)지금 생각하니까 웃기지만, 그 때는 진짜, 이미 예스 했는데 여기

까지 왔는데, 도망갈 길도 없고, 약속 했으니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맨 정신

에 도저히 못하겠고, 술은 못 먹고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죠? 순순히 

그러라고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맥주 두 병을, 혼자서(웃음). 그러고 나서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그 나쁘지 않았다는 게, 

제가 만일 유흥업소 종업원인데 손님이 얼마를 딱 주면서 이차 가자 이러

고 나갔으면 그런 기분은 아니었을 거 같아요. 근데 그 분은 저한테 진짜 

최선을 다 하셨어요. 그런 게 보였어요. 부끄러워 할까봐, 삐질까봐, 노라고 

할까봐, 또 뭐, 자존심 상해할까봐, 이런 걸 다 해주시는 거 같았어요. 최대

한으로. - 노경아

또 노경아는 애인대행으로 성 서비스를 처음 하던 날 가장 힘들었던 과정은 

‘페이’를 받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성적 서비스를 제

공했으므로 ‘페이’가 목적이었는데도 그 대가인 ‘페이’를 요구하려고 하자 ‘마치 

창녀가 된 기분’을 느꼈다. 애인대행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일이

라는 점에서 매춘의 일종인데도, 노경아 또한 ‘애인대행’을 하는 많은 여성들이 

그런 것처럼, 애인대행 서비스와 매춘 사이에 경계를 설정하고 서로 다른 것으

로 구분하고자 했다.

근데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면 집에까지 오는 동안 이 분이 페이

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왜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었는

지 모르겠는데 제가 페이를 주세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건전할 

때는 되게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귀엽게)원래 선불이에요 이러면서(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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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 분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라, 달라고. [중략] 하려고 그랬는데, 저 

페이 먼저 주세요, 이 말을 하려니까, 마치 제가 창녀가 된 기분이에요. 사

실이지만, 그랬어요. [중략] 오는 길에 얘기를 하려니까 미친 여자 같은 거

예요(웃음). (연구자: (웃음) 왜요?) 아니 그리고 이왕 그 관계가 딱 끝난 

다음에는 입을 못 떼겠어요. 관계가 끝난 다음에는 제가 입을 못 떼겠어요. 

달라는 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략] (웃으며)아니 무슨 말을 합니

까? 제가 무슨 프로면 뭐 '오빠 좋았어?' (웃음) 뭐 이런 말이라도 하겠지

만, 그것도 아니고, 나도 너무 민망하고 머릿속으로 애인 생각은 계속 나

고~ - 노경아

노경아는 ‘건전’ 형태로 만난 남성과 두 번째 만남에서 ‘비건’의 애인대행을 

시작했다. 그 뒤 그 남성이 매달 일정한 돈을 주겠다며 장기 만남을 제안해 6

개월 동안 ‘장기대행’ 형태로 애인대행 서비스를 했다. 그 남성은 50대의 기혼 

남성으로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꽤 점잖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

에게 점점 ‘애인’의 위치를 요구했다. 그는 그녀에게 한밤중에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을 뒤져 보거나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하며 그녀의 사생활에 관여

하려고 했다. 얼마 뒤 노경아는 그 남성과의 장기대행 거래를 끝냈다.

그 분이 정기적으로 돈을 주셨죠. 한 달에 백오십만 원, 을 주시고, 일주

일에 두 번 정도를 꼬박꼬박 만나는 걸로. [중략] 뭐 섹스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고요. 그냥 저녁만 먹고 헤어지는 날도 있고, 나는 솔직히 

숫자만 채우면 되는 거고. 처음에 한두 달은 괜찮았거든요. 또 그 덕분에 

제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있고 마음 편히 쉴 수 있었고요. 근데 두 

달, 석 달 좀 지나면서부터 조금 이상해지는 게 말 그대로 시간 개념이 없

어졌고 느닷없이 여행을 가자고 하는가 하면, [중략] 처음에는 이 분이 성

적인 상대로 저를, 하셨는데 시간이 가면서부터 이 분이 점점점점, 말 그대

로 애인대행으로 시작을 했는데 애인이 돼 버리는 거죠. 이 분이 착각을 하

는 거죠. (연구자: 본인은 변화가 없었어요?) 예, 전혀요! 저는 만날 때마다 

애인대행이었어요. 근데 내가 연기를 너무 잘 했나?(웃음) [중략] 근데 이 

사람은 제 입에서 애인대행 얘기가 나오면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중략] 

‘넌 나 돈 때문에 만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넌 나한테 뭐 사랑 같

은 감정이 안 들어?’ - 노경아

노경아는 애인대행 일을 하며 만난 그 남성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달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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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끌리기도 했다고 구술했

다. 하지만 그녀는 장기대행이 어느 정도 친밀성을 전제로 했지만 어디까지나 

‘거래’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 서로가 ‘장기대행’의 조건을 협의

하여 정한대로 이행된 ‘석 달 동안’ 함께 하는 것을 즐겁게 할 수 있었다. 하지

만 그녀는 그 고객과 ‘남자친구’에 대한 감정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어디까지

나 경제적 합의 내에서 즐거움과 호감이 있었던 것이다.

이 사람 만났을 때 감정하고 내 남자친구 만났을 때 감정은 완~전히 다

른 건데. 그럼 내가 일식집에서 손님 만날 때 애인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암만 내가 친절하게 해도!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착각을 하

는 거예요. [중략] 그니까 호감이 있었으니까 한 석 달 아주 즐겁게 만났다

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분이 이제, 즐겁게는 만났지만 제가 그 

분하고 어떤, 참 고맙고 같이 있으면 좋고, 일단 남자친구는 경제적으로 너

무나 어렵기 때문에 저한테 아무것도 못 해줘요. 근데 그 분은 늘 항상 잘 

해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고~ 어디 좋은데 데리고 가고~ 여행 가고, 또 금

전적으로도 한 달에 얼마씩 도움을 주니까 당연히 마음이 끌리죠. 그치만 

사람을 사랑하는 거랑 호감 가는 거랑은 틀리죠. - 노경아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애인대행이나 조건만남은, 성기접촉을 통한 성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존의 업소 매춘과는 달리 ‘데이트’나 좀 더 포괄적인 친밀성을 

나누려는 욕구와 연관이 있다. 이 유형은 성적 거래가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 우리사회의 변화 흐름을 보여준다. 

3) 업소 성서비스

업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성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므로, 여기에서는 업소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직접적 성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 가운데 가

장 대표적 형태인 핸드플레이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 형태의 성서비스와 

유흥업소와 연계된 ‘이차’라는 직접적 성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핸드플레이’ 업소

많은 여성들은 물리적인 성적 접촉을 제공하는 성서비스 가운데에서도 성기

접촉의 성교를 제공하는 곳보다는 ‘신종’이나 ‘변종’으로 불리는 ‘핸드플레이’ 업



- 167 -

소에 좀 더 쉽게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시연은 성기 삽입이 아닌 성서비

스, 즉 ‘유사성교행위’로 분류되는 ‘핸드플레이’ 업소에서 성서비스 일을 시작했

다. 그녀는 그 업소가 ‘소프트하고 수위가 낮’아서 2007년에 거기서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거의 안 해본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데 일단 시작은 핸플 업소로 시

작을 했고요. 그 때까지는 7년 전이니까 수위가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소

프트하고 수위가 낮은 핸플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3년에서 4년 정도 일 해

봤고, - 강시연

그러나 핸드플레이 업소에서도 성기삽입의 서비스거래가 별도의 대가를 주고

받으며 이루어지고 있기도 했다. 고객들 가운데 별도의 비용을 제시하며 업소에

서 제공되는 핸드플레이 서비스 외에 성기삽입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

으며, 일하는 여성들은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으므로 업소 몰래 거래를 하기

도 했다. 아래 인용에서, 최가희는 ‘데이트방’으로 불리는 핸드플레이 업소에서 

하는 일을, ‘유사성매매’ ‘손’을 사용한 ‘핸드플레이’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 업

소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한다고 표면화된 성서비스 외에도 여러 성서비스가 추

가되어 요구되고 이루어지기도 했다. 만약 성서비스 여성이 고객의 요구에 부응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님들이 많이 떨어져나가고 찾는 사람이 없게” 되어 좀

더 많은 돈을 벌기가 어려워지므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런 요구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제 유사성매매라고 하는, 손으로 뭐, 핸드플레이라고 하죠. 핸드

플레이 해주고, 사실은 뭐, 오럴 해주는 그, 노동자들? 언니들이 있어요. 있

는데, 그거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면은 손님들이 많이 떨어져나가고, 저를 찾는 사람들이 없죠(웃음). 그래

서, 그렇게 하고 아니면 손님들이 금액을 제시를 하면, 이제 뭐 성관계 하

기도 하고……. [중략] (연구자: 밖으로는 간판이 뭐예요?) 밖으로는 굉장

히 이상한 이름예요. ‘여대생 데이트방’ 이런 거 있잖아요?(웃음) 막,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다 알고 오는 거죠, 손님들도. - 최가희

  

하지만 이 유형의 업소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성서비스 거래가 일어

나는 경우 일하는 여성들 사이에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업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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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하는 여성과 고객 사이에 업소에서 정한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나 거래

를 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해놓기도 한다. 박하은은 거기서 일하는 여성과 고객 

사이에서 업소에서 허용되지 않은 수위 높은 서비스를 거래할 경우, 다른 ‘매니

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핸드플레이 

업소에서 성기접촉과 같은 서비스가 거래되는 것은 단속의 위험을 높일 뿐 아

니라, 업소를 이용하는 다른 고객과 성판매 여성 사이에 서비스의 수위를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뭐지 그냥 원피스라든가 이런 걸 입고 있는데, 걔가 나중에 가서 다른 

매니저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수위를 너무 올렸다

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손님을 받았어요. 근데 그 A라는 친

구가 예를 들어 탈의를 해서까지 이렇게 자기 고정고객을 만들려고 하다보

니까 그렇게 된 건데~, 또 팁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A라는 친구

가 손님을 받다가 또 다시 B라는 친구가 그 똑같은 손님을 받았을 때 B라

는 친구는 거부를 했을 때 얘기를 하죠. 쟤는 해주는데 왜 너는 안 해줘? 

그렇게 해갖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항상~. 나중에는 잘랐죠. 너무 도가 

지나쳐버리게 되니까~. [중략] 매니저들끼리 싸워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

요, 웬만하면 그냥~ 니들끼리 수위를 담합을 하든지, 아니면 가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 박하은

박하은은 이전에 알던 사람으로부터 키스방 운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아,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니저’로 짧은 기간 직접 일을 해본 뒤 ‘실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키스방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시급으로 따지면 사만 원’이고 ‘단

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그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여성들이 키스방에서 번 돈을 등록금, 생계비 뿐 아니라 성형비용, 유흥비, 임

용고시 준비비용, 저축, 차나 주택 구입 같이 각자 사정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용도

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일단은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게 크잖아요. 왜냐하면 삼십분

을 해갖고 이만 원이고 시급으로 따지면 이게 사만원인데,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겠다 해갖고, 주로 등록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성형. 아니면- 이제 

뭐 자기 유흥비. 근데 나이대가 어린 친구들일수록 유흥비 그런 게 있고 나

이대가 조금 제 나이대 정도 되면은 앞일 생각해서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준비 비용을 예.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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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저축. 차를 산다던가 아니면 집이라던가. - 박하은

또 키스방은 고객의 선별에서 기존의 매춘 업소보다 많은 기준이 있었다. 박

하은은 키스방에서는 ‘안마방하고 다르게 만취한 사람이라든가’의 경우는 받지 

않는다고 했다. 핸드플레이 업소는 안마방 같은 업소에 비해 적은 비용을 받고 

짧은 시간 동안 핸드플레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일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술 

취한 고객을 상대하는 것은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되었다. 

일단은 안마방하고 다르게 만취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안 받고.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많이 안 취한 사람들. 그리고 또 방에 들어가면 몰

라요. 진짜 방에 들어가서는 긴장도 풀리고 그러기 때문에 술이 확 올라와

갖고 매니저한테 좀 그렇게 하면은 매니저가 확 나오죠. 그런 건 좀 자율적

이에요. 무조건 돈을 뭐 애들한테, 그런 건 아니니까. - 박하은

구술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성서비스의 유형이나 행위에 따라 서비스의 수위

가 다르고 또 가격도 다르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핸

드플레이’나 입을 이용하는 ‘오랄’은 성서비스의 수위가 낮고, 성기삽입 성서비

스가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되었다. 성서비스에 대한 이런 분류는 서비

스를 수행할 때 소모되는 신체 활동이나 경찰단속, 건강, 임신 문제 등 수반되

는 위험의 정도나 각 성서비스 행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연관된다. 이런 이유

에서, 구술자들은 ‘성기삽입’ 같은 직접적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보다 핸드

플레이 업소에 더 쉽게 접근함을 볼 수 있다.

(2) 유흥업소의 ‘이차’

룸살롱이나 노래방처럼 인가된 유흥업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서비스는 주로 

간단한 스킨십을 비롯하여 간접적 형태의 성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흥업소는 대부분 ‘이차’로 불리는 유형의 성서비스를 유흥업소 내 성서

비스가 끝난 뒤에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룸살롱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보통 ‘테이블비’나 ‘TC’라고 부

른다. ‘이차’ 성서비스의 비용은 이와 별도로 지불된다. 룸살롱 업소 내에서 이

루어지는 서비스는 고객들이 배정된 방에 들어가 ’초이스‘를 받는 것에서 시작

된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면접 당시까지 경기도 지역의 룸살롱에서 일했

던 고미자는 룸살롱에서 해야 하는 기본 서비스를 ‘초이스 받고 손님 옆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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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접해주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옷을 벗고 춤추는’ 일로 구술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정도의 기본 서비스는 ‘진상 고객’이 아닐 때는 괜찮은 일이라고 말

했다. 

초이스 받고 하면 손님이 받고 하면 앉아서 술 마시고 얘기하고 노래하

고 어떨 때는 옷 벗고 춤추고 이런 것도 있구요. 아니면 어쩔 때는 그냥 마

음 편하게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리고 먹고 싶은 거 그냥 손님들

이 시켜주고요. 그럴 때는 좋죠. 근데 이런 일 할 때는 손님들 대접을 해줘

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상이 오고 할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 고미

자

하지만 고미자는 ‘진상’ 고객을 서비스해야 할 때는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진상 고객이 자신이 ‘돈을 내니까’, 거기서 일하는 여성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어, 이제 하나는 뭐 좋을 땐 좋은데요. 이제 거기서 일할 때 개무시 당하

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별짓 다하고, 물론 룸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어… 어떻게 말하면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돈 내니까 막 함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진상들이라고 얘기하는 너무 너무나, (연구자: 한국말 잘 하신다) 

(웃음)그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 힘들구요. - 고미자

그 전에 고미자는 악세사리 가게에서 판매직으로 일하였는데, 하루 10시간씩 

주 5일 동안 일해도 100만원밖에 돈을 벌지 못했고 일도 힘들었다. 그래서 그

녀는 그 일을 그만두고 ‘노래방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했다. 

혼자 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몇 가지 알바도 해봤는데 돈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연구자: 무슨 알바 했어요?) 액세서리 집에서도 일했고 

**** 쪽에서 근데 돈이 한 달에 백밖에 안 나오고 내가 10시간 일했어요. 

[중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간 일했는데 한 달에 백밖에 안 나오니

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 저도 이제 그때부터 음 술집 같은데 나

간 거예요. 네…(웃음) - 고미자

박하은은 중학교 3학년 때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간당 소득이 높아서 노

래방 도우미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일을 학교생활과 병행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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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 한달 정도를 하고 그만두었다. 그녀는 그 일에 대해 ‘술을 먹고’ ‘체력소

모’가 크며 ‘몸이 축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일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었지만 곧 그만 둔 뒤, 학교 앞 분식집에서 서빙 알바를 하였다.

일단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체력소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밤

에 일을 잠깐씩  한다는 게, 학교하고 병행을 하면서 한다는 게 되게 힘들

었죠.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몸도 축나고~ 그렇게 되었었죠. [중략]  그리고 다시 (웃으며) 저기 식당에

서 서빙 봤어요. 그러고 다시. 잠깐씩 그냥 분식집 같은데 이런데 자주 가

는 데 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이모라는 사람이, 아 최저임금은 아니었지

만 어쨌든 일을 도와주면 먹을 거랑 돈을 챙겨주시고 했었죠. - 박하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스킨십’으로 표현되는 간접적인 성서비스

가 포함되었다. 현진이는 룸살롱에서 어느 정도 ‘스킨십’은 ‘일’이라고 여겼으며, 

당시에 일했던 업소에서는 여성들의 몸을 만지는 것이 허용된 스킨십이었다고 

말했다. 또 유흥업소 안에서 허용되는 스킨십의 범위를 둘러싸고 고객과 일하는 

여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가 하면, 동시에 거래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진이

는 룸살롱에서 ‘키스’를 원하는 손님에게 별도 비용인 5만원을 받고 키스를 한 

적이 있었다. 

어느 정도, 밖에서 가슴 만진다거나 하는 것은 그것도 저는, 솔직히 아가

씨 부르는 거는 만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스킨십 하려

고 하는 거……. 그 정도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현진이

키스는~, 돈을 더 줘야, 돈 더 받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에서 이틀째

인가 그 때 갔는데(웃음) 그 앉았는데 손님이~ 5만원을 주면서 키스 좀 했

으면 좋겠다고, 오만 원을 미리 팁으로 주고, (팁) 받고 했어요. (연구자: 아 

팁을 주는구나.) 근데 그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좀 놀 줄~ 아는 

사람. 강남 애들은 보통 놀 줄 알면 팁을 먼저 주고 자기가 어느 정도 만지

고 싶고 과하게 하고 싶으니까 언니들에게 돈을 준대요, 미리 따로. - 현진

이

노래방도우미와 고객 사이에서도 업소 안에서 기본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넘

어서는 스킨십에 대해 거래가 일어나고 있었다. 고미자는 2008년 판매직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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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고 2010년 여름 룸살롱에서 일하기 전까지 약 2년간 노래방도우미로 일

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차’ 서비스가 없는 노래방에서 일했다. 고미자는 노래

를 잘 못하는 데다 한국 노래도 거의 몰랐지만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처음에 그녀는 노래방을 맥주 마시며 노래하는 곳

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곳에서 일하면서 손을 잡거나 가슴이나 성기

를 제외한 신체 부분에 대해 스킨십을 제공하는 것이 노래방도우미의 일로 요

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요 다들 “노래도 못하는데 이런 데서 일하니?” 이러구요. 그럴 

때 전 “그냥 봐 주세요.” 말하고 하면 봐주고요. 어쩔 땐 안 봐줄 때도 있

어요. “노래해야 된다” 하면서 노래 못하면 “끄고 너 앉어.” 이러구요. (연

구자: 그땐 뭐가 힘들었어요?) 그땐 안 힘들었는데요. 거기서 힘든 건 노래 

맥주 마시러 갔지. 누가 여기서 뽀뽀하고 별짓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 올 땐 

힘들었어요. (연구자: 원래 그 안에서는 스킨십 이런 거 안 하게 돼 있어

요?) 하죠. 안한다고 말은 다 하는데 해야 돼요. 막 손도 잡아줘야 되고 어

쩔 땐 뽀뽀도 해줘야 되고 [중략] (가슴을 가리키며)요기 보여주면 5천원 

준다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5천원 준다고 겨우 5천 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2차 안 나가는 데는 몰래 나가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도우미해서 2차 

가능한 도우미는 룸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 고미자

한편 현진이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오다가, 연예인을 꿈꾸며 성형수술을 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룸살롱에서 일했다. 그리고 당시에 그녀는 룸살롱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겼다. 그녀는 남성들에게 성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폰’과 같은 형태로 그 대가를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

이다.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룸살롱에서 일하며 ‘남자 비위 맞추기’가 얼마나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경험하고 몇 달 만에 그 일을 그만두었다. 그녀

는 룸살롱에서 일하면서 “어떤 목적을 위해 자존심이 이렇게 상하면서까지 감

수할 가치가 있을까”라고 회의를 하게 되었으며, “현실적으로 내가 성형을 하고 

(연예인을) 준비할 돈을 벌기 힘들다”며 ‘꿈을 접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은 연예인 되려면 성형 좀 더 해야 되고 그런 거 있긴 한데~ 그러려

고 룸살롱 나간 건데……. 어쩌다 보니까 뭐, 굳이 연예인 안 해도 상관없

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돈을 모을 자신도 없고, 그만큼 

돈을 모을 자신도 없고, 그리고 어쨌든 스폰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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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룸살롱 일 하면서 남자 비위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들고 자존심 상하

는 일인지를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어요(웃으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험

해보지 않고 밖에서 보기에는 그게 쉬운 일처럼 보이겠지만 막상- 일하면

서 그~ 돈을 위해서 남자들의 비위를 맞추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정말 얼마나, 내가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럴~ 그

렇게 할 가치가 있는 일일까 그게.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룸

살롱 일이 뭐 수단이라고 하면 그거를, 자존심이 이렇게 상하면서까지 감수

할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내

가 현실적으로 굳이 그렇게 내가 성형을 하고 준비할 돈이~ 벌기 힘들다 

깨닫고, 내가 능력이 안 되는구나 깨닫고 꿈을 접게 되었어요. 연예인 하게 

돼서도 어쨌든 남자 스폰서들의 그런 비위와 눈치, 그런(웃음)~ 그런, 거의 

뭐 지금이랑 크게 다를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접게 된 거예요. - 현진이

룸살롱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 중에는 이차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현진이는 룸살롱에서 일하며 이차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한 달 

소득이 약 200만원 정도였다며, 이차를 나가는 경우에는 그 세배 정도가 된다

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룸살롱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돈을 벌려면 

이차를 나가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더 벌었는데~, 그 때 제가 쓴 게 많아가지고 집구하

고 집 알아보고 하면서~. 근데 거기 빼고 하니까 140 정도 남았던 거예요. 

더 벌었겠죠. 200 넘게 벌었을 거예요. [중략] 애프터 나가면 500 벌어요, 

이차 나가면. 테이블은, 왜냐면 애프터는 세배니까. [중략] 그렇게 생각보

다 많이 벌진 않아요. 그니까 애프터를, 돈을 벌려면 이차를 나가야 돼요, 

사실은. - 현진이

하지만 현진이는 룸살롱에서 일하며 끝까지 ‘이차’ 성서비스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진이는 거기서 일하기 전, 룸살롱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차’ 경험에 대해 미리 접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룸살롱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현실’과 ‘환경’은 자신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

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이차’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그녀는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매달 일부나마 지원받아 

생계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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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너무, 현실은 참 시궁창이죠. [중략] 그래서 저는 룸살롱 나갈 때도 2차

는 안 나갔어요. 테이블에서만 하고, 와, 그런~ 저도 일인데 자존심 상하는 

거 못 견뎌하는 거 있잖아요. 그니까 되게 상대방이 무례하고, 하면서 섹스

까지는 안 될 거 같애요. 저는. [중략] 애프터 안 나갔어요. 그래서, 괜찮은 

손님이, 진짜 괜찮은 손님이 있으면 나가봐야지 그런 생각 했는데~ 그거 

할 기회는 없었던 거 같아요. [중략] 그냥 룸살롱에서 이차 나가고 하는 거

랑 어떤~ 그냥 장기적인,  내가 그 사람을 고르고 손님도 선택하고 그 사

람과 어떤 식의 관계를 맺을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거랑 약간 다른~ 네 

그렇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

는 부분도 별로 없고. - 현진이 

룸살롱에서 일하는 여성에게는 고객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도 하나의 일이

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술 작업’은 중요한 기술이자 어려운 

일이 된다. 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날 계속해서 일을 하기 위해 ‘술을 마시

는 척 하면서 술을 버리는’ 기술과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거기에서 일

하며 계속해서 술을 마실 경우에는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고미자는 

룸살롱에서 일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술작업’을 꼽았다. 그녀는 술작업을 

잘 하지 못해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건강이 악화되어 중이염을 앓는 등 오랫

동안 고통을 겪었다.

술작업. 마시는 척. 버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손님들은 다 알잖아

요. 그래서 거의 다요. 쳐다봐요 이렇게 계속. [중략] 작업을 잘 못해요 어

쩔 때. 그럴 때 감기약 먹고 술 마시고 그럼 일할 때 그때도 굉장히 힘들구

요. 저는 정말로 작업 잘 못하거든요. 매일 마셔요. [중략] 그리고 이제 양

주도 조금씩 마시는 것도 아니고 한 손님마다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머뭇

거림)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너무너무 많이 

울어 가지구요. 어, 귀에 염증이 생겼어요. 근데 처음으로 귀에 염증 생겼

는데요. 나 아파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한 달 동안 귀 안 들렸어요. 아무것

도. - 고미자

현진이도 룸살롱에서 일할 때 ‘진상 고객’ 다음으로 ‘술작업’이 힘들었다고 말

했다. 그녀는 고미자와는 달리, ‘술작업’이 업소의 매상을 올리는 하나의 방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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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성들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고객 몰래 

술을 버리는 ‘술작업’이 고객을 속이는 일이어서 싫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

는 룸살롱에 일하러 가면서 “오늘도 술 버리러 간다”며 처음과 달리 고객을 속

이는 일을 점점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상 빼고 힘든 거는 술, 술 빼는 거? 술 빼는 거 힘들어요. 그니까, 가

게에서는 매상이 술이니까, 술을 빼줘야 되고 또 그거, 아가씨들도 일을 빨

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 끝내려면 보통은 사람들이 심리가 술자리에서 술이 

떨어지면 끝내는 거거든요. 그니까 술 술을 빨리 먹고 어떻게든지 버리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아가씨들끼리 눈치 주고받고 막~ 먹이기도 많이 먹

이고, 우리들은 안 먹으면서 술을 버려야 되니까 빨리 먹이고 안 보일 때 

버리고 막~ 얼음 통에 붓고 장난 아니에요. [중략] 그거는 되게 싫었어요 

저는. 왠지 어, 근데 하다보면 내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도벽 같은 데서 

짜릿함 느끼는 것 있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오

늘도 술 버리러 간다~(웃음) 막 이런 거. 오늘도 술 많이 버려야지, 내가 

일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걸 즐기는 걸. - 현진이

유흥업소의 성서비스는 룸살롱, 단란주점 같이 인허된 유흥업소에서 ‘1차’로 

서비스를 마친 후 ‘2차’, 또는 ‘애프터’로 불리는 직접적인 성서비스로 주로 유

흥업소 근처에 연계된 모텔로 이동해 이루어진다. 이차 성서비스를 하여 버는 

소득은 유흥업소 안에서 서비스를 해서 버는 것보다 훨씬 높았다. 고미자는 노

래방도우미로 처음 일할 때는 이차를 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다가 이차를 하는 

곳으로 옮겼는데, 그 이유는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는 2차 안 했어요. 다른데 갔을 때는 2차하는 건 알았어요. (연구자: 

근데 왜 거기 갔어요?) 돈 더 받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돈 더 받으니까 

음… 그런 걸로 해서 갔는데요. 처음엔 너무 너무나 나는 떨렸고요. 내가 

잘할지 안할지 어떻게 몰랐고 내가 너무 잘해준 거예요. 내 애인처럼요. 생

각해보니까. 다 스페셜로 다 해줬어요. 첫날에요. 몰랐으니까요. 너무 오래 

하구요 몇 시간동안 앉아 있어가지고 대접을 해줬어요. - 고미자

‘이차’ 성서비스에 걸리는 시간은 다양했다. 보통 남성 성구매자의 ‘사정’이 

이차 성서비스의 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었다. 일하는 여성에게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 오랜 시간 서비스를 지속하게 하는 고객은 ‘진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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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되었다. 미국에서 살던 고미자는 한국어를 비롯해 한국의 상황에 익숙하지 

않아 더 힘든 상황을 겪어야 했다. 그녀는 한두 시간 이상 성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성서비스 노동의 대가를 ‘환불’하지 않기 위해 힘든 일을 다 

참고 견디어야 했다.

(연구자: 이차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것도 다 아가씨 나름이에요. 

실장님 전화 와서 빨리 나와라 이런 건 없구요. 그건 다 아가씨가 알아서 

얘기하면서, [중략] 후다닥하면요, 그 손님이 사정하고 하면 거기서 바로 

씻고 나가는 거예요. 어쩔 때 한 15분? (연구자: 그렇게 끝나기도 하고 오

래 걸리면?) 오래오래 걸리면 한 시간 두 시간 가구요. [중략] 계속 한 시

간 동안 계속. 그때 힘들구요, 힘들어 가지구요, 그 사람이 사정도 안했는

데 내가 나가버리면 내가 돈을 다시 줘야 돼요. [중략] 근데 이제 저는요 

그래 고생할거 내 몸 다 벗는데 돈 다시 줄 수가 없어요 저는요. 못하겠어

요. 참고 참고 참다가 하고. 울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해가지구요. - 고미자

이와 같이, 노래방, 룸살롱, 주점 같이 인허된 유흥업소에서 표면적으로는 매

춘을 포함한 성서비스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는 ‘이차’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성서비스가 유흥업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유

흥업소 성서비스를 둘러싸고 남성 고객과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사이에 여

러 가지 갈등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진상’ 고객을 경험하기도 했

다. 하지만 성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소득을 더 벌기 위해 별도의 비용으

로 거래되는 다양한 성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했다.

4) 잦은 중단과 이동의 원인

(1) 더 나은 조건: 소득, 노동의 강도와 특성

구술자들의 성서비스 경험에서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여러 유형의 성서비스

나 여러 업소를 이동하며 일했다는 점이다. 구술자들 가운데는 길게는 몇 년 동

안 한 유형의 성서비스 일을 지속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짧게

는 1, 2개월 정도 한 업소에서 일하다 다른 업소로 이동했다. 또 구술자들은 인

터넷을 통한 개별적 성서비스와 업소와 연계된 성서비스를 오가며 일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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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핸드플레이 업소나 룸살롱, 집창촌같이 다양한 업소에서 일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정난아는 룸살롱에서 일을 그만 둔 뒤 남자친구의 조언에 따라 술을 마시지 

않는 ‘안마방’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일하는 여성이 몇 십 명에 

이르는 큰 안마시술소에 가게 되었으며, 약 2주 동안 일하는 방법을 ‘교육’ 받

았다. 그녀는 그 업소에서 일하는 ‘선배’ 여성들에게 ‘바디 타는 법, 오일을 바

르고 팔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 또 직접적인 성서비스는 어떻게 하는지 등 ‘안

마시술소’에서 하는 일 전반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었다. 그녀는 최근까지도 

이 업종을 전문으로 해왔다. 그녀는 ‘안마’ 일이 ‘바디를 타는 일’이라 ‘감정노

동’을 적게 하고 주로 몸을 사용해 일하는 점이 자신과 잘 맞는다고 설명했다. 

나도 위경련 이렇게 아픈데 더 아프면 어떡하지? 싶어서 그럼 술을 안 

마시는 업종 갈까? 이런 고민 있었을 때 그 때 남자친구가 화류계에 엄청 

빠삭했거든요. 손님이었거든요, 남자친구가. 1년 만났던 남자친군데, 그래

서, 그 남자친구가 그럼 너 술 안 마시는데 안마방 같은데 가보라고요. 그

래서 안마방 갔죠 하하(웃음). [중략] 술 안 먹고 섹스 하는 거는 집창촌에

서 내가 좀 단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막 그 남자친구가 그랬거든요, 

술 마시는 거 힘들면 안마방 가라고. 몸은 좀 더 힘들 텐데 그래도 니 건강

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중략] 교육만 받아요, 맨날 출근해서. [중략] 가

끔씩 손님한테 양해를 구해요, 그 가게 단골손님들한테 막, 얘 처음 온 앤

데 우리가 교육을, 실습을 좀 시키겠다고, 그러면 그거 하나씩 해서 그냥. 

요새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안 가르친대요, 배울 아가씨가 없으니까, 일 할 

아가씨가. 근데, 아 그래가지고 그 언니한테 나중에 수업료를 50만원 주라

는 거예요, 선배 언니한테. 고생했다고. 그래서 뭐 그게 룰이니까~, 그리고 

또 그 언니도, 로테이션 계속 돌잖아요, 안마방은. 그 쉬는 시간에 언니도 

일하고, 쉬는 시간에 쉬고 싶을 텐데 나를 봐주는 거니까~. [중략] 그니까 

바디 타는 법, 이렇게 오일을 바르고 뭐~ 팔 근육 같은 거 어떻게 쓰고, - 

정난아

정난아는 ‘안마시술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도 여러 업소를 옮겨 다녔는

데,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녀

는 많은 여성들이 함께 일하는 큰 업소는 일한 경력 등에 따라 서열이 있고 출

근할 때 ‘복장’ 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는 등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큰 가게보다는 일하는 동료들이 적은 소규모의 업소를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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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마음 편한 게 더 먼저니까 저한테는. 조그만한 가게 찾아보자 이

래서 가게 되게 여러 군데 많이 돌았었고. 그래서 가게 아가씨 막~ 세 명 

이상 있으면 면접도 보러 안 갔어(웃음). 한두 명, 세 명? 그러면 가고. - 

정난아

반면에 서연정은 두 명의 자녀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아이 양육비와 생

계비 등을 벌어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많은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 성서비스 일

을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핸드플레

이 업소보다는 이차 성서비스를 하는 업소에서 주로 일하고자 했다. 

 

근데 저는 2차 해야 된다고, 그래야 돈이 되니까. 사실 예전에 거기 가게 

같은 경우에는 세 시간을 해도 돈이 안 돼요. [중략] 여기 2차 안 하면 돈

도 안 되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한번 와보래

요. - 서연정

그런데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성서비스 일로 버는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 명확

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아래 서연정의 구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술자들은 소득 수준에 대해 ‘잘 벌면 *백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식

으로 주로 구술했다. 하지만 이들이 그런 소득 수준을 몇 달 이상 지속하는 경

우는 드물었다. 

지난번에 이제 **에 있을 때는 거기는 진짜 천 찍을 수 있을 거 같더라

고요. 8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연구자: 거기 얼마나 다녔어?) 응, 두세 

달, 두 달 좀 넘게. - 서연정

정난아는 여러 유형의 성서비스 업소에서 일하며 잘 벌 때는 한 달에 800만

원에서 900만원을, 장사가 아주 안 될 때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벌었으

며, 평균 약 500~600 만원을 벌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안마 일을 하다

가 허리를 다쳐 6개월 정도를 쉬며 치료를 하는가 하면 경찰 단속으로 일을 중

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기 손님 너~무 많았어요. 하루에 열 두 개씩 하니까. 열 개, 열 두 개

씩. (연구자: 그럼 돈은?) 돈은 솔직히 잘 벌었어요. 거의 한, 팔백? 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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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한 달에 팔, 구백. 거기가 돈이 되니까 아가씨들이, 안 그만두는~ 그래

서 구멍이 안 빠지는? 그런 데였거든요. [중략] 벌이가 좋았었어요. 그 때 

말한 대로 못 벌면 한 육, 칠 백? [중략] 안마에서 많이 벌었어요. **도 

잘 될 때는 한 육백씩 벌었어요. [중략] ** 초반에는 잘 벌었는데 사장 바

뀌면서. 사장이 아가씨가 원래 사장 하다가 이제 고모가 하면서 좀 말아먹

어가지고. 한 이, 삼백 버니까 그냥……. 그래도 뭐 먹고 살만 하니까. [중

략] 그리고 허리 아파서 한 반년 놀았잖아요. 돈 많이 썼어. - 정난아  

또 구술자들은 성서비스 일이 노동 강도가 높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점을 이

야기했다. 서연정은 처음 안마시술소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애초 생각했던 것과 

달리 성서비스 일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녀는 “자

신이 체력도 좋은 편인데도 그 일은 몸이 너무 힘들고 많이 아프고” “또 생활

이 불규칙하고 밤 생활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 일을 시작하고 몸이 많이 망

가졌다”고 말했다.

정말 쉽게 돈 벌 수 있겠다, 편하게 돈 벌 수 있겠다. 다만 내 몸을 쓰는 

것뿐이지 좀 쉽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했는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일

단 그런 걸 견뎌낼 수 있는 멘탈?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몸이 너무 일단 

힘들고 몸 많이 아파서, 사실 제가 되게 건강하고 체력도 좋은 편이었는데, 

일 시작하고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생활도 불규칙하고 밤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떤 업장은 ‘먹자’61)라고 [중략]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좀 자다가도 깨고 잠도 못 잘 수 있고 이러니까 건강문제

가 문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근데 그나마 언니들은 잘 관리 안 하는 사

람도 많거든요. 요새는 많~이 좀 생각이 바뀌어서 관리를 하는 편인데도 

여전히 관리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 서연정

박하은 또한 키스방에서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니저’로 잠시 일할 때 경험을 

떠올리며 ‘키스’도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밖에도 고

객에 대한 서비스로 “얘기도 나누고 맞장구도 치며 웃기지 않은 얘기에 웃어주

는” 일을 해야 해서 “진이 싹 빠진다”고 구술했다. 

 

피로도도 장난 아니죠. 계~속 말상대 해줘야죠~, 누가 이렇게, 사실 그 

키스라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연구자: 뭐가 힘들어요?) 그

61) ‘먹고 자는 방이 있는 업소’를 줄여서 이르는 말로, 출퇴근하는 업소와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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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는, 일단 체력적으로 힘든 거 같아요. 진이, 진이 싹 빠져요. 얘기도 해

줘야 되지, 맞장구도 쳐줘야 되지~ 뭐 웃기지도 않은 얘긴데 계속 좀 웃어

야 되지~ 뭐 이런 것들? - 박하은

강시연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키스방 같은 핸드플레이 업소는 룸살롱의 

‘이차’ 성서비스나 안마시술소 같이 성기삽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력 소모가 덜 된다고 비교하여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핸드플레이 

성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직접적인 성기삽입 행위를 제공하는 매춘 

유형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통 한 5년에서 한 7년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딱 성관계만 하는 그런 

업소들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그냥 핸플이라든지, 그런 이렇게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런 업종들도 많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소모 안 되더라도 일

을 오래 할 수 있어갖고……. - 강시연

이희영은 매우 다양한 유형의 매춘을 경험하다가 집창촌에서 일했다. 그녀는 

“십년 넘게 이런 유흥업소 생활”을 했다며 자신이 경험한 여러 성서비스 유형

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집창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그녀는 집창촌은 다른 업소에 비해 ‘가격 면’에서 저

렴하여 ‘서민들’이 이용하므로 집창촌의 재개발로 ‘고급화되면 망한다’고 설명했

다. 또 그녀는 집창촌이 룸살롱처럼 술을 먹어주거나 매상을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서비스 여성들에게 오히려 ‘편한’ 곳이라고 말했다.  

여기가 고급화되면 여긴 망해요. 있는 사람들만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서

민들,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아니면 룸살롱 가죠, 왜 내 얼굴 팔려가

면서 오겠어요. 룸살롱은 그 안에만 들어가면 안 보인단 말예요. 그리고 룸살롱

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있고 집창촌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만 있고 왔다 갔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굳이 근데 룸살롱만 일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는 얼굴 팔리는 게 싫다였어요. 근데 룸살롱에서도 얼굴 팔리는 건 똑같아

요. 어차피 2차 나가고. 거기는 손님이 찾아오지 않냐.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얼

굴이 팔리는 거 아니냐. 여기서는 다 팔리는 거 아니냐고 했거든요. 그건 생각 

차이인 거 같아요. 집창촌은 굉장히 편할 수가 있고, 거긴 너무 힘들고 일하기

도 싫고 고되고, (놀아주고 다른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이중이잖아요. 술 먹기 

싫은데 술 먹어줘야 되고 매상 올려야 되고, 이차 또 나가야 되고. 여기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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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시각적인 그것을 이용하는 거야. [중략]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시설이 너

무 낙후되어 있고 서비스도 그렇고. 집들이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불이 나면 

다 붙어 위험해요. 시설만 좀, 서비스 차원에서, 여기도 서비스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서비스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

까, 밖에랑, 안마나 룸살롱이나. 다 밀려요 현재. - 이희영

구술자들에게 성서비스 일이 기본적인 생계부양책이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소득을 벌 수 있는가는 그들에게 그 유형이나 업소를 선택하고 지속하

거나 중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구술자들이 어떤 유형이나 업소에

서 성서비스를 하는가는 그밖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

다. 구술자들은 각 성서비스 유형과 업소에 따라 소득, 노동의 강도와 특성 등

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선택을 하고 있었다. 그러

나 구술자들이 성서비스 일을 하면서 일정한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란 매우 힘

들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속했다. 대부분은 여러 위험 요인으로 인해 일을 중

단하거나 업소를 옮기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2) 질병 위험과 신변 위험

구술자들은 성서비스 노동이 성병, 임신을 포함한 건강 위험에서 잦은 폭력에 

노출되는 신변 위험까지 모두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한 노동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구술자들은 성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병 같은 질병 위험에 자

주 직면하였으며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치료를 하며 쉬거나 다른 업종으로 옮

기기도 했다. 정난아는 처음 집창촌에서 일하면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성병에 감염되었

다. 고미자도 룸살롱에서 일하며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다. 더구나 그녀는 이차 

성서비스를 하다 임신을 하게 되어 낙태를 하여 일을 중단하고 쉬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얼마 뒤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몸은 많이 버리고 요번에 저는 돈도 버는 돈도 다시 내려갔고 임신했고 

귀 염증 맨날 병원. 나는 보험 없어요. 매일 귀 때문에 왔다갔다 이비인후

과 가서 고생했고 내가 감기가 너무나 많이 걸렸어요. 왜냐면 술을 매일 마

시니까 근데 이제…… [중략] 이번 달에는 제가 못나가요 그냥. 내 몸 먼저

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아프다고 말했구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가 

여기서 영어 가르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 고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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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난아는 성병 감염 후 집창촌 일을 그만두었다. 그 뒤 그녀는 직접적인 성서

비스는 적게 하는 대신 술을 마셔야 하는 룸살롱에서 일했다. 그러나 그녀는 술 

마시는 일로 위경련이 생기고 주변에 일하던 아가씨가 ‘이차’를 나가 실종되었

다는 소문을 들은 뒤 그 일도 그만두었다.

암튼, 심한 게 여러 가지 걸렸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당분간 섹스하시

면 안 된다고, 성행위(?)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수술 막 하고 그랬거든

요, 제거 수술하느라 레이저 제거 수술 이런 거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중략] 유흥 알바 사이트, 룸살롱 같은 데 찾아봤어요. 

근데 또 집창촌보다 페이가 더 좋은 거야, 하루에 50만원 이렇게, 광고가. 

그래서 전화해서 갔더니 또 그 때, 그 때 보도를 들어갔거든요. [중략] 다

른 사무실에 아가씨가 없어졌어요, 애프터 갔다가. 그거 실종 처리, 죽었는

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야, 실종처리 해버리고. 마침 그 때 내가 위경련이 

와가지고 새벽에 위경련 와서 위가 뒤틀려가지고 병원 갔더니, 술 그만 드

시라고, 술 더 드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나도 그렇게 아플

까봐, [중략] - 정난아

또 구술자들은 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성을 일 대 일로 만나는 경우에 

폭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변 위험을 자주 느끼고 있었다. 특히나 인터넷

으로 개별적 성서비스를 하는 여성들의 경우 남성 구매자의 폭력으로 신상의 

위협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피’나 ‘이차’의 성서비스는 업소와 

연계된 성서비스이지만 집창촌과 달리 성서비스 여성과 남성 고객이 일 대 일

로 만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개별적 성서비스와 비슷한 신변 

위험에 직면했다. 

요즘 세상 무섭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디 가거나 그럴 때 저 아는 동생

한테 이래요. 딱 했을 때 지금 그 동생은, 같은 ** 살던 동생은, 지금은 제

가 혼자 살지만 그 친구랑 살았을 때는 항상 나와서 멀리서 봐요. 차 번호 

입력해요. 그렇게 했어요. 서로. 근데 지금은, 좀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보

면 겁이 좀 없어졌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처음에 차를 

타기 전에 이렇게 봤을 때 차번호라든가 외우죠. 문자 보내는 식으로 해서 

입력해놓거나, 저 같은 경우는 폰이 옆에 누르면 SOS라고 해서 제 지인한

테 몇 명 해놨거든요. 제가 전화해서 ‘야 나 지금 어디 가는데 만일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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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있으면 그거 해라’, ‘알았다’고. 그렇게 되죠. [중략] 근데 그런 건 있어

요. 내가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진짜 막말로 내가, 내 

주위사람한테 얘기 못하거나 그냥 핸드폰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뺏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내가 무방비 상태니까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죠. - 김현주 

하지만 성서비스 여성이 이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었다. 아

래 김현주의 구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여성들이 폭력이나 신상의 위협

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성서비스를 하러 가면 친한 사람에게 행선

지 알리기, 핸드폰에 비상연락망 설정하기와 같이 소극적이며 개인적인 자구책

뿐이었다. 김현주는 애인대행을 하는 상대를 만날 때마다 신변의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애인대행을 하며 ‘내가 무방비 상태니까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김현주는 혹시라도 닥칠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같은 일을 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행선지를 얘기하고 

핸드폰에 키를 누르면 연결되는 비상연락망을 설정해 놨다. 

이와 같이, 구술자들은 성서비스 일의 과정에서 질병 감염이나 건강 악화로 

일을 그만두거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쉬거나 다른 업종으로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술자들은 특히 인터넷을 통한 개별적 성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남성 고객과 일대 일로 만나는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는 신변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 

(3) 인권침해와 혐오범죄

구술자들은 성서비스의 과정에서 일상적인 인권침해와 혐오범죄를 겪고 있었

다. 이는 구술자들이 성서비스 일을 중단하거나 다른 유형으로 이동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구술자들이 겪는 인권침해는 주로 ‘진상 고객’이라는 말로 상징

화되는 성구매자에 의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으로 나타났다. 심한 경우에는 신

체적 폭력, 강간 같은 심각한 범죄도 겪고 있었다. 이들이 성서비스 과정에서 

성구매자나 업주, 주변 사람들에게 겪는 인권 침해는 혐오범죄의 성격을 갖는

다. 

혐오는 역사 속에서 특정 집단과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이

용되어 왔다. 혐오의 대상으로는 여성, 동성애자, 불가촉천민, 하층계급 사람들, 

특정 인종, 특정 종교신자 등이 대표적이며, 그들에게는 악취, 부패, 불결함, 점

액성 등 혐오의 속성들이 투영된다. 혐오는 대개 실제적 위험보다는 자신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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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될 수 있다는 불합리한 사고에 바탕을 둔다. 혐오의 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여

성의 몸이다. 여성 차별적 혐오는 거의 모든 사회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여

성은 유약하고 끈적거리며 유동적이고 냄새나는 존재로, 여성의 몸은 오염된 불

결한 영역으로 상상된다. 밀러는 여성 혐오에 대해 남성들이 출산에 대해, 특히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체액에 대해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매

춘 여성’에게 향하는 혐오는 남성이 느끼는 자신의 동물성에 대한 혐오라고 설

명되기도 한다(누스바움, 2009[2015]). 이 혐오 감정은 실제적 위해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향해 언어적, 물리적 폭력과 같은 범죄를 정당화하게 만

든다. ‘매춘 여성’을 향한 폭력과 인권침해는 대체로 혐오의 감정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혐오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

구술자들은 성구매자, 업소 사장, 동료 등 성서비스를 하는 과정에 관련된 사

람들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성구매자들에 의한 

언어적·신체적 인권침해는 가장 직접적이고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실제로, 

구술자들이 업소를 그만두거나 옮기는 이유 중 가장 많은 요인은 서비스 가격

과 내용에 대한 협의 사항을 깨뜨리는 ‘진상 고객’의 문제였다. 성구매 남성의 

태도에는  성서비스 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념 자체가 부재했다. 구술자들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진상 고객의 종류와 진상을 부리는 정도는 매우 다양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박하은은 키스방에서 성서비스 여성으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성구매 남성이 ‘내가 돈을 주고 너를 샀다’는 ‘뉘앙스’로 성

서비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자기 맘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최가희는 성구매 남성의 태도나 성서비스에 대한 요구에서 성구매자로서 지켜

야할 '매너'를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일단은 손님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거죠. 내가 돈을 주고 너를 

샀다라는, 이런 뉘앙스? 그게 있죠. 그게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고! - 박하은

손님들이 뭐 정말~, 예상 가능하게도, 매너 있고~ 깔끔하고~ 위생까지 

지켜주고 나의 몸까지 생각해주는(웃음) 손님이 없잖아요?(웃음) - 최가희

서연정이 겪은 '진상 고객' 중 최악은 '강간'을 저지른 경우라고 말했다. 그녀

는 그 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더 이상 그 곳에서 일할 수 없어 다른 지역으

로 업소를 옮겼다. 그 남성 구매자는 애초 성서비스 가격을 협의한 뒤 ‘자꾸 말

을 바꾸었으며’ 또 협의한 서비스를 받고 다시 ‘강간’을 저질렀다. 그녀가 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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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행위에 '충격을 받아 죽여 버리고' 싶은 분노를 느꼈지만, 현실에서 달리 

대응할 방법이란 없었다. 성서비스가 불법인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성

판매 여성 스스로 범법 행위를 인정해야 하는 일이며 성서비스 과정에서 당한 

강간을 입증하고 처벌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근데 콘돔 빼 달래. 근데 그 때는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내일 내야 

될 돈이 있는데, 다급한 거야, 내가 오늘 저걸로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이 안 되니까. [중략] 알았다고 콘(돔) 빼주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콘(돔) 

빼주기로 하고 일을 하는 데 씻겨주고 뭐 하고 이제 다 연애를 했어요. 근

데 얘가 자꾸 말을 바꾸는 거야. [중략] 미친 새끼였잖아요. 거기다 이제 

그것도 짜증나는데 거기다 한 1분 정도 만에 다시 발기를 하더니 이제 거

의 강간을 한 거죠. 한 번 더 하고 또 안에다 싼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죽여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새끼를. 그래서 나 혼자 씩씩거리고 

있는데, ‘왜 아니꼽냐?’ 이러더니 갑자기 얼굴색 싹 바꾸고 ‘야 한 시간 됐

지?’ 이러는 거예요. ‘한 시간 반 됐다’고. 그랬더니 왜 한 시간 반이냐구. 

그러더니 자기가 돈 찾아온 시간을 보여주는 거야. 그 전에 이미 나는 거의 

거기 들어가서 일하고 있었고, 돈은 중간에 삼촌이 찾아다준 건데. 더럽다

고, 알았다고 그랬어. [중략] 더럽다고 그러고 줘버렸어요. 그러고 기분 더 

더럽고 이제. 아 다시는 이제 이런 새끼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구나. 그런 얍씰한 방법을 쓸 수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쌈리가 싹 싫

어졌어요. 너-무 싫어서 그 뒤로는 '정말 쓰레기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

면서, 그 쪽은 아예 싫었어요. - 서연정 

구술자들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인권침해를 경험했다. 현진이는 ‘아가

씨’를 모집해 유흥업소의 주문에 따라 아가씨를 보내주는 ‘보도방’을 통해 룸살

롱에서 일했다. 그녀는 그 여성들을 차에 태워 업소까지 이동해주는 일을 하는 

‘보도 실장’인 남성의 태도가 싫어 다른 곳으로 옮겼다.

보도실장, 그냥 그 오빠가 싸가지가 없더라고요(웃음). 지나다보니까~, 

[중략] 그니까 뭐~ 뭐 물어봐도 대꾸를 안 해준다든지 무시하는 그런 거?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들어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와도 된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나오면 막~, [중략] 그런 거 하고. 그

니까 뭐 약간 이런 게 거슬렸던 거예요. 너희들 일이 술 마시는 게 일인

데~ 저는 그 말이 싫더라고. 제가 어떤 맥주방에 맥주 마시는 방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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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맥주를 먹으면 술작업을 못하고 술 다 마셔야 하니까 나왔어요 그런

데-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 현진이

서연정은 새로운 지역에 가서 24시간 숙식이 제공되는 소위 ‘먹자방’에서 일

했는데, 그 곳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함께 일하는 ‘아가

씨들이 텃세를 부리는’ 등 동료 관계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두 달 좀 넘게 

일하고 그만두었다.

근데 너-무 아가씨들이 텃세 부리고요,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중략] 

너무 피곤해서 못 하겠어. 가게에서 먹고자고 그런 것도 있고, 피곤하게 구

니까 싫어가지고, 그까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못 있겠더라

고. - 서연정

반면, 서연정은 다른 업소에서 일할 때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관계가 좋아 

애초 생각보다 오래 일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핸드플레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

래주점’에서 일할 때 ‘돈이 안 되어서’ 망설이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 함께 일

했던 ‘아가씨들’이 ‘언니’라고 챙겨주고 함께 ‘룸’에 같이 들어갈 때는 서로 도와

주는 등 ‘애들이 엄청 잘 해줘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었다.

 처음에 다시 가게 된 이유도 한번 하고 안 가려고 했더니, 근데 대기실 

애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가게 아가씨들이 잘 해 줄 거라고, 그리고 나이

가 제일 가게에서 많으니까 함부로 할 애도 없고 텃세 부리고 이럴 애들은 

뽑지를 않는다. 애들이 정말 괜찮다. 그래 대기실에 갔는데 애들이 엄-청 

잘 해주는 거예요. 새로 왔다고 김밥이랑 떡볶이 사주고, ‘언니, 힘들었죠~’ 

이러면서 막 알려주고 일도. 같이 들어가면 커버쳐 주고, 제가 처음에 모르

니까. 이제 제 파트너가 진상이면 애들이 말로 죽여 버리고 이렇게, - 서연

정

최가희는 핸드플레이 업소에서 일을 시작한 뒤 업소 사장의 요구가 면접 때

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 업소의 사장은 성서비스의 수위가 낮으면 다른 

업소로 남자 손님이 옮겨갈 수 있다며, 최가희에게 성서비스의 '수위를 올리라'

고 요구했다. 또 그 사장은 그녀가 밥 먹을 시간도 비우지 않은 채 하루에 7~8

시간 계속해서 손님을 받도록 했다. 최가희는 이런 업소 사장의 행위에 대해 일

하는 여성을 '사람이 아니라 감정도 싫은 것도 없는 기계'로 대하며 기본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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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 배려하지 않아 ‘폭력적'으로 느꼈다.

업주들도,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도 막 가끔은 수위를 올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뭐 웬만큼 일도 했고 적응도 됐는데 너무 소프트하

게 나가면 손님들이 옮겨갈 수가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로.’ 이러면서 ‘수위

를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밥도 못 먹고 한 일곱 시간, 

여덟 시간 동안 풀(full)로 손님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좀 비워주면 

좋잖아, 시간을(웃음). 계~속 넣어. 계속 넣으면서 ‘너도 벌 때 확 땡겨야

지.’ (웃음)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아, 이 사람은 내가 기

계인 줄 알고 감정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되게 폭

력적이란 생각이 들고. - 최가희

그런데 성서비스 여성이 일의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와 혐오범죄는 ‘매춘 여

성’에 대한 낙인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매춘 여성’은 현직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인권문제를 겪지만 특히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그 일을 그만둔 뒤에도 계속해

서 고통 받는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 낙인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가능한 자구책을 사용하는데, '신분위장(passing)'은 이 여성들이 널

리 쓰는 자구책 가운데 하나이다.62) 매춘 여성들은 일을 하는 현장의 밖에서는 

대부분 패싱을 수행하여 매춘 여성이라는 표식을 지운다. 매춘 여성임이 밝혀지

는 경우 사회적 혐오와 멸시, 폭력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매춘이 불법화된 상황에서 매춘 여성들은 법적이고 도덕적인 감시와 처벌의 대

상이 되므로 더욱 철저하게 패싱을 수행한다. 이들은 집창촌 밖에서 다른 사람

들을 만날 때에 욕이나 거친 말투 등을 쓰지 않으려고 신경 쓴다고 말한다. 매

춘 여성 외에도 대부분의 낙인집단들 또한 낙인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일상적인 패싱을 통해 낙인이 되는 정체성 지우기와 이미

지 감추기를 수행한다.

구술자들 또한 성서비스를 하면서 그 일 자체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힘듦 외

에도 자신이 성서비스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일상적인 갈등과 번민 또

한 겪고 있었다. 구술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성서비스를 한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62) 고프만은 '패싱'에 대해 개인의 낙인 정체성을 감추는 정보 관리의 차원에서 논의했다. 하지만 

낙인을 일종의 문화이자 특정한 형태의 기호적 실천이자 의미체계라고 규정한다면, 패싱 행위

는 낙인을 회피하기 위해 두 정체성을 가로지르는 개인의 문화적 실천이 된다. 매춘 여성 외에

도 대부분의 낙인집단들 또한 낙인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일상적

인 패싱을 통해 낙인이 되는 정체성 지우기와 이미지 감추기를 수행한다(오김숙이, 2013: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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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했다. 심지어, 대부분의 성서비스 여성

들은 자신이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전략적으로 숨기기 위해’ ‘다른 회사의 명

함’까지 만들어 다니며 위장했다.

(숨기는 경우가) 엄청 많지. 엄청 되게 전략적으로 숨기더라고요. 명함도 

막 회사 명함 파고 다니고. 화장품 회사 다닌다고 하거나, 방문판매. - 정

난아

이희영 또한 성서비스 여성에 대한 낙인을 인식하여 집창촌에서 일하다가 밖

으로 나갈 때는 옷차림과 화장 등에 신경을 썼다고 구술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창촌 여성들은 일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화장’을 매우 ‘귀찮은 것’으

로 생각해서 ‘화장을 해주고 지워주는 기계,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

였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화장도 하지 않고 편안한 ‘추리닝’이나 ‘잠

옷’ 차림을 선호했다.

 예를 들어 막 잠옷만 입고 돌아다니거든요. 왜냐면 미용실 가깝고 슈퍼 

가깝고 하니까, 그게 너무 편한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나가면 옷도 갈

아입어야 되고 잠옷입고 나갈 순 없으니까, 그런 게 참 귀찮은 게 익숙해져 

버린 거지. 몸 자체가. [중략] (화장은) 거의 안 해요. 개인차가 있겠죠. 친

구들 모임이나 이런데 갈 때는 옷도 입고 가고 화장도 하고. 화장도 안 하

고 옷도 굉장히 편하게 입고 다니고. 나도 그랬어요. 왜냐면 항~상 화장을 

하다보면 귀찮아요. 맨날 하루에 한 번씩 화장 하고 지우고 또 씻어야 하고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게. 진짜 나도 일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계가, 로

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화장을 해주는 기계, 지워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은근, 굉장히~하루도 빠짐없이 하기 싫은데 할 때는 더 짜증

이 나지. 하고 또 지워야 되니까 피부가 다 상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갈 

때는 더 편하게 다니죠. - 이희영

현진이의 경우 룸살롱에서 몇 달 일하는 동안에 ‘이차’ 성서비스를 나가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알려졌을 때 자신에게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했

다. 그래서 그녀는 그 일에 대해 자신을 이해해주는 극히 사람 외에는 말할 수

가 없다고 했다.

(얘기)할 수, 하기 힘들죠, 사실은. [중략] 일반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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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춘 시기 유형 이동‧중단 사유

이희영 1989년~2004년 민성노련 상근활동, 자영업 시작

김현주 2003년, 2009년~2011년 건강 악화, 애인대행 의뢰인(구매자) 없음

은예림 2006년~2011년 남자친구

노경아 2011년 고객의 스토킹·사생활침해, 다른 직종 구직 시도

면~ 낙인이 올 텐데, 어쨌든지 뭐 그게 받아들이기 받아들여지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중략] 내가 왜 내 경험을 모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 현진이

하지만 구술자들은 아무리 자신이 성서비스 사실을 숨긴다고 해도 다른 장소

에서 고객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등 혹시라도 주변에 알려질 수 있다는 사실에 

일상적으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김현주는 ‘어떻게 해서 나중에라도 자신이 

성서비스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아닐까’ 걱정과 공포를 느꼈고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기도 했다. 

항상 자기 전에 불면증이 생겼어요. 내가 과연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라

는 생각도 들고. 뭐,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면 나중에 지나치다가 어떻게 

해서 건너서 건너서 알게 되는 사람 아닌가? 그런 거에. - 김현주

구술자들이 겪은 인권침해와 혐오범죄는 성판매 여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

식 수준, 즉 사회적 낙인을 전반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구술자들은 ‘창녀 낙

인’ 개념에 기댄 채 성 서비스를 파는 여성을 부도덕하고 더럽고 죄가 있다고 

범주화하는 이 꼬리표를 사회 전반에서 직면한다. 이 ‘창녀 낙인’은 법, 젠더화

된 정책, 노동 과정에서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메커니즘으로 함축된다. 결국, 낙

인은 사회적 압력으로 경험되며 여성의 삶의 기회, 평판,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

(T. Sanders & M. O'Neill & J. Pitcher, 2011: 23). 구술자들이 성서비스를 

한다는 이유로 겪고 있는 일상적 인권 침해는 성서비스를 하는 여성의 ‘인권’을 

좀처럼 사유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현주소를 반영한다. 

구술자들이 일하던 성서비스 일을 중단하고 다른 유형의 성서비스나 다른 직

업으로 이동하게 된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이 볼 수 있다.

<표 15> 구술자들의 성서비스 유형의 이동 또는 중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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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자
2004년(미국), 

2008년~2011년(한국)
성병 감염, 건강 악화, 임신과 낙태

박하은 2001년, 2010년 학업과 병행하기 어려움, 키스방 운영

현진이 2013년 보도방 실장의 무시와 불친절, 진상 고객

정난아 2008년~2014년
성병 감염, 건강 악화, 주변 동료의 실종-신변 

위협감, 경찰단속 위험

인정은 2012년~2014년 업소 사장의 성희롱과 스킨십 강요

서연정 2011년~2014년
고객에게 초이스 안 됨, 진상 고객, 동료 텃새와 

갈등, 남자친구

최가희 2014년 남자친구

한나래 2010년~2014년
조건만남 고객의 스토킹, 오피 실장의 성폭력, 

심리적 압박감

강시연 2007년~2013년 체력 소모로 휴식, 사실혼 관계, 휴게텔 운영

조화영 2007년, 2013년~2014년
고객에게 초이스 안 됨, 감정노동 거부, 콘돔 

미착용 고객 거절

지금까지 구술자들의 성서비스 경험을 살펴봤다. 이들은 생계를 해결하는데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며, 높은 대학 진학률과 상반되게 대학졸업률은 

낮고 특별한 스펙을 쌓지 못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의미한 학력

자원이 부재하였다. 이들은 생계부양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악한 노

동조건의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들의 직업 경험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향

한 길은 막혀 있었다. 반면 이들 앞에는 시급이 좀더 ‘센’ 바 전용 알바나 매춘

을 포함한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향한 길이 놓여있었다. 그러므로 구술

자들에게 성서비스는 생계를 해결하는 경제활동이며 노동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경험한 성서비스 노동 경험은 폭력과 멸시, 신변의 위협 등 전반적 인권

침해의 과정이다. 이들이 성서비스 과정에 직면하는 폭력과 멸시는 혐오범죄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개입은 요원한 실정이다. 현재 이 매춘 

경험 여성들은 생업활동과 인권침해의 틈바구니에서 그 짐을 고스란히 떠안으

며 살아가고 있다. 



- 191 -

3. 간파: 규범과 현실의 이중성

1) 성의 상품화와 자원화

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거래는 규범상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된다. 더구나 

매춘을 포함한 성서비스는 불법화되고 낙인찍힌 행위로 금기시된다. 하지만 우

리사회의 현실은 이 규범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성의 상품화 현상과 함께, 다

양한 성서비스 거래가 돈을 매개로, 또 노동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

이다. 또 연인, 가족 같은 친밀한 관계 영역 또한 경제적 성격과 거래의 요소를 

갖고 있기도 하다. 구술자들은 생애과정에서 겪은 가족, 노동, 섹슈얼리티의 경

험을 통해 우리사회의 지배적 규범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며 심지어 이

중적임을 간파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20~30대 여성으로서 성적 자

원을 활용하여 성서비스 노동으로 돈을 벌고자 했다. 

1990년대에 전면화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질서는 국적 없는 자본의 세

계적 이동과 시장의 배타적 지배에 의한 극단적 경쟁의 논리 등을 특징으로 한

다(강내희, 2000; 강상구, 2000; 이근식, 2009; Harvey, 2005; 이희영, 2010: 

184에서 재인용).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가 상품화되

고 자원으로 활용되는 경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모와 신체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미혼/비혼 여성들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

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몸'에 다른 직업능력 못지않게 혹은 그 이

상으로 교환가치를 인정해주기 때문이다(문은미, 2000; 이영자, 1997; 정은아, 

2010; 추주희, 2012: 124-5에서 재인용). 성 상품화의 팽창과 더불어, 감정노

동의 상품화, 성적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의 차별성 약화, 몸과 쾌락에 대한 관

심의 증가, 소비적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원미혜, 2011: 46). 이희영(2010)이 

지적하듯,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주체화의 과정은 여성 섹슈얼리티의 ‘매춘

화’라는 특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일상 속에서 

섹슈얼리티 담론은 여성의 ‘몸에 대한 전면적 소환’과 이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적 주체화’의 수행, 결혼/연애 관계 안과 밖에서 여성들의 섹슈얼리티가 상품화

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한편, 젠더 차별적이고 불안정한 여성 노동의 현실은 여성의 성 상품화 현상

과 함께 나란히 놓여 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의 일자

리에 배치되며 만성화된 성별 임금격차로 차별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014

년 3월 현재, 여성 임금근로자 7,968천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428명(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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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정규직이 훨씬 많으며,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53.8%

에 달한다. 또 시간당 임금의 상대 수준을 보면, 남성 정규직이 100이라면 

2013년 통계청 자료 기준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 정규직의 약 1/3 수준인 

35.4%, 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53.2%에 불과하다(통계청, 2013, 2014; 이나영, 

2014: 19-20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여성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

으로 치닫는 모습은 확대되는 여성의 성 상품화 추세와 대비된다. 여성의 섹슈

얼리티가 상품화되는 성산업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여성의 성서비스 노

동은 상대적으로 다른 여성 노동력보다 고가로 구매된다. 

구술자들은 다양한 삶의 과정에서 성의 상품화와 성서비스 거래가 일반화된 

현상임을 경험했다. 특히 구술자들은 낮은 위계의 직업 경험을 통해 여성에게 

성서비스와 성거래가 구조화된 ‘성의 상품화’라는 사회현상에 직면했다. 이들은 

학력자원이나 가족자원을 갖추지 못한 채 불안정하고 젠더차별적인 노동시장에 

놓였다. 이들은 낮은 시급의 여러 ‘알바’를 전전하다 시급이 더 높게 책정되는 

‘바 알바’나 ‘유흥 서비스업’ 일을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 일에 성서비

스가 포함되어 있음을 ‘간파’했다. 구술자들은 성의 상품화라는 사회현상을 바 

알바 같은 유흥업소의 일 경험을 통해 ‘간파’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원화하

는 과정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은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는 구조를 수용하고 

자원화하여 시급이 센 성서비스 노동을 하게 되었지만, 그 일의 불법적 성격과 

사회적 낙인, 또 고객 등에 의한 인권침해와 혐오범죄 등 제약으로 인해 또 다

른 딜레마에 마주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술자들은 성의 상품화를 경험하며 초반에는 심한 저항

감과 불쾌감을 느꼈다. 구술자들은 바에서 처음 알바를 하며 자신의 손을 만지

거나 음담패설을 하며 ‘치근대는’ 고객들을 겪으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그 일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현실을 받

아들이는 한편, 나아가 자신의 성적 자원을 활용하게 되었다. 아래 인정은의 사

례에서 볼 수 있듯, 처음 ‘바 알바’를 할 때 남자 손님들이 치근대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경험했다. 그녀는 손님이 치근대는 것을 ‘더럽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

녀는 그게 ‘소름끼치게 싫어서’ 바 뒤에 가서 ‘혼자 울기도’ 했다. 하지만 그래

도 그녀는 ‘몸 파는 것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바 알바’를 지속하려

고 했지만, 결국 두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그 때는 남자 손님들 추근덕대는 게 싫었어. 그리고 내가 그 때는 어떤 

생각였냐면~, 진짜 더럽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때는 ‘아, 그래도 몸 파

는 것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했어. -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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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일을 좀 늘여서 금, 

토, 일 이렇게 일 했었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 십오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때는 너무 순수, 내가 너무 순진하고 순수해서(웃음), 막~ 손님이 

술 꼬장 부리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아우, 우리 딸내미 같아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만지고 손 만지작만지작 하는데 너무 싫어. [중략] 테이블에 손 

올려놓고 있으면은. (웃음)그래서 테이블에 손도 잘 안 올려놨어. 뭐 어떤 

손님들은 손 좀 잠깐 줘보라고. 아 왜요? 그러면 잠깐 줘보라고. 막~ 손님

이, 남자손님이 그러니까 깽판 칠까봐 그냥 주면은 손등에 뽀뽀를 했는데 

그 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야!(미소). 그래가지고(웃음) 혼자 빠 뒤에 

혼자 돌아가 가지고 혼자 울고 그랬었어. 지금은 노하우가 쌓여서 그러지는 

않는데……. - 인정은

근데 그 전에는~, 술을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었고 그 때 

일할 때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술 마시고 개 

되는 사람 너-무 많이 보니까(웃음) ‘아 술 마시면…….’(웃음) (연구자: 근

데 그렇게 안 힘들었어?) 재밌었어요. - 인정은 

하지만 인정은은 그 뒤 다시 ‘바 알바’를 했는데, 그 일이 다른 알바에 비해 

‘시간 조절도 편하고 시간 대비 시급이 좋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면접할 당시

에도 그녀는 어학연수를 앞둔 상태에서 잠깐 ‘바 알바’를 해 돈을 모아 가져갈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녀에게 바 알바를 다시 하게 된 이유를 묻자, 그녀는 예

전처럼 ‘혼자 울거나’ 하지 않을 만큼 남자 손님이 ‘야한 농담을 했을 때’ 대처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녀는 남자 손님들이 바

에 와서 술을 먹고 치근대며 거기서 일하는 여성들을 ‘술파는 년, 술집 여자’라

고 비하하는 태도를 모순적이라고 인식하며 ‘반발심‘을 드러내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하며 크게 웃었는데, 그 웃음은 한편으로는 바에서 일하는 여성을 멸

시하고 비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음담패설과 치근거림, 성적 서비스를 요구

하는 남성들의 모순과 이중성, 위선적 모습에 대한 비웃음을 담고 있었다. 

그 사이에 트위터를 하면서(웃음), 좀 뭐랄까 성적인 정보나 지식 그런 

게 거의 없었던 때보다는~, 이제 나도 어른이 되었다고(웃음), 성적 지식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사회적인 유두리? 막, 야한, 막 농담을 했을 때~ 

[중략]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생각도 했어, 이게 대체 뭐라고~ 이게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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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나? 이깟 게 뭐라고,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아, 빠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술파는 년, 술집 여자’ 이런 식

으로 비하해서 부르는데 (웃음)도대체 이깟 게 뭐라고(웃음). 그러는 자기네

는 얼마나 잘 나서 거기로 술 처먹으러 오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약간 반발심? - 인정은

위 구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흥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대하는 남

성들의 인식에는 이중적 태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

겠지만, 이것은 우리사회 창녀 낙인을 반영한다. 이 남성들의 이중성은 유흥업 

서비스를 하는 여성을 ‘술파는 년, 술집 여자’ 등과 같이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모습으로 일상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때로는 그 여성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주

고 ‘이차’를 제안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가시화된다.

또 구술자들은 바나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업소 내에서 남성 고객들이 ‘치근대

는 것’과 별도로 ‘이차’ 형태로 직접적인 성서비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 노경아는 일식집 일을 그만두고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바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차’를 강요받았다. 그 업소의 사장도 남자 손님의 요구에 

따라 그녀에게 이차를 강요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제안을 거부하자 그 남자 손

님에게 “니 몸이 금으로 만들어졌냐?”며 ‘인격적 모독’을 느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결국 그녀는 그 일을 버티지 못하고 2주 뒤에 그만두었다. 

그 바는 사장님이 이차를 강요를 하세요. [중략] 사장님은 제가 눈에 가

시인 거예요. 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쟤 데리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손님도 있고. ‘아, 저는 이차 안 

해요’ 이렇게 얘길 하면 끝인데 사장님한테 가서 자꾸 얘길 하시나 봐요. 

그런 손님들은 단골손님들이란 말예요. ‘쟤는 이차 안 해?’ 단골손님은 막 

짜증을 내세요. 막 짜증을 내고 막 어떨 때는 저를 옆에 앉혀놓은 상태에서 

저한테 욕하는 손님도 계세요. ‘뭐냐?’고 ‘이런 데 나오는 거면 그런 게 있

어야지, 니가 뭐 몸이 금으로 만들어졌냐? 뭐로 만들어졌냐?’ 이렇게, 뭐라

고 하지? 인격적인 모독을 하세요. - 노경아

(일식집에서) 서브를 잘 한다거나 아니면 뭐 ** 일식집 같은 경우 거의 

접대 손님들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서브를 했다가는 그날 접대 분위기를 

망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들을 해야 하고, 접대하시는 분이 

접대 받는 분한테 말을 못 꺼내서 힘들어 하실 경우에 센스 있는 아가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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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옆에서 말을 툭툭툭 건네거나 술을 권해드리거나 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면 접대하시는 분께서 고맙다고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사례를 해

주시는 경우가 많죠. [중략] 어떤 성적인 접촉은 안 하죠 대신. 내가 옆에

서 술을 따라도, (스킨십은 안 해요?) 뭐 손 만지거나, 기모노를 입고 있으

니까 무릎 꿇고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손님이 술 드신 경우

는 무릎 정도를 더듬는 경우는 있으세요. 손을 잡는다거나 무릎을 만진다거

나 이런 경우는 있으세요. - 노경아

(착석 바에서) 손님들이 주면 주고 아니면 제가 계산 받을 때 '오늘 저 

팁 좀 얼마 끊을게요', 이렇게 받아도 될 사람인 경우에 자기가 한 짓이 있

으니까 '어 알았어.' 거기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 노경아

구술자들은 여성이 바나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야한 농담이나 스킨십으로 일

컬어지는 성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성적 서비스는 남자 손님과 업소 사장에 의해 관행적으로 요구되

고 있었으며, 그 성적 서비스의 수위가 특정한 선을 넘어서는 직접적인 성서비

스의 경우에는 ‘이차’의 형태로 별도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래 구술에

서 볼 수 있듯, 그렇지 않은 ‘사소한’ 성적 서비스의 경우에도 ‘팁’의 형태로 그 

서비스의 대가가 지불되며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친밀한 관계의 거래적 성격

구술자들은 여성성 또는 여성의 성적인 부분이 단지 시장에서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연인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도 거래됨을 경험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성적 서비스를 둘러싼 거래가 친밀한 관계에서도 일어남을 간파했다

고 볼 수 있다. 우선, 구술자들은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점을 간

파하게 되었다. 일례로, 인정은은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할 것으로 기

대되면서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녀의 월세를 내준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친구는 자신에게 ‘숙녀에 대한 환상’과 함께 ‘창녀적인 모습’을 요구하며 계

속 이중적인 기준을 주입시키려고 했다. 그녀는 바에서 일을 하게 된 이유 가운

데에는 그 남자친구에 대한 반발심도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내가 사귀었던 남자친구, 그 그 지금 말하는 남자가 남자친구가 그 구남

친인데, 내가 나쁘다고 한 그 개새끼. 걔는 개새끼라고 욕하면 개새끼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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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할 정도로 좀 나쁜 새끼였는데. 근데, 막, 아무튼 걔 영향이 컸던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일 시작한 데. 반발, 반발 작용. [중략] 아무튼 걔가 좀, 

더러운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더러운 짓을 많이 해가지

고. 그니까 그런 것이었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숙녀에 대한 환상? 그런 것

들을 나한테 되게 많이 주입을 시키려고 하면서 그럼과 동시에,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창녀적인 모습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 - 인정은

현진이는 남녀 사이에 맺는 친밀한 유대관계의 관행으로 볼 때 애인 관계 또

한 성적 거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 “남자

들이 데이트 비용을 많이 내고 선물을 바치고 그로 인해 여자 마음이 열린다”

며 애인 관계에도 그런 친밀성의 거래가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남

녀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서 ‘뭔가를 주고받는다는 점’은 매춘 등 성적 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데이트 때도 사실 남자들이 데이트 비용 많이 내고 선물 같은 것도 바

치고 여자 마음 열리고~(웃음). 저는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실

은 그런 거라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중략] 별로 크게 다르다고 생

각 안 하는데. 크게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어쨌든 남자친구가 

그렇게 돈은 주지 않는다고 해도 정서적인 만족감이라든지, 그런 정서적인 

만족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뜻함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준다든지 그런 거

에 대한 정서적인 만족도 있고……. 어쨌든 뭔가를 내가 관계를 통해서 뭔

가를 주고받는 건 똑같은 거 같아요, 그냥 그런 성노동이나 그냥. - 현진이

또 결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구술자들의 경우에는 결혼 관계가 지니는 경제

적이고 거래적 성격을 실감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노경아는 남편 집안과 경제적 

차이가 크게 나서 결혼할 때부터 반대에 부딪혔다. 그녀의 ‘집이랑 그 집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로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갈 엄두를 낼’ 수 없는 차이였기 때

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연애결혼’이었으므로 ‘모든 난관을 극복할’ 것이라고 여

기며 ‘무대뽀로’ 결혼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남편도 등을 돌리

게 되어’ 결혼 7년 만에 이혼을 했다. 그녀는 그 때 ‘연애만 했어야 했는데 결

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결혼관계, 가족이 

갖고 있는 경제적이고 거래적 성격을 간파하게 된 것이다.

결혼식 하기 전부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연애결혼해서 모든 난관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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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고 결혼하리라 해서 그냥 무대뽀로 결혼했거든요. [중략] 쉽게 얘기하

면 우리 집이랑 그 집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였고요, 감히 내가 그 집 며느

리로 들어갈 엄두를 낼 집이 아니었어요. [중략] 그 집은 **에서 누구누구 

집하면 다 알아주는 집이었고. 하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연애만 했어야 했는

데(웃음)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략] 남편하고 사이가 아무리 좋

아도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결국은 남편도 등을 돌리게 되요. - 노

경아

한편 구술자들은 남자친구처럼 친밀성을 나누는 관계가 갖고 있는 경제적 성

격을 갖는다는 점을 간파했을 뿐 아니라, 그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도 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연정은 연구자와 종종 만

남을 가졌고 연애 같은 사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두 종류로 구분하여 말했다. 하나는 그냥 상대방이 좋아하고 

자신도 적당히 호감이 있어 사귀는 경우였으며, 다른 하나는 자신이 ‘진짜 좋아

해서’ 사귀는 경우라고 했다. 2011년경 처음으로 성노동자인권모임에서 서연정

을 만난 뒤 그녀가 소개시켜준 남자친구는 여럿이었다. 그녀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남자친구를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 또 그녀는 그 사이에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기도 했는데 그들은 ‘진짜’ 애인에 해당했으며, 그 시기에는 매춘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처럼 구술자들이 성서비스를 중단하는 이유 중에는 ‘애인’ 

또는 사실혼관계 등 친밀관계라는 사생활 요인이 작용하기도 했다. 은예림은 

2006년경부터 애인대행 가운데 SM플레이를 원하는 남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는 ‘소수성향’을 전문적으로 하다가 2010년 남자친구가 생겨 그 일을 관두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남성의 몸을 보거나 그 형태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문제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건전대행 말고 소수 이렇게 하다보면 하루에 50만원 벌 때도 있

고. 왜냐면 엉덩이 때려주는 거 십만 원, 음식 뱉어주는 거 십만 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 50만원 받아본 적 있었어요. 그 때 추석 때(웃음) 

잠깐 2시간 만에 50만원, (웃음)저희 엄마가 ‘너 어디 가서 도둑질해 오

냐?’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 분한테 그냥 장기로 하자, 한 달에 얼마 

해서 하자, [중략] 아 그리고 나서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왜 안 한다고 

했냐면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중략] 손바닥 맞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엉

덩이 때리는 거는 아무래도 그 분이 하의를 다 탈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안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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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분도 제가 다른 여자 분을 소개시켜줬어요. - 은예림 

최가희는 두 번째 면접을 마친 몇 달 뒤에 연구자와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

에서 데이트방을 그만두었으며, 다른 일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거기에

서 일하다가 고객으로 만난 사람과 사귀게 되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자신이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을 힘들어했기 때문에 데이트방을 그만두었다고 설명했다. 이

와 같이, 애인 같이 친밀한 사적인 관계는 이들이 성서비스 일을 중단하는 요인

이 되었다. 그러나 정난아의 경우에는 성서비스 일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남자친

구를 사귀는데 아무런 문제 요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실제로 정난아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성서비스 일을 한다는 사실을 숨기지도, 부끄럽게 여기지

도 않았다.

또 노경아는 애인대행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돈’과 함께 ‘애인’이 필요해서

라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하의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그녀가 일을 하지 않고 쉬게 되자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녀가 ‘페이’를 받고 처음 성서비스를 거래

한 남성은 그녀에게 여러 가지를 ‘배려’를 해주었고, 그래서 그녀는 그 첫 번째 

성거래 경험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마 그 때 좀 힘들어서 그랬나봐요. (연구자: 돈이 필요해서?) 돈도 필

요하고 애인도 필요하고. [중략] 애인하고 사이가 안 좋기는 했지만, 저한

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거에 대한 반발심도 좀 있었고요. 내

가 이렇게 잘 나갈 때, 일식하면서 돈도 벌고 막 잘 나갈 때는 잘 하다가 

내가 한 석 달쯤 노니까 이것이 슬슬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막 스

트레스 받고 막 그러던 차였거든요. [중략] 저도 그 날은 좀 욱한 것도 있

었고 돈도 필요했지만, 아 맨 정신으로 못하겠는 거예요. 진짜. 술일도 한 

잔 먹었으면 좋겠는데(웃음), 아 그렇잖아요? 또 그 분이 유부남이라 대낮

에~, 진짜 못 할 짓이구나! 또 그분이 술을 한 잔도 못 드세요, 소주 한잔

만 먹어도 취하고. 어쩔 수 없이 '저 죄송한데 맥주 한 잔 먹고…….' (웃으

며) 호텔 방에서 맥주 한잔 급히 먹고. (웃음)지금 생각하니까 웃기지만, 그 

때는 진짜, 이미 예스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도망갈 길도 없고, 약속 했

으니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맨 정신에 도저히 못하겠고, 술은 못 먹고 이 사

람은, 어떡합니까? 그죠? 순순히 그러라고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맥주 두 

병을, 혼자서(웃음). 그러고 나서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

히. - 노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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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노경아는 그 남성이 오랜 기간 만나는 ‘장기대행’ 형태의 애인대행을 

제안하여 6개월 이상을 지속했다. 하지만 그 거래는 상대 남성이 점점 그녀에

게 ‘진짜’ 애인으로서 관계를 맺기를 요구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스토킹을 해 

끝이 났다. 애인대행은 명시적으로는 ‘애인’ 역할의 대행을 표방하며 인터넷을 

통해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성거래이다. 하지만 ‘장기대행’은 특정한 상대와 일 

대 일의 성거래를 몇 달 이상 지속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매춘에 비해 친밀

성이라는 요인이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폴 윌리스(1978: 252-253)가 지적한 것처럼, 간파는 복합적인 방식으로 구

조를 꿰뚫어보고 폭로하기 때문에 구조에서 독립된 듯 보이지만, 당사자가 처하

는 내‧외적 제약으로 인해 독립성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결국 그 구조에 다시 

얽매이게 된다. 그는 『학교와 계급재생산-반학교문화, 일상, 저항』에서 영국 

노동계급 자녀들이 저항적인 반문화를 형성하면서 스스로를 노동자계급으로 재

생산하는 과정을 ‘간파’로 설명하며, 그들이 처한 삶의 조건과 전체 사회 속에

서 차지하는 위치를 꿰뚫어보려는 충동의 의미로 사용했다. 구술자들은 성이 상

품이자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간파하며 이를 활용하여 다른 열악한 알바보다 

더 나은 경제활동으로 성서비스를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성의 상품화와 자원화

가 일어나는 사회에 대한 간파와 그에 따른 결정은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성서

비스가 확산되는 경제구조에 포획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음 5장에서는 이 여성들이 성서비스를 하며 겪는 삶의 갈등과 모순, 그리

고 전략의 지점을 드러낸다. 이들이 성서비스라는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경험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략

과 행위성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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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성서비스 노동과 삶의 전략

2장에서 4장까지 구술자들의 생애이야기를 가족, 학교, 직업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구술자들은 생애이야기를 통해 각기 구체적 상황은 달랐지만 돈을 

벌기 위해 성서비스를 하게 된 삶의 조건과 과정을 얘기했다. 이들은 성서비스

가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돈을 버는 경제활동이자 노동이라는 연속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의 생애이야기는 가족, 학교, 직업 등 성서비스 

외에도 여러 삶의 영역과 각 영역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도 보여주었다. 궁

극적으로, 이들의 생애이야기는 기존의 ‘매춘 여성’에 대한 시각과 달리, 이들이 

성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만 정체성의 측면에서 ‘매춘 여성’으로 고정되는 게 아

니라 유동적이며 간헐적이거나 변화 가능한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주었

다. 또한 그러면서도 이들의 정체성은 한국사회 성산업 구조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볼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구술자들이 성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갈등과 모순, 선택

이라는 내적 과정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구술자들은 생존과 자립을 위해 고군분

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낙인찍힌 행위인 성서비스를 하며 경계에 넘는 불

안을 경험한다. 이 장에서는 이들이 성서비스를 처음 경험하며 직면하는 갈등과 

선택, 그리고 전략을  통해 성서비스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살펴보고 또 이들의 

행위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이들이 성서비스 일을 하는 삶의 과

정에서 직면하는 모순과 어떻게 협상하며 일상을 살아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생존전략으로 행하는 성서비스 노동 행위가 갖는 전복의 지

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1. 경계 넘기

1) 갈등과 선택

구술자들은 삶의 과정에서 성의 상품화와 자원화, 친밀성의 거래 등 노동, 가

족, 섹슈얼리티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우리사회의 지배적 규범과 현실 사이의 이

중성에 직면하며 이를 간파하였다. 또한 이들은 20~30대 여성으로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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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성적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성서비스 거래에 참여하는 

행위를 선택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담론’이나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의 

‘실재’로서 성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했

을까? 

(1) 막다른 길, 이어진 길

구술자들은 성서비스를 하기 직전에 자기의 삶이 ‘막다른 길’에 놓였다고 생

각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들이 막다른 길로 본 문제적 상황은 주로 관계의 상실

이나 건강문제로 인한 삶의 파국에 경제적 곤란이 겹치면서 발생하였다. 여기에

서 관계의 상실 위협은 가족관계나 결혼생활의 파국, 부모의 학대나 왕따 경험

으로 인한 극도의 외로움,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이야기되었다. 이들은 관계가 

상실되고 건강문제가 발생한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

게 된 것이다. 이들에게 각자가 놓인 상황이 막다른 길이라고 느껴진 까닭은, 

그 상황이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라기보다 그동안 지탱해온 삶의 총체적 파국

을 의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동안 그 삶을 지속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아 부었던 힘이 소진되었으며 의욕 또한 상실된 상황이다. 이들은 각자의 상

황에서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다. 그만큼 이들은 이전

의 삶에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서연정은 30대 초반에 이혼을 결정하며 인생을 실패했다는 좌절감과 생계의 

막막함 앞에 놓이게 되었다. 그녀는 결혼생활이 파국에 이르러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자 ‘인생 실패했다’, ‘망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사람들을 만날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폐인’처럼 누워서 지냈다. 그녀는 스무 살 때부터 

사귄 남자와 8년 만에 결혼을 해 아이 둘을 낳았다. 하지만 그녀는 경제적 어

려움과 시댁과의 갈등, 남편의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 

엄마한테 애기 맡기고 뭣 좀 하려고 별거하면서, 엄마랑 **에 와있고, 그

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 말로는 폐인 같았대요. 저는 제가 망했다고 생각했

어. 결혼생활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어, 망했다고 생각했어. 다 와서 축

하해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만날 용기도 없고. 그니까 저한테는 결혼생활

이 어떻게든 되게 큰, 거였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행복한 가정을 꾸리

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망했다고 생각했

어, 그 당시에는. 그래갖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아

무것도 하기 싫고. 침대에 맨날 누워서 천장만 봐. 그러고선 이제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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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가고 싶어졌어요. 다시 일하고 싶고, 사람같이 살고 싶고, [중략] 

그러면서 학원 다니며 식당에서 알바 하고 시급 받고 알바하고, 그런데 너

무 힘든 거야. 애들 아빠가 그 때 안 도와줬을 때라. - 서연정

서연정은 ‘어렸을 때부터 행복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아야지’ 생각하며, 

‘결혼생활’에 ‘되게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실직을 

반복하며 가족에게 무책임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생부’ 때문에 늘 불안한 가정

환경에 있었다. 그녀는 결혼을 해서 그와는 다른 행복한 삶을 살기를 꿈꾼 것이

다. 그런 그녀에게 결혼생활의 파국은 인생의 실패로 받아들여져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했다. 그러던 그녀는 3개월쯤 지나 ‘다시 일하고 사람같이 살고 싶은’ 

의욕이 생겼다. 그녀는 학원에 다니며 미용기술을 배우고 식당에서 시급으로 아

르바이트를 해 돈을 벌었다. 하지만 ‘애들 아빠’가 아이들의 양육비를 주지 않

았던 때라, 그 일로는 아이 둘과 엄마를 부양하며 살기에는 ‘너무 힘든’ 경제 

상황에 놓였다. 

그 상황에서, 서연정은 트위터를 통해 안마시술소에서 일하고 있던 정난아와 

그 주변 사람들과 ‘친구가’ 된 것을 계기로 성서비스 일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 

그녀는 이혼한 싱글맘으로 자신을 ‘편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

었는데’, 새로 만난 친구들은 그녀를 ‘너무 좋은 사람’이라며 편견 없이 대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정난아 등 새로운 사람들과 ‘너무 잘 통해’ 쉽게 ‘친해졌으며’, 

정난아의 제안으로 성서비스 업소에서 ‘메이컵’을 해주는 일을 하려고 했다. 하

지만 정난아가 “차라리 아가씨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하여 그녀는 성서비

스 ‘일을 배우게’ 되었다. 한편 서연정은 (성서비스에 대해) “편견 같은 거 컸었

는데 결혼생활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결혼생활에서 친밀한 

관계에 거래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성서비스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

뀌었다고 볼 수 있다. 

(난아를) 만나서 얘기했는데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응. 그래갖고 엄청 

친해져갖고 술도 자주 먹고 얘기도 자주 하고 친해졌고, 그때 학원 다닐 때 

연희가 그런 업소 다니면서 이렇게 화장해주는 거 어떠냐? 해가지고 그걸 

하려다가 일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응, 차라리 아가씨 하는 게 좋겠다. 편견 

같은 거 컸었는데 결혼생활 하면서 많이 바뀌었고, 결혼생활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사람들이 결혼한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애가 있고 그런 사

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불편해하는지. [중략] 다 주위에 편견, 편견, 

편견, 편견 막 이런 걸로 둘러싸여 있고, 누구를 만날 때 아이들이 있다는 



- 203 -

게 되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략] 그냥 애들, 너무 이뻐해주

고, 누나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되게 자존감은 낮았어, 

일단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중략] 사람들이 이사 

갈 때마다 ‘왜 아빠 없어?’ 물어보는 것도 너무 싫고, 어디 가면 ‘아빠는 어

디 가셨니? 왜 엄마랑만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뭐 다르게 보는 것도 싫고. 응, 그랬는데 이제 난아나 이런 친구

들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은 나를 되게 편하게 대해줬고, 일단은 

싱글맘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거 가지고 사람 그렇게 평가하고 그러지도 

않고, 그리고 섹스워커를 하고 계정을 바꾸고, 처음에는 그냥 그걸 섹스워

커 계정처럼 썼어요. 내가 누구라고 전혀 밝히지도 않고-, 근데 언젠가부터 

그 계정을 바꾸고 연정이라는 이름 쓰고, 가끔 이제 전, 얼굴까지는 아니라

도 어느 정도 제 생활 공개를 하고, 그게 약간 제가 밖으로 나오는 계기? 

같은 것도 됐던 거 같고, 그러면서 (성노동자인권모임인) ‘지지’ 활동하면서 

되게, 삶이 재밌어졌다고 해야 하나? - 서연정

그러면서 그녀는 ‘삶이 재미있어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트위터를 통해 가명

을 사용하여 ‘섹스워커로’ 생활을 공개하고, 정난아와 함께 ‘지지’라는 성노동자

인권모임에 참여하며 활동을 했다. 그들에게 그 모임은 성노동자로서의 삶을 나

누고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커뮤니티이자 네트워크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나래는 가족 안에서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어머니의 통제와 학대를 당

하는 한편, 학교에서는 줄곧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지냈다. 그러다가 중학

교 때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이 났으며 그 뒤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더 심하

게 왕따를 당했다. 또 그녀는 당시 다니던 학원의 선생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을 견디며 버티기가 힘들었다. 그러던 중 인터넷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알게 되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은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

며 소속감을 갖게 되었다. 그 커뮤니티는 서울에 주로 있었는데 그녀는 다른 지

역에 살고 있어서 차비 등 용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필요한 

용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으로 조건만남을 시작했다. 

학원에 있으면 제가 그 왕따 당한 애라고 다 아니까 학원 봉고를 타면은, 

다 제가 그 왕따라고 ‘쓰레기 냄새 난다. 쟤랑 어떻게 같이 있냐?’ 욕하는 

게 다 들리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걸어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원 선

생님이 뭐 여자애가 혼자 걸어 다니면 위험하다고 차를 태워다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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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맨날 차 태워서 만지고 술 마시러 가자고 그런 게 계속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림). 그러다가 성소수자 커뮤니티 알게 돼서, 걔네만 진짜 친구

라고 생각해서(울먹임), 근데 그런 커뮤니티들은 서울에서 많이 하잖아요. 

차비나 그런 것들을 대려고 하다보니까(눈물 흘림)……. - 한나래

노경아는 건강문제로 일을 쉬었는데 곧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그

녀는 결혼생활 7년만인 30대 중반에 이혼을 하고 빈손으로 집을 나왔으며, 그 

뒤부터 ‘일식집 서브’로 일했다. 그 일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하며 술을 많이 먹

어야 하는 일이어서, 그녀는 5년째 되던 해에 ‘간이 상해’ 건강에 문제가 와 직

장을 그만두고 쉬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병원 다니니까 돈도 너무 많이 써 

큰 일 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제가 ** 일식집에 다니다가 제가 몸이 아팠어요. 사오년을 그러고 나니

까 간~이 상해가지고 석 달을 쉬었거든요. 석 달을 집에서 쉬는데 그 때 

이 (애인대행 사이트) **를 다시 들어가 보게 된 거죠 오랜만에(웃으며) 집

에서 노니까 할 일 없으니까, 돈도 없고, 병원 다니니까 돈도 너무 많이 썼

고 큰 일 났고 집에도 논다 소리도 못 했고, 들어가 봤죠. - 노경아

이때쯤에는 제가 돈이 급했죠. 돈도 급하고 두어 달 놀다 보니까 일식을 

다시 하긴 싫고,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예요. 그 때는 제가 간이 상해

서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돈으로 술을 마시러 다녔어요. [연구자: 왜

요?] 앞일이 너무 캄캄해서~! 할 줄 아는 건 이제까지 이혼하고 그것밖에 

없는데, 할 줄 아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막 너무 겁

이 나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벼룩시장 같은 거 봐도 막 너무 

겁나고 막, 그러던 차에 (애인대행 사이트에서) 이 분을 만났는데, [중략] 

- 노경아

(연구자: 돈이 필요해서?) 돈도 필요하고 애인도 필요하고. [중략] 애인

하고 사이가 안 좋기는 했지만, 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거에 대한 반발심도 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갈 때, 일식하면서 돈

도 벌고 막 잘 나갈 때는 잘 하다가 내가 한 석 달쯤 노니까 이것이 슬슬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던 차였거든요. 

- 노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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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 되었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을 받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 또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일식하면서 돈도 벌고 잘 나갈 때는 잘 하다가 석 

달쯤 노니까 슬슬 모른 척 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다 그녀는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했지만 그가 그녀보다 열 살이나 연하였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예전에 알게 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

속해 애인대행 일을 하게 되었다.  

정난아는 대학에 입학해 학교생활을 병행하며 돈을 벌어야 해서 시간 대비 

소득이 많은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다. 정난아는 수능을 마친 뒤 바로 가출을 

해 여러 알바를 하며 대학생활을 병행했지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시

급이 높은 바 알바를 구하고자 했다. 그녀는 인터넷에  시급이 “열배나 높은 광

고 문구에 혹해 바에서 일하는 것과 비슷한 줄 알고” 연락을 했다. 

막 바에서는 한 시간 일해도 5천원밖에 안 주는데, 막 광고 문구가 혹했

어요. 술 그렇게 안 드셔도 됩니다, 대신 손님한테 잘 해 주세요. 바랑 똑

같잖아~! 빠는 또 술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 술 조금 먹어도 된대~ 근

데 돈이 열배나 돼! 되게 혹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어, 그래 술 조금 먹

는 일 하자, 친절만 하면 되니까. 전화해 가지고, 저 빠에서 일했는데 그것

도 비슷한가요? 이랬더니 비슷하다고, 근데 술 진짜 안 먹어도 된다고. 아 

좋다고 좋다고, 술 먹어서 너무 아팠다고 막~, 근데 만났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이냐고, 몇 살이냐고, 그 때는 갓 스무 살이니까. 

뭐 스무 살이고 뭐 이런 이런 알바 했었는데 몸 힘들고, 이제 학교 다니고 

저녁에 이제 알바 찾고 있었다~. 아 그래서 되게 좋대~. 막 좀, 그 때는 

되게 돈이 없어서 쪼들렸으니까, 되게 어렵다 월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친구랑 나눠서 내야 되고 학교도 대출받는데 대출 이자도 나가더라 막~, 

세상물정 하나도 모르고 나오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사

람이 그럼 좋다고 일하자고 같이~, 그러더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일에 

대해. [중략] 근데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야. 갔더니 이제 미

아리텍사스에 빨간 불 막 이렇게 있고. - 정난아

정난아는 고등학교 때 성인 남성과의 교제 문제로 부모님이 큰 충격을 받아 

몰래 이사를 가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 뒤에 다시 부모와 연락이 닿아 

같이 살게 되었지만 그녀의 엄마는 예전 충격의 여파로 가끔 폭력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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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녀는 수능을 보자마자 집을 나오는 선택을 했다. 그런 그녀에게 ‘버

림’받은 적이 있는 가족은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곳이었다. 그녀는 인터넷 광고

로 나온 문구가 자신이 찾는 적당한 아르바이트라고 여기고 연락을 해서 이야

기를 들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가 그 남자를 따라간 

곳은 말로만 듣던 집창촌이었다.  

이와 같이, 구술자들은 결혼 실패, 대학 자퇴, 외로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자

신의 삶이 더 이상 돌파구를 찾을 길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그리고 이들

은 그 상황에서 사회적 인정을 받으며 또 받기 위해 지탱해온 자신의 삶이 막

다른 길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막다른 길에서 성서비스를 

유일하게 열려 있는 길로 경험하였다. 즉, 이들이 사회적 인정을 받으며 사는 

길은 막다른 길에 이른 반면, 성서비스로 난 길이 이어져 있었던 것이다. 

(2) 두려움, 사선(死線)

구술자들이 성서비스, 특히 매춘 같은 직접적 성서비스를 처음 하게 된 과정

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다. 

구술자들의 이야기는 그 감정을 잘 보여준다. 먼저 은예림은 대학을 다니며 여

러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있었지만 당장 내야 할 월세 20만원이 없었다. 그

녀는 각종 역할대행을 구인·구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남성의 제안으로 ‘소수

성향’의 애인대행 성서비스를 하게 되었다. 그녀는 처음 성서비스를 하게 된 과

정에 대해 ‘진짜 힘든’ ‘무서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무서움으로 설명되었다. 

근데 진짜 힘들어요! 처음에는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생각을 해보

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중략] 그래서 저는 이 사

람이 납치하는 줄 알았어요. ‘아, 납치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거 이상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집 앞으로 태우러 온대요, 차를 또 끌

고 왔어요. 근데 타면 나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럴

까봐 무서워서 내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발 만지는데 이십만 원 준

대니까, 내가 만약에 안 나오면 경찰서에 신고해라.’(웃음) [중략] 근데 모

텔 가면~ 내가 나중에 당해도~ 정당방위가 안 될 거 같은 거예요. 아 안 

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러며 그렇게 불안하면 전화한 친구를 데리고 와

라. 같이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친구랑 둘이 있으면 낫겠다 싶

어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친구까지 같이 해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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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십만 원… (웃음) - 은예림 

은예림은 처음 애인대행 거래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면 거기에 가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남성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며 ‘진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으며 그 과정에서 그의 이야기가 진심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

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 사람들은 나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 싫으시다면 말

씀을 해 달라. 나는 좋지만 상대방이 싫으면 내가 그걸 굳이…(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그 말투가 ‘비건 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말투’와 달리 ‘그냥 안심시키려

고’ 하는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만일 (목소리가 커지며)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거기를 가지 않았을 거예

요. [연구자: 그런 확신을 어떻게 받았어요?] 이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비건 하자고 하는 사람들 그런 말투가 있고, 대충 그게 있잖

아요?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근데 이 사람들은 나는 그런 성향이 있

지만, 니가 따라와라 내가 돈 줄 테니까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그런 성향

이 있고, 싫으시다면 말씀을 해 달라, 나는 좋지만 상대방이 싫으면 내가 

그걸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안심시키려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략] 맨 처음에 한 분은 스타킹이

었어요. (웃음) 발만 만지면 된대요. 그냥 갔어요. [중략] 그래서 그거 해준

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분이 오신 거예요. ‘혹시 정말 정말 죄송하다. 불쾌

하시면…’ [중략] 청소대행을 한다고 방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청소대행만 하냐? 다른 건 안 하냐? 아, 비건전 안 한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스타킹을 한 거예요. ‘나는 (웃으며)커피색 스타킹에 집착을 느끼는

데’, 그러면서 ‘발만 만지면 되는데 다른 거 하는 거 없다. 근데 해줄 수 있

겠냐?’ 그러는 거예요. [중략] 이십만 원 불렀죠, 정말 내가 필요한 돈만. 

그래가지고 딱 불렀는데 ‘예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처음 

그러고 나서 다음에 엉덩이 때리기 이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무섭잖아요? 

이 분도. 그래서 친구 데리고 가면 안 되냐고 했는데, 비건전 하시는 분들

은 친구 데리고 간다면 미친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분은 된다는 거예요. 대

신 자기가 어떤 짓을 해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된

다고. 그래서 친구한테 ‘야, 저기 찌그러져 있어.’(웃음) - 은예림

은예림이 애인대행을 하면서 마주한 무서움은 자신이 처하게 될지 모르는 위

험에 대한 우려이자 자각이라고 볼 있다. 그것은, 첫째, 협의 내용이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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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달리 강제로 ‘비건’의 애인대행, 즉 간접적 유형이 아니라 직접적 성서

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될지 모를 위험이며, 둘째 낯선 남자와 밀폐된 장소

에 있을 때 당할 수 있는 폭력, 죽음 같은 신체의 위협이다. 그녀는 이 위험들

을 피하기 위해, 두 가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다. 하나는 거래에 대한 선별

(screening)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친구와의 동행이었다. 그녀는 두 가지 장치를 

마련하여 그 거래에서 감수할지 모를 위험을 없애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

었다.

김현주 또한 애인대행 일을 혼자 하는 게 두려워 망설이다가 친구와 함께 ‘애

인대행’을 처음 경험했다. 그녀는 함께 살던 ‘룸메이트 여자와 함께’ ‘회사직원’

인 남성들을 만나 서울 근교로 1박의 여행을 가는 ‘애인대행’을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처음이니까 혼자 나가기가’ 무서워서 일대 일로 만나자는 ‘글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여행대행은 ‘삼 대 삼’이라 룸메이트

와 함께 나갈 수 있어 무서운 요인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일을 계기로 애인대행 일을 지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뒤로도 애인

대행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신변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남

성 구매자에 의한 신변의 위협과 매춘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봐 노심초사하

며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치료를 받기도 했다. 

우연히 그냥, 처음에는 애인대행으로 시작을 안 했고요, 여행대행으로 시

작을 했어요. (연구자: 아 해외여행?) 아니 해외여행 말고 우연히 그 때 같

이 살던 룸메이트 여자애가 있었는데 둘이 인터넷하다 뚝 보고 어, 삼 대 

삼으로 자기는 회사직원이다 ** 쪽으로 놀러 가겠는데 하겠냐고, 다른 글들

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글이 조금, 우선 처음이니까 혼자 나가기가 

그랬는데 여기는 3대 3이 되니까~ - 김현주

한편, 정난아가 인터넷 허위광고에 속아 갑작스럽게 집창촌에 가게 된 이야기

는 그 두려움의 감정과 실체를 뚜렷하게 드러내준다. 그녀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바 알바와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인 줄 알고 따라간 곳이 집창촌이어서 엄

청난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갔더니 이제 미아리텍사스에 빨간 불 막 이렇게 있고. 그래서 너무 놀라

가지고 나갈 생각도 못 했던 거 같애. 막 차에 치이기 전에 사람 몸이 굳는 

거 있잖아요? 아 어떡하지, 나의 삶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요, 어떻

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서있고, 이모들이 새로운 애 왔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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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야, 아 처음에 옷을 벗기더니 이거 어울리나 저거 

어울리나 입혀보고 막 대보고, 아 그래 너는 이게 어울리는구나! 옷 몇 개

를 주더니 또 막 화장도 해야 된다고. 또 거울 앞에서 언니들이랑 얘 화장 

좀 시키라고, 그래서 화장 막 다 하고 머리도 말려지고 막. 그래 정신이 없

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정말 여기가 사창가 이런 데구나~! - 정난아

정난아는 그 곳은 자신이 기대한 곳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성교행위의 성서

비스를 하는 집창촌이란 사실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해 놀

란 상황에서 “아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충격과 공포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서 있어야” 했다. 그녀가 그 곳에서 느낀 공포는 “막 

차에 치이기 전에 사람 몸이 굳고,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정도의 극한의 

수위였다. 즉, 그것은 죽음과 비슷한 충격이며 공포였던 것이다. 그 순간은 충

격과 놀라움으로 “멍한 상태에서 빨간 불이 이렇게 있고”, “옷을 벗겨 이것저것 

입혀보고 화장하고 머리도 말려지며 정신이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그

녀는 “정말 여기가 사창가고 이런 데구나” 점차 실감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녀가 느낀 공포와 충격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무엇을 의미하는

지 살펴보자. 

집창촌 자체가 되게 고립되어 있잖아요,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밖에 나갈 필요가 없는, 사회적으로 약간 고립된? 아 나 그냥 여기서 일하

다가 그냥 말아먹는가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또 언니들도 되게 아픈 언니들

도 있었고요, 알약을 막 한 움큼씩 막. 막 그냥 인생 말아먹은 느낌이에요. 

- 정난아

정난아는 그 공포를 한 마디로 ‘인생 말아먹는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그 느

낌은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되는데, 하나는 “알약을 한 움큼씩 먹는 아픈 언니

들이 있어 인생 말아먹는” 느낌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집창촌이 사회적으로 

되게 고립되어 있어 그냥 여기서 일하다가 (인생) 말아먹는가보다” 느끼게 되었

던 것이다. 즉, 첫 번째 두려움이 성서비스의 과정에서 성구매 남성에 의해 발

생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신체적 폭력과 위협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 두려움

은 낙인찍힘, 즉 사회적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근데, 그냥 시작하기 전에 그냥 그렇게 보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가져온 

인식들이 있으니까. 인신매매 당해서 그렇게 가고, 밖에 문 걸어놓고 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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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못 나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을라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퇴근해서 집에 가고 학교를 갔다가 오라는 거예요. 니가 일

이 맞으면, 아침에 돈 바로 줄 테니까. 그래서 어, 생각만큼 그렇게 부자유

스러운 데가 아니고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티비에서 보는 것처럼 맞고 이

런 건 아닌 거예요. - 정난아

그리고 딱 첫날 가고 나서 다른 아르바이트 내가 해본 다른 아르바이트 

비교를 해봤을 때 월등히 좋은 거야~. 그래서 뭐 내가 사회 쓰레기 이런 

욕, 남한테만 모르면 너무 좋은 거야~. 남들만 모르면 정말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계속 나갔지. 열심히 나갔지. - 정난아

이어서, 그녀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진 인식들’ 때문에 매춘에 대한 공

포가 있었는데, 첫날 일을 해본 뒤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음을 얘기했다. 

이 이야기 또한 그녀가 가지고 있던 공포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준다. 첫째, 

그녀는 자기가 ‘인신매매 당해서, 밖에 문 걸어놓고 잠그고 못 나가고, 그렇게 

살다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첫날 일을 하고 난 “아침에 퇴근해서 

집에 가고 학교를 갔다가 오라는” 말에 “티비에서 보는 것처럼 맞거나, 생각만

큼 그렇게 부자유스러운 데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성서비스를 재현하는 지배적인 방식과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한다. 둘째, 그녀는 

첫 날 일을 마친 뒤 바로 일한 대가를 받았는데, 그녀는 그것이 그동안 ‘해본 

다른 아르바이트와 비교해봤을 때’ ‘월등히’ 좋았다. 그 전에 그녀는 편의점, 빵

집 등에서 낮은 시급을 받고 알바를 하였는데 그 돈으로는 대학을 다니며 생활

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애를 태우거나 ‘직원’의 눈치를 

보며 굴욕감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집창촌에서 처음 일한 다음날 아침 

일한 대가를 현금으로 꽤 많이 받았으며, 같이 일하는 이모나 언니들은 친절했

고 또 퇴근해서 학교에 다녀올 만큼 자유스러웠다. 그래서 그녀는 다만 “내가 

사회 쓰레기 이런 욕만 안 듣도록, 남들만 모르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녀가 말하는, 성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사회 쓰

레기’ 같은 ‘욕’은 매우 치명적인 것이다. 그래서 소득이나 조건 면에서 ‘월등히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남들이 모를 때’에만 유효한 평가이다. 즉, 그녀에게 성

서비스는 ‘사회적 죽음’으로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는 ‘사회 쓰레기’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대학을 다니며 학비와 생계비를 벌어야 했던 그녀

의 입장에서 그 일은 오랜 시간 고되게 또 감정노동을 하며 일해야 하는 다른 

알바보다 짧은 시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괜찮은 일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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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구술자들은 처음 성서비스 일을 하며 여러 가지 갈등과 선택의 과

정에 놓였다. 우선, 이들은 성서비스의 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심각한 문제적 상

황에 놓였음을 보여준다. 이 문제적 상황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이전처

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하는 사건이나 상황의 발생, 또는 더 이상 그 삶을 

버틸 힘이 없게 됨을 의미했다. 즉, 이들은 막다른 길에서 성서비스를 시작하였

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성서비스의 과정에서 또 다른 심각한 갈등과 선택

의 과정을 겪어야 했다. 구술자들은 성서비스의 장에 진입하며 ‘죽음’과도 같은 

공포와 두려움에 직면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이 느낀 두려움의 실체는, 첫째 

심지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다는 신변의 위협, 물리적 위험에 대한 것이며, 둘

째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받게 될 사회적 지탄과 도덕적 평판의 문제, 즉 사

회적 죽음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성서비스를 하는 행위를 위반이자 경계 넘기, 

심하게는 ‘사선(死線)을 넘는’ 것으로 경험되기도 하였다.63) 즉, 이들에게 성서

비스 노동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질병 위험과 신변 

위험, 단속의 위험 등을 개인이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3) 돈과 자존심

구술자들은 막다른 길에서 당장 생계가 막막했다. 이들은 돈이 없어 밥을 굶

거나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거나 학비가 없어 대학을 다닐 수 없는 상황 등

에 놓이게 되었다. 구술자들은 생존이 절박한 이 상황을 돈이 없어 자존심이 상

한 이야기로 주로 전개하였다. 이들에게 돈이 없다는 것은 삶에 필요한 기초 생

활필수품을 구할 수 없어 생존이 어려움을 의미하지만 이는 곧 자존심의 문제

로 다가온 것이다. 즉, 이들에게 빈곤은 사회적 관계와 시선에서 경험되고 있기

도 했다. 

구술자 가운데 최가희의 사례는 돈이 곧 자존심으로 경험되고 인식되는 상황

을 잘 보여준다. 그녀에게 막다른 길은 어렵게 알바를 하며 버텨오던 대학을 그

만둔 일이었다. 그녀는 대학에 입학한 뒤 가출해 혼자 살아왔다. 그녀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가 힘들어 ‘네 번인가 다섯 번’ 휴학을 해야 했으며, 결국 ‘스물

여덟 살인데도 졸업을 하지 못한 채’ 자퇴를 했다. 

나는 항상 그 사람들하고 내가 다르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물론 

63) 2010년경 인권모임에서 만난 여성은 자신의 성서비스 경험에 대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

다. 그녀는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잠깐 동안 인터넷으로 애인대

행 일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녀는 ‘건전’의 애인대행을 짧은 기간 했을 뿐이었지만 그것은 

거의 사선을 넘는 것처럼 느껴져 깊은 고뇌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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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도 되게, 그들의 삶도 평탄~ 삶이 평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이나 되겠어? 다 어렵고 힘들게 견디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렇기는 한데 좀 

강박적으로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고’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고, 

‘나는 저들하고 똑같이 명문대를 졸업해서 되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냥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벌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요. 

응. 그런 것도 없었거니와 당장~, 당장 경제적인 게 너무 컸던 거지. 학교

를 다니면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연구자: 휴학을 할 순 없었어요?) 

휴학을~ 한 네 번은 한 거 같애요. 제가 스물여덟이고 아직까지도 졸업을 

못한 상태로 그만뒀으니까. 휴학을 네 번? 다섯 번은 했지. 근데 이제 더 

이상 휴학을 하는 게(미소), 뭔가 규정? 규정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규정

에도 아마 좀 뭐가 걸리는 게 있었던 거 같고, 그리고 마칠, 휴학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때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었던 거 같

애. (연구자: 학교를 그만두어도 학원 강사는 할 수 있잖아요?) 아, 아니에

요, (미소)요새는 검증이 철저해요. 그냥 졸업증명서 다 갖고 오라고 하고. 

- 최가희

당시에 그녀는 “당장 경제적 문제가 커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휴학이 아닌 ‘자퇴’를 했다. 그녀

는 소위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며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었다. 그녀 말대로 그동안 

이미 휴학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학교 규정에 걸려’ 휴학이 불가능했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설령 다시 휴학을 할 길이 있었다고 하

더라도, 그녀 말대로 7년 동안 “ 교를 다니면서 일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으며”, 

그래서 결국 그 삶을 더 이상 지속할 힘이 없었던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

다. 또 그녀는 대학 자퇴와 함께 학원 강사 일자리도 그만두었다. 최근엔 학원

에서 강사 자격에 대한 ‘검증이 철저해서’ 대학 자퇴라는 학력으로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가 한 네 달 간 백수로 지내고 있었으니까, 맨날 남자친구한테 얻어먹

고 얹혀서 지내니까 너무 미안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아르바이트 정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했죠. 아, 이게 뭘까? 아무래도 그

런 쪽인 거 같애. 근데 너무 그 당시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남자친

구가 전화해가지고 ‘밥 먹었어요?’ 이러면 ‘안 먹었다’고 이러면 돈 보내주

고,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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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냥 그 때는 내가 돈이 없고 남자친구한테 신세

지고 있고 이런 게 되게 심리적인 압박감이 크니까, 그냥 ‘내가 뭘 가릴 처

지가 아닌 거 같애’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나서 일하고 나서도 한 이

틀인가 펑크를 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막,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펑크를 

냈는데, 한 이틀 만에 마음이 돌아섰죠. - 최가희

처음에는 오히려 돈에 현혹이 돼서 좀,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던 거 같아

요, 판단력이. 그래서 나는 이게 불법이든 뭐든 정말, 그 때는 도둑질하는 

상상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은행을 털까?’(미소) ‘은행을 털고 내

가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 막 ‘어떻게 하면 완전 범죄를…….’, 이러면서

(웃음). 이런 생각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연구자: 백수로 지내는 

동안?) 응. (웃음)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 아무리 나쁜 짓이어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한 이삼 주 지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 최가희

그녀는 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남자친구한테 ‘얻어먹고 얹혀 지내며’ ‘심리적 

압박’을 느껴 인터넷에서 시급이 센 ‘데이트방’ 광고를 보고 면접을 봤다. 그 뒤 

그녀는 그 일을 할지 여부를 두고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였다. 그녀는 면접하는 

자리에서 다음날 일하러 가겠다고 말했지만, 하루가 더 지나서야 그 업소에 일

하러 나갈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하루 일을 하루 하고 나서 그 뒤 이틀 

동안 다시 일을 하러 가지 못했다. 그녀는 면접 후에 그 일을 할지 여부를 놓고 

갈등하다 결정한 과정에 대해 “‘내가 뭘 가릴 처지가 아닌 거 같애’ 이러면서 

그냥…….”이라며 말을 줄였다. 그녀가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데에는 돈을 

벌어야 하는 절박한 자기의 ‘처지’에 대한 수용이 있었다. 또 그 처지란 그녀가 

돈이 없어 밥을 굶거나 남자친구에게 신세를 지는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자 

문제로 다가왔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돈을 보내주어 밥을 먹었던 사례를 들며, 

그렇게 “돈이 없고 남자친구한테 신세지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녀에게 최저의 생계마저 해결할 수 없는 빈곤의 현실은 우리사회의 

지배적 인식을 수용하여 그녀가 가지고 있던 성적 규범과 도덕을 넘어서게 한 

것이다.

구술자들이 빈곤의 현실을 자존심의 문제로 경험한 이야기는 경제적 지위가 

곧 개인의 인격이자 자존심으로 경험되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돈을 번다는 것은 이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서연정

의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녀는 성서비스로 돈을 벌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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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성서비스) 일이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여자들이 하기엔 (소득 면에서) 

되게 괜찮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 그녀는 성서비스 일을 하는 것은 “사회적 낙

인이 가장 문제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대

기업에 다닐 것도 아닌데 돈 벌면서 지위까지” 얻을 수 없다며 성서비스를 하

는 삶과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옷도 잘 입고, 같

은 학교 엄마들보다 어려보이고 세련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함부로 

못 한다”며, 성서비스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만족을 드러냈다. 그녀는 성서비

스를 통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성서비스를 한

다는 것은 ‘사회적 인정’을 포기하는 대신 계급사회에서 인정받는 경제수준을 

유지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했다.

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비용으로서는 여자들이 하기엔 되게 

괜찮은 일이야. [중략] 사회적 낙인은,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문젠데,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잖아. 내가 대기업에 다닐 것도 아닌데 돈 벌면서 지위

까지 얻자고 하면, 공부를 아-주 잘 했어야 하거나 아니면 취업 운이 되게 

좋았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일인데, 거기서 사회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다른 

부분으로 약간 돌리고, 근데 저희 애나 저 같은 경우는 옷도 잘 입고 자기

네가 봤을 때는 같은 학교 엄마들이 나이도 자기네보다 어려보이고 세련되

게 보이고 하니까-, 함부로 못 해요. - 서연정

구술자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빈곤에 대한 지배적 인식은 성적 

일탈보다 더 자존심의 문제를 건드리는 심급의 낙인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 자원이 부재한 구술자들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찾을 수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우리사회 대학교육이 놓여

있는 문제로 인해, 이들은 대학에 진학하다고 하더라도 높은 학비를 부담하며 

졸업에 이르기란 어렵고 또 오랜 시간이 걸려 졸업을 한다고 해도 괜찮은 일자

리에 취직하지 못한 채 곧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따라서 빈곤 계층이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이들이 빈곤을 

자존심의 문제로 경험하게 하는 사회적 측면이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구술자들은 성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자존심의 문제에 직면

한다. 앞의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술자들은 성서비스의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낙인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었으며 심한 경우에는 강간 같은 성구매자에 의한 



- 215 -

혐오범죄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구술자들 대부분은 실제 성서비스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놓이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으며, 알 수 있는 방법도 거

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구술자들이 성서비스 일에 대해 죽음과 

같은 커다란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점과 매우 대비되는 지점이다. 우리사회에서 

성서비스를 둘러싼 공포와 낙인은 매우 크게 형성되어 있지만, 정작 필요한 성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가려져 있거나 접근 불가능한 현실을 

보여준다. 

최가희는 데이트방에서 일을 한 뒤 이삼 주가 지나면서 ‘너무 힘든 일’임을 

알게 되었다. 업소 사장은 면접에서 그 일이 “애인 사귀면 하는 마일드한 것들, 

팔짱 껴주고 뽀뽀도 해주는 굉장히 소프트”한 일이라며, “수위가 중요한 게 아

니라 손님들은 감정적인 걸 더 많이 원한다”며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해 말했

다. 하지만 그녀가 실재로 직면한 상황은 그와 달랐다. 그 일은 사장이 말했던 

것과 달리 ‘높은 수위의’ 스킨십과 성서비스였다. 하지만 그 일을 처음 하는 여

성들에게 아무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다들 실전에 돌입해서’ 알 수밖

에 없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얘기를 해요. 그니까 뭐, ‘남자친구 사

귀어 보셨죠?’ 이러면서, ‘약간의 스킨십 정도예요’ 이러면서~, ‘그냥 우리

가 뭐 애인 사귀면 다 하는, 마일드한 것들? 같이 팔짱 껴주고 뽀뽀도 해주

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상 딱 들어가면 다르지. [중략] (웃음) 

그냥 다들 실전에 돌입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아무도 알려주

는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높은 수위~를 감당하게 되요. [중략] 이제 손님

들이 한 구십 프로는~, 개**라고 봐야죠(웃음). 그래서 그, 그냥 나가려는 

손님이 없지, (작게)사정 못 하면. 그냥 붙잡고 늘어지면서~ ‘아니, 내가 못 

했는데, 너는 뭐 서비스하는 입장이고 나는 돈 내고 왔는데 이게 말이 되

냐?’ 이런 식으로 [중략] - 최가희

그런데 구술자들이 성서비스 과정에서 고객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로 자존

심의 문제를 겪으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하는 까닭은 소득 등 일에 대한 보상과 

조건이 비교적 만족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가희는 이 ‘실전’에서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을 배려하는 손님은 기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곳에 

오는 “손님들의 90%가 개**”라며 욕을 섞어 말했는데, 그녀는 그만큼 “매너 있

고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내 몸까지 생각해주는 손님은” 기대할 수 없는 힘든 

현실에 대해 깊게 분노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가희는 성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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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안에서 또다시 자존심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힘들어 이틀 

동안 일을 나가지 않았지만 “첫날부터 이십만 원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마음

이 ‘흔들려’ 다시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힘들어서 한 이틀 안 나가다가, 하루에 번 돈이 한 

이십, 첫 날에, 첫 날부터 이십만 원을 벌었는데, 이십만 원 이상- 벌었는

데, 그게 막, 흔들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몇 달만 일하면은 다시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거지. - 최가희

구술자들이 성서비스 일의 힘듦과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견디는 중요한 요인은 

단연 그 일의 대가로 주어지는 높은 소득임을 알 수 있다. 정난아가 처음 성서

비스 일을 한 이야기 또한 이 지점을 보여준다. 그녀는 집창촌에 간 첫 날 바로 

일을 한 뒤, 처음 그곳에서 느낀 공포와 놀라움과 달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일도 되게~, 처음에 재밌었던 거 같애요. 손님들이 되게 예뻐해 주는 거

예요! 착한 손님만 넣어 줬겠죠, 처음이니까. 되게 예뻐해 주고 또 그 길에

서 제일 어렸어요, 내가. 완전 새 삥? 뭐 이런 느낌? 일도 처음. 그래서 손

님들이 엄~청 좋아하고 되게 많이 오고, 근데 다 좀 뭐랄까, 아~, 뭔가 거

칠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래도 예쁨 받는다는 느낌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

서 좀 잘 버텼던 거 같고. 버틴다는 느낌도 아니긴 하지만. 잘 일을 했었던 

거 같고, 일도 뭐 재밌었고 나쁘지 않았고 좀 아프긴 했지만. 몸 관리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섹스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줄을 몰라서 몸이 되게 아프긴 

했는데, 아 그래도 그 다음날 받는 돈을 생각하면 되게 좋았고~, 또 가게 

직원들이랑 되게 편하게 언니들이랑 일 끝나고 뭐 시켜서 동태찌개 시켜서 

소주 먹고, 그리고 퇴근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니까 긴장을 안 

해, 안 한다고, 누구 내가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그게 되게 좋았었고. - 정

난아

무엇보다 정난아는 성서비스 일이 다른 알바와 달리 일한 다음에 바로 현금

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매우 큰 장점으로 꼽았다. 또 그녀는 처음 해 본 일

을 ‘손님들이 되게 예뻐해 주는’ 것으로 경험했다. 그녀는 당시 스무 살로 그 

골목에서 가장 어리고 일도 처음 하는 여성이었으므로 손님들이 많았던 것이다. 

또 그 곳 사람들이 아침에 퇴근을 하고 학교를 다녀오라고 했으며, 그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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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이모’와 ‘언니들’도 좋았다. 그녀는 다른 알바를 하면서 ‘직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감정노동을 심하게 겪어야 했다. 그에 비해, 그 곳은 “가게 

직원들이랑 되게 편하게 일 끝나고 동태찌개 시켜서 소주 먹는” 등 ‘긴장을 안 

하고, 누구 눈치를 보지 않는’ 곳이어서 좋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이 

놓였고 그 일이 ‘재미있게’ 느껴졌으며, 계속 그 일을 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그

녀가 놓인 상황과 여러 가지 경험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낮은 시급

의,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없었던 다른 알바의 경험, 그리고 중고시절부터 개방

적이었던 성 경험과 인식, 또 그로 인해 학교에서 성인남성과의 교제를 ‘원조교

제’로 오인 받아 겪은 불이익, 그리고 부모의 ‘버림’과 그 뒤 가출로 인한 외로

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집에 빚이 있어갖고, 아빠가 많이 다치셔갖고 갑자기 빚이 생겨서 그 빚 

갚으려고 시작했는데, 다 갚고 났는데도 일단 수입이 괜찮으니까 이미 시작

한 거 모으고 그만두자라고 생각해갖고……. [중략] 원래는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했던 건데 그냥 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안 나가고 

그냥 이쪽으로 올 인하게 되었어요. [중략] 처음에는 그냥 병원비랑 생활비 

해갖고 한 3, 4천정도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생활비 명목이나 뭐 

이것저것 해갖고 빚 합쳐서 거의 수입의 반 정도는 다 집에 줬으니까 한 1

억 정도라고 생각해요. - 강시연

강시연은 가족의 ‘빚을 다 갚고 났는데도’ 매춘 일을 계속한 까닭에 대해 “일

단 수입이 괜찮으니까 이미 시작한 거 모으고 그만두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전문대를 졸업한 뒤에도 전공 분야로 “취업을 나가지 않고 이쪽

으로 올인”했다. 그녀는 그 일로 돈을 벌어 아버지의 병원비와 가족들의 생활비

로 약 3~4천만 원 정도를, 또 그 뒤에도 소득의 반 정도를 줬으므로, 모두 합

하면 약 1억 정도를 가족에게 지원했다고 말했다.

노경아는 처음으로 ‘비건’의 애인대행을 하던 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부

끄럽고 민망했는데’, 상대 남성이 “부끄러워 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최선을 

다 해줬다”고 말했다. 그녀는 집에 와서도 “처음에는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싶

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안 멈춰져 줄담배를 피우며” 고민을 했다. 하지만 그

녀의 고민은 십분 만에 봉투를 열어보며 끝이 났다. 그녀는 돈을 세보며 ‘흐뭇

함’을 느꼈고, “내가 여기 빠질지도 모르겠다. 큰 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

였다며 그 거래가 만족스러웠음을 드러내었다. 무엇보다 그 이유는 그 남성이 

건넨 봉투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



- 218 -

는 처음 해본 그 일이 보상도 큰 데다 성서비스 과정에서 상대가 자신을 배려

해줬기 때문에 괜찮은 일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분은 저한테 진짜 최선을 다 하셨어요. 그런 게 보였어요. 부끄러워 

할까봐, 삐질까봐, 노라고 할까봐, 또 뭐, 자존심 상해할까봐, 이런 걸 다 

해주시는 거 같았어요. 최대한으로. (연구자: 어떻게 배려를? 매번 물어봤어

요?) 아니 그 날은 이제 (비건을) 한다고 그러고 갔으니까 계속 물어보지는 

않지만 하는 행동 자체가 배려를 해주셨어요. 막 대하지 않으셨던 거죠 저

를. 되게 이렇게 막 조심조심 해주셔서, 생각보다 나았죠, 생각보다. 그래도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런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중략] 집 앞에 딱 내리

려고 하는데 오빠가, 그 아저씨가, ‘아 그냥 가면 어떡하냐? 받고 가야지’, 

주섬주섬 뭘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속으론 ‘아 다

행이다’ 생각하면서(웃으며) ‘나쁜 놈은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주섬주섬 가

방에 넣으니까, ‘아 헤아려 보지도 않고 넣냐?’고 이러는 거예요. ‘맞겠죠 

뭐’ 이러니까 하 웃으시면서, ‘아 맞겠죠 뭐’, 막 집어넣으니까 그 분은, ‘니

같은 사람 첨 본다’ 이러시는 거예요. [중략]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

로 와가지고요, 줄 담배를 한 세 개 피고 그동안 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안 멈춰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싶고, 처음에는. 근데 그건 곧 

십분 만에 끝났죠, 그 고민은.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웃음), [연구자: 왜

요?] 아, 돈 벌었으니까. 얼마 줬지? 딱 열어, 그 분도 또 생각보다 되게 

많이 주셨더라요. 보통 그게 십오만 원 정도래요, 근데 이십오만 원 주셨던 

거 같아요. 그걸 세아려 보면서 흐뭇했죠. 그리고는 그 때 그런 생각했죠. 

내가 여기 빠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문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애

인대행 사이트) ** 들어가지 말아야지, 큰 일 나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그 

**를 들어가지 않아도 그 분이 다시 연락이 오신 거예요. 핸드폰 번호를 아

니까 연락을 하신 거예요. - 노경아

구술자들은 빈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상당하기 때문에 돈의 문제를 자존심

의 문제로 경험함을 볼 수 있었다. 빈곤한 사람들은 나태하고 부도덕하며 가치 

낮은 존재로 여겨지며 기피당하고 수치심을 겪는다. 빈곤이 게으름과 의지력 부

족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고프만(1963[2009])의 연구는 가난한 사람이 실업 중

이거나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경우 가난에 대한 이런 일반적 낙인이 심해진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애덤 스미스 주장처럼 빈곤은 절대적 측면을 갖는다. 의식

주와 같은 생필품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 비교를 통해 생기는 수치심의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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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 앞에 수치심 없이 나서기 위해 필요한’ 생계 수준, 

즉 인간 존엄성 유지를 위한 최저 생계 수준이 문제가 된다. 이 생계 수준을 유

지할 수 없는 가난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지닌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상태로 경험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누스바움, 2009[2015]). 

또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경제적 불평등만큼이나 인격적 불평등을 겪고 있

다.  에런라이크(2001[2012]: 284-285)는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강요되

는 끊임없는 감시와 심한 질책 등 모욕적 행위들은 저임금을 유지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남들에게 무가치한 사람 취급을 오래 받다 보면 자기 같은 

사람은 임금을 그만큼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직장에서 겪는 

불합리함은 경제적 불평등뿐 아니라 문화적, 인격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

이다.

우리사회에서 부의 양극화 문제는 신자유주의 질서의 확대와 함께 더욱 심화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최저 생계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 현상은 한편으로 물질적 부를 삶에서 유일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만들며 계급적 위계질서와 가난에 대한 낙인을 강화시킨다. 경제적 불평

등은 곧 인격적 불평등으로 경험된다. 그리고 돈은 곧 사회적 지위이자 자존심

을 의미하게 된다. 최저 생계 수준을 유지할 수 없어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계급 또는 경제수준을 하나의 경계로 경험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위를 

경계 짓는 도덕이나 규범은 여러 경계들 가운데 하나로 위치지어진다. 결국, 신

자유주의 질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은 돈과 자존심, 규범이나 도덕 사이에서, 즉 

여러 경계‘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협상하며 때때로 경계 넘기를 선택하며 살아

가게 된다. 

사회는 모든 시민이 수명, 건강, 교육 기회, 의미 있는 직업, 정신 기능을 발

전시킬 적절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괜찮은 생활수준을 보장하는데 관심을 가

져야 한다. 그 가운데 “자존심을 갖고 모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적 기초를 갖

는 것,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지닌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은 사회가 모든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핵심적 기회 또는 역량64) 가운데 

하나이다(누스바움, 2015). 또 현재 국제 인권운동은 사회·경제권을 정치·시민

권만큼 중요한 인권으로 인정해 왔다. 정치·시민권 행사를 위해서는 사회·경제

64) 누스바움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목적을 위해 모든 나라의 정부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회적 최소 수준을 ‘중심적인 인간 역량(central human capabilities)’의 목록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개발을 통한 ‘삶의 질’을 비교하는 준거로 GNP와 같은 경제 성장에만 

초점을 두는 것을 비판하면서, 핵심적인 형태의 기능 또는 활동을 하기 위한 역량 또는 기회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역량 접근’을 제시했다. 이 때 역량이란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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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건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권리를 분명히 구분하기는 어렵다(누

스바움, 2015). 우리사회에서 성서비스 여성들은 사회·경제권을 누리고자 하는 

행위로 결국 정치·시민권을 잃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 

아이러니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단지 일부 여성들의 문제가 아니다.  신자유주

의 경제질서에서 성 상품화의 확대와 함께, 많은 여성들은 다른 선택지를 찾지 

못한 채 성서비스 일에 종사하게 되지만 그 책임은 오롯이 여성 개인이 감당해

야 하는 몫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성서비스라는 불안한 사다리 

구술자들은 직업세계의 하단에 자리한 시간제 또는 비정규직 노동을 통해 간

신히 생계를 해결할 뿐, 좀 더 나은 생활수준을 향한 어떤 희망이나 비전을 제

공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주류 노동시장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지 못했다. 앞에서 최가희가 구술했던 것처

럼, 이들은 ‘시간 대비 시급이 센’ 성서비스 일을 통해 다른 알바를 할 때보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경험했다. 이들에게 바 알바나 매춘 일은 단기간 목돈을 

벌어 학교를 다시 다니거나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 사다리’로 경험되

었다. 물론 그 경험은 그 일의 위험성이나 경찰단속, 낙인, 인권침해와 같이 성

서비스 일자리가 놓여있는 또 다른 문제로 인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한편 구술자들은 대부분 성서비스라는 불안한 사다리를 활용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전망을 그리고 있었다. 성서비스 일을 지속하고 있

던 구술자들은 대부분 멀지 않은 미래에 그 장을 떠나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성서비

스의 장에 당분간 머물며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

고자 했다. 하지만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서비스를 하는 삶은 미래를 계획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예측할 수 없기도 하다. 

그래서 성서비스가 이들에게 사회적 인정과 안정된 삶으로 넘어가는 사다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1) 경계 너머 안착하기

구술자들은 대부분 성서비스 일이 다른 알바에 비해 시급이 높다는 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조건을 마련하기 용이하다고 판단했

다. 즉 이들은 성서비스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자원을 갖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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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로 이용하고자 했다. 이들은 성서비스로 목돈을 만들어 대학교를 졸업해 

학력자원을 갖추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직업 구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들이 이 같은 미래의 계획을 실현하려면 우선 ‘생계 해결’과 학력 같이 활용

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드는데 필요한 경제적 조건인 ‘돈 모으기’가 전제되어야 

했다. 

면접 당시 성서비스를 하고 있던 구술자들은 당분간은 그 일을 계속해서 생

계를 유지하며 빚을 갚거나 목돈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뒤에 다른 직업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었다. 노경아는 건강을 회복한 뒤 

예전에 하던 ‘일식집 서브’ 일을 다시 알아볼 예정이다. 김현주는 애인대행과 

청소도우미를 계속 병행하며 남아있는 카드빚을 갚을 계획이다. 또 강시연은 자

신이 성서비스 여성으로 일하다 몇 개월 전부터 인수해 운영하는 휴게텔에서 

3~4년쯤 목돈을 모아 음식점을 차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저희 지금 있는 가게도 월세가 비싼 게 많이 번화가다 보니까 그런 번화

가에서 음식점 그냥, 어느 정도 크게 차릴 수 있는 정도로……. (연구자: 몇 

년 정도 준비하면 될 거 같아요?) 3~4년은 걸릴 거 같아요. - 강시연

최가희는 “학교를 그만둔 게 뒤늦게 너무 후회 됐는데 다시 다니려면 한 학

기 등록금이 사백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돈을 모아 대학에 재입학할 계획을 

얘기했다. 그래서 그녀는 학업을 마칠 수 있는 돈을 마련할 때까지만 ‘데이트

방’ 일을 계속할 계획이었다. 처음에 그녀는 한 학기 등록금만 모으고 일을 그

만두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두 달 만에 다 모을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까지 모은 뒤 그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그녀는 그동안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왔지만 그 일들

로는 생계를 해결할 뿐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데이트방에서 

‘일을 하며 난생 처음으로 돈을 모아봤기’ 때문이다.

학교를 그만둔 게, 너무 뒤늦게 후회가 됐어. 후회가 됐는데 다시 다니려

면 한 학기 등록금이 한 사백만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 것도, 이 일을 하

게 된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중략] 원래는 학교 마무리, 대학 마무리 지

을, 학부 마무리 지을 등록금만 모으면 그만 두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거의 다 모았어(미소). 이미 학교 마칠 정도를, 지금 두 달 좀 넘었는데 벌

써 다 모았거든요. [중략] 근데 예전에는 딱 이것만 모으면, 생활비는 어찌 

됐든 간에 그냥 그만하자 생각을 했는데, 안 그만두게 되더라(웃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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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쉽게 그만두기가 쉽지가 않은 거 같애. 

막 가끔 이제 너무 피곤하면 오늘 쉬겠다고 말하고 쉬는데, 그 다음날 딱 

가게 나가면은 언니들이 자기 매상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해요. - 최가희

다른 일을 여러 가지를 하긴 했었어요. [중략] 뭐 푼돈 정도는 벌었죠. 

가방도 팔아보고 피자 굽는 것도 해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돈이 

절-대 안 모여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돈을 모아봤어요(웃

음). 내가 생활하는 돈 말고. [중략] 뭐, 집에 있는 매트리스 바꿨지, 전자

레인지 샀지 막, 별의 별, 처음으로 태어나서 돈을 풍족하게 써봤어요. 내

가 쓴 돈이 이미 한 백, 백만 원은 훨씬 넘겠지, 한 이백은 되겠지. 그러고 

나서 사백을 모았으니까! - 최가희

한편, 고미자는 1차 면접에서 룸살롱에서 좀 더 일을 해서 2천만 원 정도를 

모아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2차 면접에서 그녀의 

계획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1차 면접을 한 뒤 룸살롱에서 이차 성서비스를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어 낙태를 했다. 그리고 그녀는 성병도 감염되었다. 그녀

에게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무서운 경험이었다. 결국 그녀는 돈을 모으지 못

했지만, 한 달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항공권을 예매하였다. 

그냥 가서 제가 메이크업 같은 거 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서 백화점 같은

데서 일하면서 다시 그냥 해볼라구요. 이쪽은 나한테 너무 힘들구요. 여기

서 일하면서 병들까봐 무섭고 그냥 싫어요. 나는 헤르페스 걸리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 고미자

한편, 정난아와 서연정은 면접 당시 계속해서 ‘성노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구술자들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에 속했다. 이들은 성노동자인권모임에 참

여해 활동하며 성노동 담론을 접하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이들은 

해외 성노동자 활동가들을 만나 교류하며 자신들도 그런 활동가가 되고 싶다는 

전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구술자 가운데 사회운동을 경험한 이

들 또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시민

사회단체 활동 경험을 가진 박하은, 현진이, 한나래는 이후 시민단체 활동가나 

귀농 같이 기존의 경쟁적 삶과는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응. 계속 이대로 살고 싶어요. 그냥 일을 하고~, 활동하고~. 나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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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까, 일을 할 때만 하고. - 정난아

구술자 가운데 소위 ‘명문대’나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가까운 미래에 학력

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력 자

원과 좋은 스펙을 갖추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인정은은 얼마 전 대학을 

졸업한 후 전공과 관련한 공부를 계속하면서 좀 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자 

했다. 그리고 그녀는 어학연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어학연수를 다녀

온 뒤에는 자격증 시험을 치를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또 소위 ‘명문대’를 자퇴

한 최가희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은예림도 학력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는 경우에 속했다. 최가희는 대학에 재입학해 졸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뒤에도 계속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은예림은 대학원을 졸업

할 계획이다. 또 한나래는 20대 초반으로 대학을 휴학한 상태였는데 곧 다시 

복학할 계획이다. 

 그냥 돈 좀 모아서 학교 재입학하고, 그래서 학교 마무리 짓고, 저번에

도 얘기했었나? 저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별로 꿈이 없어요. 그냥 뭐, 계속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 최가희

고미자는 돈을 모으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의 계

획도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1차 면접에서 2천만 원 정도를 모아 미국에 가서 

대학에 진학하여 문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는데, 2차 면접에서는 미국에 가서 

먼저 일자리를 구하고 대학 진학을 차차 알아볼 계획이라고 했다. 그녀는 애초 

계획과 달리 돈을 모으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어 그 상황에 맞게 좀 더 현실적

인 계획으로 바꾼 것이다. 

 어… 한 달 쉬구요. 다시 들어가서 돈을 이제 요번 여름까지만 일하구

요. 저는 여기 미국 남자친구 있는데 말고 다른데 갈라구요. 다른 미국 쪽

으로요. 이런 일 말고요. 거기서 다시 대학 들어가서 다시 시작할라구요. 

[중략](연구자: 공부는 뭐하려고요? 정해놨어요?) 저는요 이런 거 좋아해

요. 라이팅 같은 거요. 쓰는 거랑 읽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쪽이

요. - 고미자 (1차 면접)

그냥 가서 제가 메이크업 같은 거 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서 백화점 같은

데서 일하면서 다시 그냥 해볼라구요. 이쪽은 나한테 너무 힘들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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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하면서 병들까봐 무섭고 그냥 싫어요. [중략] 저도 다시 미국에 가가

지고 대학 있는 상담 받으면서 물어볼려구요. 뭐가 하면 어떻게 시작할까 

물어볼라고 하고. 일단 여기서는 빠져나가야 돼요. (연구자: 지금 어쨌든 미

국 가서 바라는 건 학교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예전 

문학?) 그런 것도 하고 싶은데요 그런 거하면 돈 많이 들어갈 거고 시간도 

많이 들어갈 거고. 내가 잘 뭘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인데. 모르겠어요. - 고미자 (2차 면접)

또 일부 구술자들은 성서비스가 아닌 일을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쟁

과 위계가 심한 직업 세계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현진이, 

한나래, 박하은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나 귀농을 꿈꾸고 있다. 현진이는 성서비

스 일을 경험한 뒤 학술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따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여성단

체나 성노동자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돈의 노예가 되고 싶

지 않다’며 ‘가치 있는 일’이자 ‘남들한테 과하게 굽실거리지 않아도 되는 일’로 

사회단체 활동가나 자급이 가능한 귀농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고양이를 키

우고 있던 정난아와 조화영은 동물구조활동을 비롯해 동물권과 관련한 활동에

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사회단체 이런 데 활동가였으면 좋겠어요. (연구자: 왜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냥 좀 생각이나 좀, 가치가 좀 비슷한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때까지 너무 돈을 쫓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

요……. 그냥 좀 가치 있는 일 하고 싶어요. [중략] 그래도 그냥~ 돈의 노

예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거……. [중략] 일단은 뭐……. (한참 생각한 후)

일단 동물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동물권이나 이런 쪽이~, 하고 싶어요. 특

별히 뭐, 일에 대해서 특별히 기대하는 것은 실제로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동물보호 쪽에 관심이 있어서~, 하고, 조건은 좀 의사소통 같은 거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뭐 내가 남들한테 과하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는 일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하고,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거나 억지로 

상대해야 되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괜찮은 거 같아요. [중략] 아 그래서 

지금 귀농을 생각하는 것도 자급 쪽에 관심 많아서~. [중략] (웃음)그래서 

사실 귀농하려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돈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80만 원 이상은 되어야죠. - 현진이

한나래는 고등학교 때 성소수자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경험했으며, 또 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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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며 만난 사람들과 친해졌다. 그녀는 얼마 전에 겪

은 성폭력 사건으로 여성단체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주의

와 관련된 분야나 미술심리치료를 공부해 ‘여성주의 쪽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여성단체에서 하는 성폭력강사 과정 하기로 했거든요. 일단 그거 들으

려고 하고 있고, 미술심리치료 그 쪽도 따가지고~, 상담이나 그 강사쪽? 여

성주의 쪽 활동 하고 싶어요……. 응(웃음). [중략] 대학은 복학은 할 건데, 

한번 해보려고는 할 건데 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 한나래

박하은도 사회단체 활동가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면접 

당시 ‘따뜻한 봄이 오면’ 키스방을 그만두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는

데, 그 시기는 바로 1~2개월 뒤를 가리켰다. 그녀는 키스방과 달리 ‘돈 조금 받

아도 사람한테 지치지 않는 일’을 하고 싶다며 시민사회단체 상근 활동가에 도

전해볼 생각이었다. 그 동안에도 그녀는 사회단체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그녀는 당시 사회단체 활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해놓기도 했다.

 저는 일단은 (웃음기) 봄쯤 되면은 사실은 그 일을 그만둘 생각이에요. 

사장님한테는 얘기를 드렸고 예. 원래부터 제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도 

오래는 못 한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한 1, 2월쯤에 

그만두는 거였는데 그래도 좀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따뜻

한 봄이 오면~ 그만두겠습니다.(웃음) 그 안까지 좋은 사람 찾아갖고 데리

고 오시라고, 그래야지 내가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는 그만둘 거 아니냐, 그

렇게 ㅎ고, 뭐 앞으로는~ 사실은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 일자리 있으면 좀 찔러달라고~. [중략] 그

게 뭐 일자리가 잘 되면은~. 이제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돈 조금 받아도, 

그냥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지치~는 일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개인

적으로 투닥거리면서 싸울 수는 있어도~ 업무적으로~ 그러고 싶지 않아 

갖고. - 박하은

또 서연정과 박하은은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고 자원화할 가능성을 찾고 있

었다. 서연정은 성노동자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며 성서비스 경험을 글로 써달라

는 요청을 받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녀는 그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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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비스 일을 하는 당사자로서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게 자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또 박하은은 청소년

쉼터에서 지낼 때, 십대 때부터 해온 청소년 노동 경험인 수십 개에 이르는 ‘알

바’ 일자리 경험을 책으로 쓰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에 그 일은 진행

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현재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책

을 내는 꿈을 갖고 있다. 이들은 성노동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

하며 당사자의 글쓰기가 사회적 약자의 경험을 공론화하기 위해 필요하고 유의

미한 ‘정보’(박하은)이며 자신의 ‘무기가’(서연정)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글도 쓰고 싶고, 뭐 장난으로 돈 되는 건 다 해드립니다(웃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도 계속 쓰면 좋겠고 근데 사실 이거는 재능이 있다고는 생

각이 되진 않고, 너무 잘하는 분들도 많고 잘난 분들도 많은데,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저한테 약간 무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못 해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뭔가 생각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냥 이건 짧게 짧게 재밌는 글을 쓰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 

서연정

책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잖아요~ 사실. 뭐 어디다 칼럼을 먼저 

써본다던가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한테 [중략] 몇 사람 소개를 시켜 달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보여만 달라, 해갖고 이제, (웃음) 그런 식으

로 쓴다든가~. 그래갖고 이제 여태까지 제가 겪었던 것을 토대로 쓸 거 같

아요, 쓴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쪽으로 또 정보가 필요한 데가 있다고 하

면은 정보를 줄 요량도 있고, 음, 그래요. - 박하은

구술자들은 성서비스를 하며 겪는 삶의 불확실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생계대책이 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구술자들

은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며 다른 미래를 계획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김현주는 ‘남들처럼 가정도 꾸리고’ 살고 싶지만 ‘과연 내가 죽을 

때까지 한번이라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을까’라며 미래에 대해 밝은 전

망을 그리지 못했다. 그녀는 스물아홉 살에 이혼을 한 후 4년째 혼자 살며 여

러 가지 일을 해서 카드빚을 갚아왔다. 그러다가 그녀는 작년에 건강이 악화되

어 4개월 정도 일을 쉬고 우울증으로 1년 정도 치료를 받으며 힘들고 외롭게 

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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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그런 생각해요. 과연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행복, 하게 살지 못

하고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남들처럼 가정

도 꾸리고 살고 싶고, 어, 막 그러고 싶은데, 내가 지금 뭐하는 건가 그런 

생각.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돌아봤을 때 식구가 있고 그러면 옆에서 

힘을 주면서 ‘그래, 다른 거 구해서 해봐’ 그러면 난 좀 할 수 있겠는데, 이

건 나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 김현주

또 일부 구술자들은 성서비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없는 나라에 가서 

살기를 희망하였다. 인정은과 서연정은 외국에 이민 가서 살기를 바라고 있었

다. 인정은은 현재 남자친구와 결혼해 이민을 가서 사는 바람을 갖고 있다. 서

연정은 뉴질랜드나 호주처럼 매춘 일이 불법화되지 않은 외국에 가서 살고 싶

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으며, 잠시 해외에 가서 일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외국어를 공부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말하였다.   

내 꿈은 외국에 가서 사는 거. 애들이 있으니까, 아, 그거 느꼈거든요. 아

까 장애인 친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에. 한 반에 서른 한명 중에 네 

명이 이제, [중략] 어떤 애들 엄마가 그랬대요, 자기애들 데리러 와서. 왜 

저런 애들 내 새끼랑 섞어놓냐? 엄마가 그 얘길 듣고 화가 나서 학교 가서 

그 얘길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이고~ 사실 애들은 

그런 식의 의식이 없는데 어른들이 자꾸 만드는 거죠. 엄마들끼리 자꾸 그

런 자꾸 얘기하면 애들이 오히려 듣고서 ‘어, 걔랑 놀면 안 되는구나. 위험

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 부분이, 아직은 섹스워커에도 아니 심하

게, 편견 같은 거 있고! - 서연정

하지만 앞서 구술자들의 경험에서 본 것처럼, 성서비스를 하며 사는 삶이란 

계획할 수 없는 삶이기도 하다. 성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강도가 높은 일이었으며 

성병 같은 질병의 위험을 감당해야 하고 폭력에 노출될 수 있어 신변의 위험도 

커서 자주 중단하거나 업소를 이동해야 하는 불안한 일이었다. 또 성구매 남성

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심한 경우 강간 

같은 혐오범죄를 겪기도 했다. 또 일상적인 경찰단속으로 언제 구속될지 모른다

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기도 했다. 구술자들은 성서비스 일에 종사하며 그야

말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구술자들

이 계획을 실현하기란 그다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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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
면접 당시 

생업활동
나이 미래 계획 면접 이후 근황

이희영 단체 상근자 36세 결혼 자영업

김현주 애인대행 33세 (가정 꾸리기) -

은예림 애인대행 29세 대학원 졸업, 결혼 -

노경아 애인대행 39세 음식점(일식) 취직 -

고미자 룸살롱 24세
미국 가서 대학 

진학->취업(메이크업)
-

박하은 키스방(관리) 26세 시민단체 상근,  글쓰기 면접 당시와 동일

현진이 룸살롱 31세 직업훈련, 시민단체상근‧귀농 기타 아르바이트

정난아 안마시술소 26세
성노동/활동가, 결혼, 

동물권 운동

휴식‧여행, 

핸드플레이업소, 실직

인정은 오피스텔 26세 어학연수, 결혼‧이민 어학연수

서연정
핸드플레이

업소
36세 성노동/활동가, 글쓰기, 이민

룸살롱+기타 

아르바이트

최가희 데이트방 28세 대학교 재입학, 공부 계속 사무직 아르바이트

한나래 립카페 21세 여성단체활동, 복학, 결혼 면접 당시와 동일

강시연 휴게텔(운영) 27세 음식점(전업), 출산‧결혼 -

조화영 룸살롱 39세 영화 작업, 동물권 운동 면접 당시와 동일

(2) 계획할 수 없는 삶

그렇다면 구술자들이 이런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상황에서 미래를 계획한

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그것은 얼마나 가능한 일일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술자들은 여러 가지 삶의 전망을 그리고 있었지만, 면접 후에 파악한 

구술자들의 근황은 그들이 말한 계획과 다른 여러 변화 상황을 보여준다. 이들

의 근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6> 구술자들의 계획과 면접 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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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박하은은 면접 당시 말했던 계획과 달리 다른 일을 시작하지 못했다. 그

녀는 다른 키스방으로 옮겨 업소를 운영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

는 얼마 전부터 자신이 살며 겪어온 경험을 글로 쓰고 있다. 최가희는 면접 후 

네 달 만에 다시 만났을 때 매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재입학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재입

학을 하기 위한 돈을 모으지 못했다. 그녀는 얼마 전에 업소에 손님으로 온 남

성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 남성의 요청으로 인해 성서비스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사무직 일자리를 구해 아르바이트를 몇 개월째 계속하고 있다.

정난아는 최근까지 경찰단속이 심해 오랫동안 성서비스 일을 쉬었다. 그 동안 

그녀는 외국에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생활비는 남자친

구를 비롯한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 해결했다. 그 뒤에, 그녀는 핸드플레이 

업소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녀가 해오던 안마시술소는 성교삽입을 하는 업

소여서 단속이 심해 장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만 그 일을 계속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일을 그만두

었다. 현재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는 외국에 나가 결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서연정은 몇 달 전부터 새 애인을 만나 지역을 

이동해 동거를 하며 전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근황은 성서비스 일을 하며 삶을 계획하기란 어려운 일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구술자들의 ‘미래’ ‘계획’은 어쩌면 가까운 현실에 대한 계획이라기보다

는 ‘바람’이나 ‘희망’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하지만 구술자들은 불확실한 삶 앞

에서 그 때 그 때 계획을 변경해가면서 스스로 직면한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 이들이 직면하는 생계의 해결, 즉 자립의 고단함은 여성을 주변부적 노동

자로 만들며 사회적 양극화와 경쟁의 격화를 가져온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질

서 안에 놓여있다. 

그런데 2000년대에 한국 여성들은 사회적 양극화와 정치경제 질서의 신자유

주의적 재편 과정에서 어떠한 보상체계도 없이 오롯이 개인의 선택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 또 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한국사회의 경제 위

기는 그 타격이 여성우선해고 등 여성들에게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

적 성격이 가시화되지 못했다. 이 두 번의 위기 과정은 한국 여성들의 삶을 재

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계급적 지위, 부모의 지원, 본인의 능력 중 어느 하

나라도 갖추지 못한 젊은 여성들은 그야말로 맨몸으로 이 모든 선택지들 앞에

서 자신의 생애전망을 발전시켜야 한다(배은경, 2009: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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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동하는 경계

(1) 경계의 소실 또는 경계‘들’

지배적 사회규범으로 볼 때 매춘을 포함한 성서비스는 일탈적이고 불법적인 

영역으로 인식된다. 성서비스를 하는 여성들은 주로 ‘매춘 여성’으로 재현되며, 

이 여성들의 경험은 피해·폭력 대 노동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인식된다. 또 

이 인식에서, 성서비스와 나머지 일 사이에는 <그림 1>과 같이 두터운 경계가 

놓이며, 이 경계를 오고가는 사람들의 경험은 분절적으로 규정될 뿐이다. 

<그림 1> 성서비스에 대한 사회규범과 경계

구술자들이 성서비스를 하며 느낀 두려움이란 감정은 성서비스의 장65)과 나

머지 세계를 가르는 경계와 그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구술자들은 우리사회의 

지배적 규범을 위반하며 성서비스의 장에 들어섰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를 경험해야 했는데, 이는 성서비스의 장을 둘러싸고 존재하는 금기, 즉 경

계에 대한 감각을 의미한다. 이들이 느낀 공포는 ‘매춘 여성’이 된다는 것이 무

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이면서도 개인적 인식을 나타낸다. 그것은 신체

65) 장은 사회적 혹은 문화적 생산영역에 포함된 행위자들과 조직들의 총체, 그리고 그것들 사이

의 역동적 관계들을 말한다. 부르디외에게 있어서 장은 갈등의 영역이다. 장들 속에서 인간행

위의 목적은 서로 다른 종류의 자본들을 축적하고 독점하는 것이다(DiMaggio, 1979: 1463; 

이동연, 1997: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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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위협과 같이 ‘물리적 죽음’과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자 부도덕한 존재가 

되는 ‘사회적 죽음’으로 동시에 경험된다. 이와 같이 사회규범화 되어 있는 성

서비스에 대한 지배적 통념은 성서비스의 세계와 나머지 세계 사이에 두터운 

‘경계’를 설정한다. 이 경계는 성서비스의 세계와 나머지 세계가 매우 확실하게 

분리되며, 경계를 사이에 두고 어느 영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가치

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구술자들은 돈을 버는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해 성서비스의 세계와 나

머지 세계 사이를 매우 확고하게 가르는 규범상의 경계가 현실에서는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가변적이라는 것을 경험하였다. 특히, 이들은 합법적으로 허가된 바

(bar)나 유흥업소 알바를 하며, 그 곳에서 불법화된 행위로 규정된 매춘을 포함

한 다양한 성서비스 거래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실에 직면하여 성서비스에 

대한 규범과 현실 사이에 이중성이 존재함을 간파하였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성서비스 노동으로 돈 벌기를 받아들이며 실행하였다. <그림 2>와 같이, 이들

이 경험한 현실에서는 성서비스의 장과 나머지 세계를 구분하는 경계가 소실되

기도 했다. 이 이중성에 대한 통찰은 이들이 성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금기와 규

범을 넘어서도록 영향을 미쳤다. 즉 이들이 직업세계에서 간파한 규범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이중성은 사회규범을 균열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그림 2> 구술자들의 직업 경험과 경계의 소실 또는 이동

구술자들은 이 직업 경험을 통해 사회규범과 달리 성서비스와 나머지 세계를 

가르는  경계가 확고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님을 간파하였다. 이 경계는 성상품

화 현상과 다양한 성서비스 거래가 확대되는 현상과 함께 합법/불법 또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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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정/ 사회적 낙인 등 각 장에 따라 경계가 다르게 적용되는 복수의 경계

‘들’로 존재하는가 하면, 소실되기도 했다. 따라서 성서비스를 나머지 세계와 가

르는 경계란 지배적 규범에서는 명확하고 확고한 것처럼 지시되지만, 현실에서 

그 경계는 모호하고 유동적이며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구술자들은 이와 같

은 경계들을 마주하며 지배적 규범과 행위 사이의 간극, 불일치, 다층성의 현실

을 때로는 혼란스럽게 또 때로는  ‘접합’하며 성서비스의 장에 들어선다. 또 이

들은 지배적 규범과 현실 사이에서 성서비스 경험을 아예 드러내지 못하거나 

분절적인 언어로 드러낼 수 있을 뿐이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통합된 정체성을 

구성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구술자들이 성서비스의 장에서 느낀 두려움의 감정은 성서비스와 

같은 행위를 성적 일탈이자 금기로 규정하는 우리사회의 규범이 견고하게 작동

됨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이들은 처음 성서비스를 하며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일종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성서비스는 사회적 인

정과 정반대에 위치하는 대표적인 금기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회규범은 사회

적 인정과 금기에 대한 구분을 통해 작동한다. 가족, 학교, 직업 등 여러 생활

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의 과정은 사회규범을 체화시킨다. 사회규범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인정의 영역에서 삶의 궤적을 계획하고 그리며 살아가

도록 하는 내적 규율이 된다. 또 사회 구성원들은 이 과정에서 사회적 인정과 

금기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에 대한 감각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다마지오

(2003: 336)가 지적하는 것처럼, 사회적 기준을 어기는 것은 죄의식, 부끄러움, 

슬픔 등의 감정을 일으킨다.

따라서 구술자들이 성서비스를 하는 경험은 <그림 3>과 같이 지배적 규범에 

대한 위반이자 두 세계 사이에 놓여있는 경계를 뛰어넘는 경계 넘기가 된다. 무

엇보다도 우리사회에서 매춘을 비롯한 성서비스는 법을 위반하는 불법적 행위

이므로, 성서비스 일을 하는 결정은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감수하는 

것이다. 이는 내적으로 처벌로 의한 고통과 불이익을 수용하는 갈등의 과정과 

심리적 압박을 의미한다. 또 아무리 절박한 경제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

라도, 성서비스에 대한 낙인과 같은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선택을 하기

란 쉽지 않다. 그래서 직접적 처벌과 주변의 시선은 피할 수 있다고 해도 내적

인 갈등마저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구술자들이 처음 성서비스를 하는 과정에

서 직면한 두려움은 성서비스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상존하는 문제이다. 먼저, 4

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구술자들은 대부분 성서비스를 하면서 신변의 위험과 

함께 주변에 알려질 수 있다는 점에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성서비스를 

하면서 그 현장에 남성 성구매자들에 의한 폭력과 신변의 위험이 다양하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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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함을 겪었다. 그 위험은 우선 낯선 남성과 단 둘이 밀폐된 공간이 있게 되는 

상황 자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성서비스의 현장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과 단 둘이 놓이게 되는 경우 대부분 물리적 공포를 느끼게 되는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사회에서 남성에 의한 (성)폭력이 만연하기 때

문이다. 이런 사회에서, 성서비스는 옷을 벗고 여성이 신체적 무방비 상태에서 

성적 서비스라는 내밀한 행위를 하는 과정으로 재현되고 그래서 그 물리적 공

포는 배가된다. 

<그림 3> 구술자들의 생애와 경계 넘기

다른 한편, 이들이 처음 성서비스를 하며 직면하는 사회적 죽음에 대한 공포

는 그것이 금기의 행위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아래에서, 최가희는 ‘보통 일해 

본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성서비스에 대해 ‘어떤 공포심’을 갖고 있

다고 말했다. 그 공포 때문에, 여성들 대다수는 업소에 와서 ‘면접만 보고’ 실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포는 금기의 행위를 했을 때 처하

게 될 사회적 죽음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두 번째의 공포는 성서

비스를 그만둔 뒤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서비스를 하다가 그만둔 구

술자들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될까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까닭은 우리사회에 강력하게 존재하는 ‘매춘 여성’에 대한 낙인으로 

만약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받게 될 부정적 인식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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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일해 본 경험이 없는 여성들은 되게, 그 모종의 어떤 공포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면접만 보고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일을 시

작하고 나서도 일주일도 못 견디고 하루도, 하루 일해보고 가버린 사람도 

되게 많고, 그까 우리가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직을 하는 게 아

니라 그 분들이 어떻게든 우리를 붙잡으려고 해요. - 최가희

매춘을 비롯한 성서비스가 불러일으키는 공포와 두려움 자체는 그 금기의 영

역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는 이중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성서비스가 불러일으키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행하고 끔찍한 삶이라는 ‘매

춘 여성’에 대한 재현은 그 집단에 대한 낙인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그 장에 

가두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현실과 사회규범의 간극, 이중성은 사람들이 사람

들의 경계에 대한 인식을 균열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성서비스라는 경계에 

대한 인식과 감각은 그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와 경험을 통해서도 새롭게 구성

되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성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감각이 고정된 것

은 아니다. 현대사회 친밀성의 욕구 변동과 같이 사회의 변화와 함께, 성서비스

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끊임없이 변화한다. 

(2) ‘민간인' 대 '직업여성': 성구매 남성의 이중성

한편 성구매 남성들은 성서비스와 관련해 또 다른 경계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서비스 유형 가운데 애인대행이나 핸드플레이 업소를 찾

는 남성 구매자들은 성서비스를 하는 여성을 두 가지의 범주로 구분했다. 그들

은 특히 애인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을 ‘직업여성’과 ‘일반인’으로 구분해 

칭했다. 남성 성구매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일반인’ 여성을 만날 수 있다는 기

대를 가지고 기존의 성서비스 업소 대신에 애인대행 같은 인터넷 거래나 핸드

플레이 업소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구자가 애인대행 사이트를 통해 면접을 한 남성 구매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일반 여성’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로 그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했다. 남

성 성구매자 중 사례2는 애인대행 서비스를 4년째, 사례3과 사례4는 3년째 이

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매춘 업소와 달리 '풋풋함이 있는'(사례2) ‘자연스럽고’

(사례3), ‘직업여성’이 아닌(사례4) 만남을 기대해 애인대행을 하게 되었다고 했

다. 사례3은 ‘유흥문화에 질려버렸다’, ‘업소는 남자들은 한 두 번씩 가봐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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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를 잘 알고 있다’며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해, 사례4는 ‘직업여성이 아닌’ 

여성을 만날 수 있다는 호기심에 애인대행 사이트를 찾았다고 했다.

유흥문화에 질려버렸어요. 남자들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등 회사 다니면 

회식문화가 있어서 많이 가요. (시간당) 같은 3만원이지만 프로와 아마(추

어)의 차이예요. 유흥주점 여자들은 닳고 닳았어요. 웃고 술 따르고 식상해

요. (애인대행 사이트) **로 만나면 풋풋함이 있고 돈 써도 아깝지 않아요. 

사정이 있어서 학비 벌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명품이나 쌍꺼풀 수

술하려는 여자도 있고요. - 사례2

(연구자: 애인대행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연스러운 걸 찾는 거

죠. 왜 그런 생각하잖아요, 거리를 다니는 여자 중 마음에 들면 한번 해보

고 싶다 뭐……. 그래서 아마추어를 찾는 것 같아요. 업소는 남자들은 한 

두 번씩 가봐서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 남성 성구매자 사례3

(연구자: 처음 이용한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3년 전이고, 그냥 호

기심이었죠. 진짜 (일반여성이) 만나지나? 아니면 여자가 직업여성이 아닌

가? 처음엔 호기심으로 해서 처음에 ** 분을 만났는데 '건전'으로 만났죠. 

- 남성 성구매자 사례4

또 키스방이나 데이트방 같은 핸드플레이 업소를 찾는 남성 구매자들은 기존

의 성서비스 업소에서 일하는 '직업여성'이 아닌 여성을 만나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아래 최가희의 구술에서 볼 수 있듯, 핸드플레이 업소에서 만난 남성 

구매자들은 '민간인'이라는 말로 '이 쪽 일', 즉 기존에 성서비스 일을 하던 사람

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며 그 일을 해보지 않은 여성을 만나려는 기대를 나타냈

다. 어떤 남성 구매자는 그녀에게 '너는 되게 민간인처럼 생겼다'고 말했다. 최

가희의 지적처럼 민간인이라는 말은 대체로 '군인'과 달리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남성 구매자들은 핸드플레이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가

운데 매춘 경험을 갖지 않은 여성을 민간인으로 부르고 있었다. 남성 구매자들

의 이런 기대는 ‘뉴 페이스’(new face), 즉 그 업소에 새로 온 여성만을 찾는 

욕구로 드러나기도 했다. 

 얘는 민간인이고, 얘는 민간인이 아니다(미소) 뭐 이런 데서 일할 애들, 

(연구자: 민간인이 아닌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음~, 그냥 웃긴 게,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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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요. 이름이 없고, 밖에 있는 여성들은 민간인이에요. (웃음)근데 이 사

람들도 어디에서 일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인식적인 구분이 되게 심해

요~. 그까 밖에 있는 여성들은 무슨 성적인 경험도 없고~(웃음)되~게 순수

하고 막, 되게 남성을 모르고~ 이렇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 

최가희

근데 이 쪽 세계에서는 약간 좀, 제가 변태 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민간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가 무슨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민간인이잖아요, 사실(미소). 근데 그까, ‘너는 되게 민간인

처럼 생겼다’, 손님들이 그래요!(웃음). 그까 이 쪽 일을 해오던 사람과 아

닌 사람을 되게 철저하게 구분하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원해요. 손님

들이 오면 엔 에프(NF)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뉴 페이스라고 그래서, 엔 에

프라고 하는데, '어, 엔 에프 들어온 사람 있냐?' 이러면 사장이 ‘어, 오늘 

엔 에프 한명 왔다’ 이러면 그 사람, 엔 에프만 보고 가는 손님들 있어요. 

그 다음날 와서 또 엔 에프 들어왔냐고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요. - 최가희

최가희가 일한 핸드플레이 업소의 사장은 이런 남성들의 욕구를 파악해 업소

에서 일할 새로운 여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 보러 온 여성들에게 실제와 다르

게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가희가 인터넷에서 핸드플레이 업소의 구직 광고

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여자인 업소 사장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며 친

근하게 대했다. 

여기 지금 사장님이 여자거든요. 여자고, 예전에 이쪽 일을 하셨던 분이

에요. 했는데 돈을 모아서 이제 가게를 차렸는데, 막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

서 ‘처음에는 힘들 수 있다. 근데 사실 밖에 나가봐라. 이 정도 돈을 모을 

수 있는 곳은 없다. 돈이 당신을 견디게 해준다’ 이러면서(웃음), 자기가 이 

일을 4년을 했대요. ‘4년간 어떻게 견디었겠느냐? 돈이 그날그날 들어오는

데 밤에 집에 가면서 그걸 보면 힘이 난다’ 막 이러면서(웃음), 돈 얘길 하

면서 그냥, 꼬시는 거지 뭐, 하라고. [중략]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소프트

하게 얘기를 해요. 그니까 뭐, ‘남자친구 사귀어 보셨죠?’ 이러면서, ‘약간의 

스킨십 정도예요’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뭐 애인 사귀면 다 하는, 마일

드한 것들? 같이 팔짱 껴주고 뽀뽀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상 딱 들어가면 다르지. - 최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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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은은 키스방 관리자로 일하며 여성들을 직접 면접하고 채용하는 일도 담

당했는데, 일할 여성을 뽑는 기준에서 핸드플레이 업소는 다른 성서비스 업소와 

다르다고 구분해 말했다. 그녀는 키스방에서 일하는 여성은 '일반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졸업'생이기 때문에 단란주점 등 다른 업소와 달리 다양한 여성들을 

선정한다고 했다. 박하은은 핸드플레이 업소에서 '다양한 스타일을 뽑고' '면접 

보러 오는 애들을 거의 다 쓴다'고 말했다. 그것은 남성 구매자들의 욕구가 다

양하고 또 새로운 여성은 '뉴 페이스'를 찾는 남성 손님을 끄는 유인책이 되기 

때문이었다.

(연구자: 뽑는 기준이 뭐예요?) 일단은 (웃음기)업계에서 또 얘기하는 사

이즈라고 하는데~ 그냥~ 뭐 혐오감만 주지 않는 정도의~, 뭐 이렇게 엄청 

막~ 예쁘거나 그렇게 따질 형편이 안 돼요. 왜냐하면 키스방은 단란주점이

라든가 이런 애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냥 일반 대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고

등학교 졸업을 했다든가……. [중략] 간혹 가다가 엄청 예쁜 애들이 들어오

면 우리 쪽이야 바로 땡큐긴 한데~, 그냥 좀 평범하게 생긴 애들. 거의 그 

정도이고 너무 뚱뚱해도 안 되고 사실. 그런 건 있어요, 키 이런 제약은 없

는데~, 또 작은 애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큰 애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고루 다양한 스타일을 뽑으려고 하죠. 너무 획일화되면 좀 그러니까, 그래

서 작고 귀여운 애를 뽑았다면 그 다음에는 약간 좀 여성미가 쩔쩔 넘치는 

애를 뽑는다든가 이런 게 있죠. 근데 거의 면접 보러 오는 애들은 거의 다 

쓰려고 하니까! - 박하은

남성 성구매자들이 성서비스를 하는 여성을 직업여성과 민간인(일반인),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도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하나는 ‘정숙한 여성’과 ‘정숙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여성에 대한 오래된 구

분이자 낙인으로, 성경험을 가진 여성을 비난하는 창녀/성녀 이분법에 따른 것

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여성이 성서비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성인가 아닌

가하는 ‘아마추어’와 ‘프로’에 대한 구분인데, 다른 영역과 달리 ‘프로’보다 ‘아마

추어’에 더 많은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 그 이유 또한 창녀/성녀 이분법이 근원

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Sanders & O'neill & Pitcher(2011: 2)

가 지적하듯, 이 이분법은 '창녀'를 순수한 여성성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성녀

'(Madonna)라는 성스럽고 신성한 여성의 이미지와 대비시키며 형성되었다. 그

러나 ‘매춘 여성’은 부도덕하고 타락한 피해자이면서도 매혹과 욕망을 불러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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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대상으로도 여겨진다. 그래서 ‘매춘 여성’은 병적인 대상/경외하는 대상, 

위협적인 대상/치유해주는 대상이라는 이중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여성을 '창

녀'와 '성녀'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인식은 현실에 실재하는 여성들과는 무관함에

도 불구하고 모든 여성들을 규제하는 규범으로 작동하게 된다.

아래 최가희의 구술처럼, 남성 구매자의 이분법적 인식은 성서비스 여성의 인

권을 배려하는 대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구실로

도 작용했다. 최가희는 남성 구매자의 이분법적 인식으로 인해 업소 '밖에 나오

면 우리도 민간인'인데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그녀는 남성 구매자들이 '니네는 민간인이 아니니까'라는 이유로 '기

계'처럼 대하고 인권을 지키지 않은 채 폭력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런 남성 구매자의 이분법적 인식은 성서비스 여성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태도

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밖에 나오면 우리도 민간인이거든. 그럼 우리는 뭔가? 우리는 어디 있는 

건가? 막 이런~ 정체성 혼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도 막 진짜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누워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막, 되게 사람에 치이고 

있고, 하기 싫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고 이거를 아~는 척을 해줬으면 좋겠

는데~, 모두가 그냥 '니네는 민간인이 아니니까, 막 니네는 뭐 기계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문득 문득 되게 좀 역겨워요. - 

최가희

 

막 그런 질문을 자주 해요, 손님들이. ‘너 남자친구 있냐?’ 보통은 그냥 

없다고 하거든요. 귀찮으니까 없다고 하는데, ‘하긴, 있으면 안 되지!’ 에이 

씨 그 얘기(웃음), [중략] 아  그니까 민간인이고 우린 민간인도 아닌데, 우

리마저도 어느 정도의, 우리한테도 정절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마저

도. 그까 여성들은 되게, 기본적으로 수절해야 되는 존재라는 그 기본 베이

스가 있어요. 그니까, 그런, 좀 침묵해줬으면 좋겠어요(웃음). 우리한테 밖

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 쟤네들은 되게 순수해. 남

자들이랑 자본 적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저, 우리한테는 되게 

폭력적인 거야. - 최가희

또 고미자는 룸살롱에서 일하며 자기의 코딱지를 파서 그것을 먹이려고 했던 

진상 고객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아직도 모멸감

과 분노를 느껴 그 남자 고객에게 당한 일을 입에 담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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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남성 고객의 행동은 ‘매춘 여성’에 대한 혐오 감정에 기반을 둔, 모욕

감을 주는 폭력적 행위이다.

근데 이런 일 할 때는 손님들 대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상이 

오고 할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번은요. 아 진짜 나 말하기 진짜 너

무너무 창피한데요. 어…… 그…… 코 파가지고요. 나보고 먹으래요. 그래

요 너무 너무나 아… [연구자: 농담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고 나 농담인줄 

알고 웃었는데요.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난 하는 건 줄 아냐

고.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고 나 그런 짓 안한다고. 그래서 내 손 갖다 코

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코에다. 내 입으로 집어넣을라 그러고 안주 

갖다가 여기다 막 그냥 너무너무 네, 음…… - 고미자

남성 구매자들은 이 이분법적 인식으로 인해 스스로도 현실에서 모순에 부딪

히고 있었다. 이들은 이 구분이 ‘매춘 여성’에 대한 환상이자 잘못된 통념임에

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기 내적인 모

순에 처했다. 하지만 이들도 애인대행 사이트를 꾸준히 이용하고 성서비스를 구

매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인식이 유효하지 않으며 모순적이라는 점을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친밀성의 욕구: ‘진짜’와 ‘제한된 진정성’

남성 구매자들이 기존 성서비스 업소와 달리 애인대행이나 핸드플레이 업소

를 이용하며 '일반여성' 또는 '진짜'를 찾으려는 욕구는 현대사회에서 성구매를 

하는 남성들의 욕구 변화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아래에서 사례4는 애인대행을 

이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새로운 걸(girl)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거의 중독

되어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러나 그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면접 당시에 

‘지금은 여자들도 닳고 닳았다’고 했다. 그는 ‘전에는 대답 같은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연애편지 쓰듯이’ 대화가 오고갔다고 회상했다. 

아유, 중독되었죠. 제가, 이 사이트에 나도 모르게 접속이 되었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중략] 새로운 걸(girl)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니까 진

짜 돈만 주면 어떤 누구든 만날 수 있다,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

까 그게 어……. 초반에는 뭐 업무도 등한시할 정도로 중독이 되더라고요. 

게임 중독되듯이. 굳이 꼭 안 만나더라도 거기서 채팅으로 하면 막,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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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문자만, 여자들도 닳을 대로 닳았다고 할까, 할 것만 하고 딱 하는데, 

전에는 물어보면 대답 같은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거든요. 뭐 이렇게 연애

편지 쓰듯이……. 그런 쪽지가 오고가면서 그리고 뭐 야한 얘기를 하더라도 

잘 받아주고……. 막 그런 거. 예. - 남성 구매자 사례4

사례4는 처음 '건전' 애인대행으로 만난 여성을 네 차례까지 만나면서 '애인대

행과 연애감정 사이'를 오간 경험이 있었다. 사례4는 그 여성을 만나러 가는 동

안 '설레고' '데이트와 같은 기대감'을 느꼈지만, 세 시간 정도의 만남이 끝나고 

'돈을 지불할 순간이 되면' 애인대행이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했다. 또 그는 면

접 직전까지도 한 여성을 애인대행을 통해 알게 되어 한 달에 1~2회 정도로 3

년 동안 꾸준히 만나왔는데, 그 만남에 대해서도 '나는 사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씁쓸하게 말했다. 

네 번까지 만났죠. 설레고, 가는 동안에 어떤 기대감……. 어, 그, 막 데

이트하는 중에 스킨십, 자연스런 스킨십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마다 굉장

히 흥분되더라고요. [중략] 대행과 연애감정 사이? 그 사람의 어떤……. 만

약에 돈을 지불할 순간이 되면 ‘아 이게 대행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

라고요. ‘현실이구나!’ 근데 끝나고 나서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는 모르고 막 즐겁게 지내다가 헤어질 때 ‘돈을 줘야 되는구나!’ 내가 

돈 주기가 쭈뼛해지고 연애의 감정? 그런, 돈 줄 때의 감정이 복잡, 미묘하

더라고요. - 남성 구매자 사례4

또 박성철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로 성구매를 

하다가 우연히 ‘재력 있는 여성’을 만나 성서비스를 하게 된 뒤에 비정기적으로 

성서비스를 하게 된 남성이었다. 그는 인터넷 거래를 하는 여성을 ‘직업여성’(전

문여성)과 '일반여성' 또는 ‘가짜'와 '진짜'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는 매춘을 비롯

한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직업여성’(전문여성)이라고 불

렀다. 이 때, 직업여성은 ‘감정이 없는’ 여성을 의미했으며, 그래서 ‘감정’, 즉 진

정성이 있는 일반여성을 만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 직업여성이랑 한다는 거가, 돈 주고 하는 게 어

떻게 보면 아깝잖아요? 뭐, 감정이 없으니까.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면, 그

게 초반에는 진짜 일반여성들이 많았었어요. - 박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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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그 사이트에 채팅을 하다보면은, 여자분 대부분들이 이제 직업여

성, 일반여성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직업여성인데. [중략] 그렇게 막 전

문적으로 찾고 그러진 않고. 가끔 뭐 얘기하다 보면은 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근데, 거의 한 90프로는 전문적인 여성이라고 보면 되

요, 거기 있는 분들은. [중략] 근데 옛날에는 진짜 일반인들도 많고, 일반

인들이 육 대 사 비율? 전문적인 분이 육? 일반인이 사 정도 되는데, 요새

는 거~의 한 구 대 일? 팔 대 이? - 박성철

박성철의 구술은 남성 성구매자들이 애인대행 같은 서비스를 통해 ‘진짜 감

정’, 즉 친밀성의 욕구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기존의 성서비스 거래

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것은 기존에 애인이나 부부 등 친밀한 관계 안에서 추구

하던 친밀성에 대한 욕구가 그 관계를 넘어 돈을 매개로 한 일시적인 성서비스 

거래에서 작동하게 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번스타인(2007a: 473-474)이 지

적한 것처럼, 친밀성의 욕구 변동은 성구매자들의 성적 욕구와 관행을 변화시키

며, 즉각적 성욕 해소뿐 아니라 감정적 만족을 '제한된 진정성'(bounded 

authenticity) 같은 친밀성과 관련된 감정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

라, 성서비스 거래는 성구매 고객과 성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협의한 조건과 형

태로 ‘진짜’같은 '여자친구' 역할을 제공하는 ‘애인대행’ 같은 성서비스 형태가 

확장되고 있다. 남성 성구매자들이 ‘진짜 감정’을 제공하는 ‘일반여성’을 만나려

는 기대는 애인대행 같은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되며 개별적으로 성서비스를 판

매하는 여성이 늘어난 현상과도 맞물린다. 이 점에서, 인터넷의 애인대행 성서

비스는 후기근대 사회의 특징인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의미 변화와 성서비스 거

래의 확대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성서비스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수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수위가 중

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의 애인이 된 것처럼 해주면 손님들이 올 

수밖에 없다. 감정적인 걸 더 많이 원한다’ 이런 식으로. - 최가희

업주들이 모-든 ** 사이트를 다 모니터링을 해요. 그냥 뭐, 진짜 애인 같

고 뭐, 되게 친절하고, 뭐 그리고 이런 이런 얘기가 올라오면 반응이 되게 

폭발적인데, ‘이런 데서 일하는 아가씨 같지 않습니다.’ 이게 올라오면은 폭

발적이에요. ‘아, 민간인 필이 납니다.’(웃음) 응, 뭐 막, ‘그냥 청바지에 흰 

티 입고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그런 느낌?’ 올라와요. - 최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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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진짜 업소 가나, 거기서 만나나 똑같은 분들도 있고, 또 아

닌 분들도 있고. 근데 처음, 이 사이트에서 만난 분은 틀리더라고요. 업소

랑,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감정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중략] 근데 여

기서는 사이트는,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뭐 얘기도 하고 뭐, 밥 

먹고 들어갈 때도 있고, 만나서 바로 들어갈 때도 있고. 들어가서부터 얘기

하고 뭐 하고 같이 하니까, 아무래도 좀 낫죠. 그런 거가 차이가, 그리고 

좀 감정적으로 좀 뭐가 틀린, 여자 분들도 전문적인 분들은 감정이 없는데, 

아무래도 가정주부 같은 분들은 저랑 생각이 똑같은 거 같애요. - 박성철

위 최가희와 박성철의 구술은 우리사회에서 친밀성의 구조 변동과 함께 확대

된 성서비스 경제에서 감정노동에 대한 요구와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 구매자들이 원하는 ‘진짜’(감정)에 대한 기대는 성서비스 여성의 입장에서

는 ‘제한된 진정성’ 형태의 추가적인 감정노동을 의미하게 된다. 보리스와 파레

냐스(Boris & Parreῆas, 2010: 6)가 지적한 것처럼, 친밀성 노동은 감정 노동

을 수반한다. 친밀성의 상품화는 고객 사이에 특별함의 고조된 감정으로 즐거움

과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야 하므로 감정노동을 더 많이 요구한다. 혹실드는 고

객에게 특정한 감정을 유도하기 위해 감정을 전시하는 면대면 노동을 감정노동

으로 지칭하며, 감정노동은 노동자가 가장을 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감정적 불화를 초래해 고통을 겪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친밀

성 노동은 애인 같은 다정함과 감정을 가장해야 하므로 때로는 ‘짜증이 나는’ 

매우 힘든 일(김현주)이며, 또 상대방에 대한 요구에 잘 응대하기 위한 ‘몰두’의 

과정이자 ‘애인의 역할을 연기’하는 일(노경아)이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애인대행과 핸드플레이 업소를 찾는 성구매 남성들이 갖고 

있는 친밀성에 대한 욕구는 성과 사랑, 친밀한 관계 등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배

적 규범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존에 성서비스의 거래나 친밀한 

관계와 관련된 규범과 인식을 흐리거나 바꾸며 새로운 경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2. 전복의 전략

경계란 이쪽과 저쪽의 사이라는 뜻이고, 이쪽과 저쪽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

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향을 두고 호미 바바(2002: 130)는 양가성 또

는 모호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문화가 혼성되는 경계에서는 이쪽과 저쪽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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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움직임보다는 그 틈새 속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는 점을 중요하

게 본다. 그래서 호미 바바는 사이에 낀 공간을 차지하는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에 논의를 집중시킨다. 이 때, 자본주의나 계급과 같은 대서사는 여

성, 인종, 난민, 이민자들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없다(호미 바바, 2002: 35). 

함한희(2010: 44-48)가 지적하듯, 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존재의 긴장과 혼란

을 경험하게 되며, 그 경험은 여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문화적인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호미 바바(2002: 138)는 이러한 상태를 두고 전복의 전략

이라고 표현했고, 전복의 전략은 소수자들이 처한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발생한

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한다. 경계는 타자화된 공간이지만, 주체들의 실천행위

가 구현되는 곳이다. 경계에는 위기의 순간만이 드리워져 있어서 예측할 수 없

는 변화 또는 소멸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경계에 선 여성들은 종래의 문화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으며, 이러한 초월성이 경계에 선 여성들의 특유한 

문화적 실천이었다. 다시 말해서 위기가 경계를 전면적으로 덮고 있지만, 그 틈

새에서는 창조의 공간/상태도 나타난다. 경계는 타자화된 공간/상태이면서 여성

주체들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문화와 역사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상

태이기도 하다. 경계에 선 여성이 자신을 제압하던 이데올로기나 권위로부터 벗

어나려는 인식과 행동은 위기를 목전에 둔 여성들이 발휘한 특유한 문화적 실

천이었다는 분석은, 가족의 위기와 모순적인 직업 세계에서 성서비스라는 경계 

넘기를 하는 구술자들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구술자들은 성서비스라는 범법행위이자 일탈 행위로 규정해온 사회정책과 지

배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서 돈을 번다. 이들은 성의 상품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성을 자원화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수용하며 성서비

스를 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과정에서 '범법행위'와 자신의 생계활동 사이에서 

불일치와 모순을 겪는다. 동시에, 이들은 그 과정에서 성서비스 노동을 선택하

게 된 자신의 조건과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적으로는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 있었다. 구술자들은 이 과정에서 성, 사랑, 

도덕 등 그 일과 관련된 관념과 의미에 대해 내적인 갈등과 협상을 거쳐 부분

적인 재구성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밀성의 욕구 변동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계의 변경은 성과 사랑, 도덕, 

노동 등 여러 가지 관련된 관념과 협상하는 과정을 동반함을 보여준다. 주류 노

동과 성서비스, 불법과 합법- 즉 성서비스 행위의 기준 등 경계와 의미를 재설

정하여, 성서비스를 하며 돈을 버는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자 한

다. 이 과정은 자신의 행위를 설명해줄 수 있는 인식의 틀, 언어 찾기의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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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 그리고 이 여정은 노동, 성, 사랑 등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통념과 

다른 관념과 의미를 만드는 과정이자 문화적 실천이기다. 또한 구술자들이 내적

으로 성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재해석하거나 또 자신의 행위를 다른 ‘일

탈’과 구분 짓거나, 때로는 사회 규범과 다른 경계를 재설정해내는 과정이 되기

도 한다. 

1) 노동 관념 비틀기

먼저, 구술자들은 자신의 직업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에 대한 관념을 사회적 

통념과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내적으로 갈등하

고 협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류에서 인정되는 

직업과 불법화된 성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매우 다른 영역으로 인식되며 그 경계

는 중요한 차이를 낳는다. 주류의 직업은 ‘사회적 인정’의 대상이지만 성서비스

는 지탄을 받는 ‘사회적 죽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차이는 그들이 직면한 현

실적 ‘필요’에 의해 의미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들 앞에는 일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직업 세계를 향한 문이 닫혀있는 대신에, 성을 자원으로 삼

는 성서비스 노동의 길이 열려 있었다. 그 길을 걸어야 했던 당사자에게 그 경

계는 의미를 상실하였다. 동시에, 주류 직업 세계의 부정의함에 대한 분노와 냉

소, 그리고 자신이 하는 행위-성서비스 노동에 대한 ‘받아들임’과 정당화의 이

야기들이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1) 주류 노동, 더 나을 게 없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술자들은 직업 경험에서 주류 고용시장의 일은 

성서비스보다 나을 게 없는 ‘고되고 비윤리적인 노동 세계’로 경험되었다. 구술

자들은 그때그때 가능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

해 오래 버틸 수가 없었으며, 애초 협의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

다했다. 기본적으로 그 일들은 대부분 긴 시간 일해야 간신히 생계를 해결하는 

최저 시급의 임금이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했지만 몸이 못 견디

고 돈을 너무 조금 주어”(정난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직원’과 ‘알바’가 

구분되는 노동 위계의 하단에서 심한 감정노동을 견디어야 했으며(정난아), 애

초 협의한 알바 비용을 받지 못하며 ‘착취당했으며’ 그런 점에서 ‘그 세계야말

로 비윤리적 세계’(조화영)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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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판에서 착취당하는 거 정말, 저는 그 세계가 정말 비윤리적 세계라고 

생각하고 영화 노조에도 가입되어 있고요, 그걸 같이 하면서 씨에프 스텝으

로 또 아트팀 스텝으로 일했는데, 4일 빡씨게 정말 하루에 정말 열두 시간 

열네 시간 이렇게 일하고 그렇게 4일을 일하고. 그렇게 일하고 23만원을 

받았, 원래 25만원이어야 하는데 23만원밖에, 그걸 또 뜯은 거예요. 23만

원을 받고 4일 동안~ 21만원이었나? 암튼 돈을 또 애초에 얘기했던 것보

다 또 적게 주는 거예요.  - 조화영

정난아는 학원에서 보조 강사를 하면서 ‘평생 꿈’이었던 학원 강사를 포기하

게 되었다. 그녀는 학원 강사는 사회적인 신분이 보장되는 학교 교사와 달리 좀 

더 치열하게 학문을 하며 살아가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학원 

강사 일은 노동환경이 좋지 않고 수업시간에 따라 월급이 책정되어 ‘되게 일을 

많이 해야’ 하고 매월 말이면 등록률로 ‘학원 원장’에게 ‘쪼이고’ 학부모의 거센 

전화에도 응대해야 하는, ‘보람도 없고 돈도 안 되는 피곤한 일’이었다. 

학원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일하는 컨디션이. 그래서, 그것도 금방 안 

했지. [중략] 여기는, 수업타임으로 잡으니까. 강의 얼마나 까느냐로 잡으

니까. 되게 일을 많이 했었어요, 일을 엄청 했었어요. [중략] 피곤하지~ 일

은 또 일대로 안 되지~ 막 이러니까 별로라서……. [중략] 돈도 안 되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일이 너무 별로여 버리니까 내가 생각했던 

보람도 없어~~ 맨날 학원 원장한테 xx, 월말만 되면 다음 달 등록률 때문

에 맨날 쪼여~ 학부모들 전화해서 지랄하는 거 받아줘야, 아우 사실 그런 

거……. - 정난아

또 박하은은 핸드폰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할당된 실적을 채우려고 처음 

본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거절당하는 게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영업

직 일을 ‘최악의 일자리’라며 ‘다시는 하기 싫은 일’이라고 꼽았는데, ‘상사’의 

압박과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이다. 또 현진이는 룸살롱을 

그만둔 직후에 건강보조식품 방문판매를 하다가 불과 두 달 만에 그만두었다. 

사람들의 ‘푸대접과 무시’가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현진이는 대학교 때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습센터

에 주 5일 출근해서 ‘학습코치’ 일을 했다. 그녀는 그 일을 8개월 정도 하다가 

학원 관리자와 갈등을 겪고 거의 해고되듯 그만두었다. 그녀는 그 일이 출퇴근

을 하고 학생들을 대하는 게 힘들었으며 ‘애들을 상대로 돈을 번다는 게 싫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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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녀는 교육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사교육의 현장을 비판적으로 인식했

다. 이런 인식은 최가희가 여러 학원을 옮겨 다니며 학원강사를 한 경험을 돌아

보며, 학원강사는 ‘학부모와 학생들 앞에서’ 약을 파는 ‘약장수’, ‘영업직’이라고 

말한 것과도 상통한다.

학원 같은 데, 그 공부방이라고 있어요, 학습센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애들이 공부하러 오면 코치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지도해

주고 애들 관리하고 하는 거……. [중략] 일을 할 때는 그냥~ 힘들었어요, 

갑갑하고. (연구자: 뭐가 힘들었어요?) 그냥 매일 출퇴근 하는 것도 힘들고, 

애들 대해야 하는데 애들 대하는 것도 힘들고……. [중략]  그러고, 일단 

애들을 상대로 돈을 번다는 점도 싫더라고요, 저는. 뭔가~ (연구자: 애들 

그래도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싫었어요. 뭔가 이런……. 

애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중략] 뭔가 저는 교

육 이런 거는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연구

자: 적성에 안 맞아져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교육을 하면서 돈을 

받는다? 저는 솔직히 저는~ 성노동 이게 노동이냐 그러잖아요? 저는 상담

이나 저는 솔직히 이런 게 노동이냐고 묻고 싶어요(웃음). 얘기 들어주고 

고민 들어주며 돈 받는 게 되게 그렇게 떳떳한 노동인지~(웃음). - 현진이

한편, 구술자들의 노동 관념에 대한 균열은 시급이 센 유흥업소 알바를 경험

하며 더욱 확대되었다. 표면상으로 ‘바 전용 알바’ 같이 인허된 유흥업소에서 

불법 행위인 성서비스 거래는 없는 것처럼 이야기된다. 하지만 이는 단지 규범

에 지나지 않았으며, 현실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매춘을 비롯해 다양한 성서비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은 그 업종에서 일하며 다양한 성서비스를 강요

받았다. 노경아는 일식음식점에서 ‘서브’ 일을 할 때 서울에서 유흥문화가 활발

한 지역으로 업소를 옮기게 되면서 ‘술 접대’ 성격의 일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 일을 하며 ‘술 접대부나 다를 바’ 없데도 일은 힘들고 돈은 적게 벌기 때문

에, “차라리 술집 나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제가 일식집을 관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요리하는 것도 관심이 있고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 좋아요. 그래서 일식집 처음 1년 동안 너무너무~ 재

밌었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일 자체가. 요리도 좋아하고 사

람 상대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런 직업이 너무 좋고, 내가 또 막 술을 안 

먹어도 사글사글하게 하고 손님한테 음식 갖다주며 설명하고 생글생글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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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러니까 팁도 막 들어오고, 아 이 직업 참 괜찮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

런데 ** 쪽으로 딱 옮기면서부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긴 술집종업원이

나 마찬가지인데다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전문적인, 일식서브도 전문

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 쪽으로 옮기면서 공부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중략] 근데 강남 가면서부터는 돈도 뭐고 간에 일단 이거 술접

대부지 뭔가? 이러려면 차라리 술집 다니는 게 낫겠다, 어 돈도 더 많이 벌

고 일을 그만큼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아침 열시부터 열한시까지 일해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술집 나가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런 생각을 하게 됐죠. - 노경아

또 이들은 유흥서비스업에서 일하며 성서비스가 다양하게 거래되는 현실을 

직면하는 한편, 그 일을 하는 여성을 ‘술 접대부’(노경아), ‘술 파는 년, 술집 여

자’(인정은)로, 낙인을 가진 직업으로 보는 시각이 만연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

다. 그래서 ‘일식집 서브’와 같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직업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숨긴다고 말했다. 아래 구술에서 볼 수 있듯, 노경아는 

나이가 많은 고객일수록 일식집에서 일하는 여성을 ‘술집 접대부 취급’하는 관

행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해도 그 일을 말하지 못 한다”고 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화가 관행이 되다보니까 손님부터가 일식집

에 일하는 아가씨들을 술집종업원 취급을 하세요. 옛날부터 뭐? 뭐라더라, 

하꼬비라고 그래가지고, (연구자: 하꼬비?) 예, 요즘은 일식집이 워낙 호화

찬란하지만 옛날엔 요만한 방에 이렇게, 그런 걸 하꼬방이라고 하잖아요? 

하꼬비라고 해서 약간 술집접대부 취급을 하세요 특히 나이드신 분들은 더 

그러시고요. 그렇게 취급을 하세요. - 노경아

일식할 때도 그랬어요, 나만 당당해도 사람이 나를 하꼬비 취급하니까, 

어디 가서 일식 서빙한다 말을 못해요. 특히 어른들은요. - 노경아

한편 구술자들의 직업이야기는 노동 관념의 불합리함, 낮은 위계의 노동이나 

힘든 노동에 대해 부정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비춰준다. 

은예림은 대학에 입학한 뒤부터 줄곧 우유배달과 신문배달을 해왔다. 또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애인대행을 하다가 그만두고 청소대행

을 계속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법적인 애인대행 뿐 아니라, 청소대행이

나 우유‧신문배달에 대해서도 학교 친구나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못하였다.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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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커피 서빙’ 정도는 괜찮지만 우유, 신문 배달이나 청소대행 같은 일

은 ‘천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회의 양극화 현상과 관련

되어 나타나는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에 대한 낙인이 커지고 기존의 통념적 

노동 관념이 균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고된 노동을 해

야 하는 삶 자체, 즉 빈곤과 연결되는 삶에 대한 낙인이 강화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청소대행에 대해 천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남의 일에 대해서, 

제가 우유, 신문 (배달)하는 것도 되게 천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신문, 우유 

하는 것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중략] 우리 친구들은 그냥 우리 엄마가, 나 

되게 예뻐해주면서 당당하게 학교 다니는 그런 애로 알고 있지, 신문 우유 

(배달)한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너 왜 그런 거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대학원씩이나 다니면서 왜?’ [중략] 좀 착실한 애들은 커피숍 아

르바이트, 술집 아르바이트 이런 거 하고. - 은예림 

구술자들의 직업이야기는 기존에 ‘노동’ 관념에 통념적으로 부여되어온 ‘신성

함’이나 ‘자아실현’, ‘성취’, ‘보람’, ‘공정한 대가’ 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대신

에, 이들은 자신이 해온 수많은 ‘알바’ 경험이 얼마나 고되고 모멸스러운 일이

었는지, 또 그 세계가 알바를 한 뒤 그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얼마나 ‘비윤

리적 세계’인지를 이야기했다. 구술자들은 직업 경험을 통해 노동에 긍정적 의

미와 가치를 부여해왔던 통념적 인식과 충돌하며 갈등하였다. 이들이 구술하는 

직업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고된 일을 해도 그만한 대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고용시장의 부정의함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볼 수 있다. 누스바움

(2015)의 지적처럼, 실업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낮은 위계에 있는 저

임금의 열악한 노동 형태들은 현대사회에서 낙인의 대상이 된다. 또 설령 직접 

낙인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격을 떨어뜨리는 비인간적 대우를 받을 수 있

다. 이런 직업에 따라다니는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노동자가 인간 

존엄성을 지닌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축소시킨다. 그래서 인간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어느 사회든 품위 있는 사회가 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

야 하는 사안이다. 

(2) 공정한 거래에 대한 감각

아래 노경아의 구술은 불법적인 행위인 성서비스일지라도 ‘자기가 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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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는 게 정당하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그녀는 애인대행 또한 서비스직의 

하나로 ‘내가 하는 만큼 받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겁은 났지만 거

부감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일식집에서 일할 때 ‘한 잔 먹을 때마다 만원

씩 주었던 고객’을 예로 들며, “사람 마음을 갖고 노는 손님이 더 진상”이라고 

말했다. 

손님 마음에 따라서인데, 예를 들어서 브이아이피 같은 경우면 그 손님 

나한테 팁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나를 그 방에 붙여줘야 하

는 거고, 진상이니까(웃음), 그렇지 않고 손님이 그냥 저한테 계~속, 이게 

더 진상이에요, 사람 마음을 갖고 노는 거죠. 한잔 먹을 때마다 만원씩 주

시는 분 있어요. 한잔 먹어, 그니까 그게 더 정말 치사하고 사람이 못 나가

게끔 사람이 마음을 자꾸 조종을 하는 거죠. 한 잔 먹을 때마다 한잔 먹을 

때마다 그니까 내가 스무 잔을 먹으면 이십 만원 버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사람을 놀리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니면 먹고 취기가 오르면, ‘미안해. 짓궂

게 해서 미안해’ 하면서 한 오만 원 정도 챙겨주시는 분 있고요, 어떨 때는 

호기 있게 ‘그냥 놀자고 불렀어. 오늘 좀 잘 해줘. 오늘 접대해야 하니까 

이 손님한테 잘 해줘. 경아가 잘 해줘’ 하면서 십만 원 주시는 분이 있고

요, 각기 나름이지만 결국엔 옆에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중략] (애인대행

할 때) 처음엔 겁은 나지만 거부감은 없었어요. 거부감은 없었던 게 내가 

하는 만큼 받는 거다 생각을 했으니까. - 노경아

이 (애인)대행이라는 것도,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자리

가 바뀌고 스타일은 바뀌었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잘 해주냐에 따

라서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 노경

아

노경아는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너무 억울해서 

울었던 경험을 말했다. 그녀는 일식집에서 일하며 70대 할아버지 손님에게 접

대를 하는 과정에서 ‘뽀뽀’ 등 스킨십을 하고 팁으로 40만원을 받은 적이 있었

다. 하지만 직원들이 받은 팁을 모두 모아 똑같이 나누는 ‘공동 티씨’가 그 일

식집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 그 돈을 나눠가져야 했다. 그녀는 자

신이 힘들게 성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다른 직원들과 나눠야 하는 게 

억울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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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성적인 접촉은 안 하죠 대신. 내가 옆에서 술을 따라도, (연구자: 스

킨쉽은 안해요?) 뭐 손 만지거나, 기모노를 입고 있으니까 무릎 꿇고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손님이 술 드신 경우는 무릎 정도를 더듬는 

경우는 있으세요. 손을 잡는다거나 무릎을 만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으세

요. 그 정도는 있는데 뭐 키스를 한다거나 가슴을 만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제일 심했던 경우는 뽀뽀를 하신 손님이셨는데, 그 분은 그렇게 하

게끔 가게에서 방치를 했어요. 저 손님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 대신 제가 

팁을 사십만 원을 받았어요. 집에 올 때 울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팁 사십만 원이, 모든 일식집이 팁이 공동 티씨예요. 그 날 모든 아가씨들

이 번 돈 싹 모아서, 싹 나눠요 여덟 명이면 팔분의 일로. 내가 사십만 원

을 벌어도 집에 갈 때는 오만원만 들고 갈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만원을 벌

어도 집에 갈 때 십만 원을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그 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 사십만 원 벌면 뭐해, 칠십 먹은 할아버지가 뽀뽀 하는

데. 아,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웃음). 근데 밖에서는 지배인들하고 다른 아

가씨가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걸 아니깐요. - 노경아

그런데 노경아가 겪은 상황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이자 착취로 성 상품화 현상의 결과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설

명으로는 성서비스 일을 하며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는 불충분할 

뿐 아니라 외재적 설명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이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시각은 성서비스가 일어나는 현장 밖에서 바라보는 외부자적 시선으로, 당사자

들이 삶을 지속하며 변화를 모색하는 데 아무런 실재적 도구를 제공하지 못하

는, 공허한 이론일 뿐이다. 이들은 성서비스 거래가 일어나는 장(場)에서 경제활

동을 하므로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공정한 보상체계의 문제가 중요

하게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노경아의 억울함에는 나이 많은 남성 손님

에게 원치 않는 스킨십을 제공했다는 점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더 직접적인 까

닭은 자신이 그것을 감수하며 수고해 번 돈을 다른 직원과 나누어야 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 감정은 자신이 해온 서비스직에 대해 ‘일한 

만큼 받는 것’이라는 그녀의 소신, 즉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공

정함’과 정의에 대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또 노경아는 현재 애인대행 서비스 비용에 대해 결코 많은 게 아니라고 말했

다. 그녀는 그 일이 ‘성병, 위험, 신체적 위험’ 같은 걸 감당해야 하는 데다 “내

가 모든 감정을 참아야 하고 몸을 부딪치는”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생

판 모르는 사람과 세 시간 동안 얘기하거나 비건”의 성서비스를 한 뒤 집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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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완전 녹초가 되어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성매매가 법적으로

나 도덕적으로 걸릴 게 없다고 해도 내 몸이 아까워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내

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성매매 비용이 거의 다 15만원”인데 그건 결코 

비싼 게 아니라며 그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모르는 사람에게 만지게 하는 게 

싫다”고 말했다. 그녀는 일식집 ‘서브’로 일한 경험을 비교하며 그게 술을 많이 

먹어야 하는 ‘간이 상하는’ 일이라면, 애인대행 같은 성서비스는 ‘자존심 상하

는’ 일이라고 말했다. 

성적 접촉에서 조금 더 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임신이나 성병의 위

험? 이런 것도 있고, 또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신체적 위험을 좀 느껴요. 그런 게 틀린 거 같아요. [중략] 일단 내

가 모든 감정과 이런 걸 다 참아야 하잖아. 그죠? 몸을 부딪치잖아 또~. 근

데 그게 비싸다고요? 절대로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와이프한테 15만원 주

면서 해달라고 얘기하라고 해. 전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에 

가면 얼마나 녹초가 되는 줄 아세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세 시간 동안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비(건전 애인대행)까지 했다 치면 집에 가면 완전히 

녹초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 노경아

만일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 몸이 아까워

요. 내 몸이. 모르는 사람이 날 만지는 게 싫은 거지. [중략] 예컨대 그 성

매매라는 게 거의 다 15만원이래! 그럼 사람이 고민을 하게 된다니까요. '

술 한, 두 번 먹으면 없어질 돈 때문에 내가 이래야 돼?' 그까 내 몸이 아

까운 거지! [중략] (일식집에서) 간 상하는 거 하고 애인대행에서) 자존심 

상하는 거 하고, 둘 중의 하나지(웃음). - 노경아

고미자는 남자 고객 중에 사귀자는 사람이 있었지만 손님을 사귀는 것 자체

도 싫고, 또 “사귀면 (이차에 대해) 돈을 안 주니까” 싫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

명’이라 불리는 단골 고객인 사람에게 외로워서 마음을 열고 믿었지만 결국 이

용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돈을 내지 않고 (섹스를) 하려고 하거나 돈을 

다음에 준다면서 결국 주지 않아” 배신감을 느끼고 참을 수 없어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좀 그런 거 있죠, 차라리 사귀자 우리, 난 싫죠. 사귀면 돈 안주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손님으로 오는 건데 여기서 만



- 252 -

났는데 이런 사람이랑 사귀는 자체도 싫구요. 그 사람이 룸에서 룸에 오는 

남자는 싫어요 저는. - 고미자

지명 있는데요. 음…… 제가 지명을…… [중략] 이 오빠 너무너무 착하다 

이렇게. 외로워서 제가 마음을 열어줬어요. 근데 믿은 거거든요 그냥? 근데 

오히려 나만 이용하구요. 돈 안내고 그냥 할라 그러고. 내가 돈 담에 줄게 

담에 줄게 하면서 안줬어요. [중략] 그래도요 그 사람이랑 문자랑 잡다하게 

너무나 내가 좋아서 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나보다 나이가 

더 많고 그랬는데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고 간 게 처음에는 진짜 많이 울었

어요. 참을 수가 없고 너무나 그냥 미쳐버릴라 그랬어요 그냥. [중략] 그렇

게 하고 간 게 배신감 느껴요. - 고미자 

고미자는 자신이 하는 일이 경찰단속으로 처벌될 수 있어 무섭다며, 자신의 

“욕심이겠지만 (그 일로) 몸 버리고 벌금까지 내는 것도 싫다”고 말했다. 그녀

의 이야기는 매춘으로 인한 법적 처벌의 두려움뿐 아니라, 그 일을 하며 여러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상황에서 벌금까지 내야 하는 게 부당하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무섭죠 저. 무서워요. 걸리까봐. 유부남이랑 있어도 빨리빨리 끝나고 빨

리빨리 나가고 싶고요. [중략] 솔직히 말하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싫어요. 나 진짜 걸리기도 싫구요. 내 몸 버리고 하는데 벌금

까지 내는 것도 너무 싫구요. 내 욕심이죠. - 고미자

이들의 이야기는 불법적이고 당당하지 못한 성서비스 일일지라도, 그것을 온

전히 자신이 감당하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공정함

에 대한 감각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성서비스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이 여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성의 상품화에 대한 담론은 여성의 성적 대상

화와 착취라는 논의를 넘어 좀 더 다면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성서비스가 

거래되는 현실에서 노동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거래에서 공정한 대가를 받

도록 하는 노력과 장치는 생존의 조건이자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주체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성서비스 여성들의 시민권과 모든 일상적 권리

를 제한하고 위협하며 이들이 갖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마저 제한하는 

불법화정책에 대한 재고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 구술자들은 직업 경험에서 직면한 갈등과 모순과 함께, 통념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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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는 노동 관념과는 다른 지점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들에게 성서비스는 생

업활동이자 직업이 된다. 이들은 20~30대이기 때문에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성

서비스는 한시적 아르바이트일 수도, 아니면 오래 하게 되는 직업일 수도 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종류의 직업이나 다양한 성서비스 노동 사이를 이

동한다.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한 직업에 장기간 머물기도 한다. 또 

일부는 낮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밤에 매춘을 하며 '투잡을 뛰기도' 한다. 

이들에게 성서비스와 그밖에 다른 알바는 돈을 버는 생업활동으로 연속성을 갖

지만, 이들의 생활세계는 성서비스와 관련된 법·제도와 대립해 존재한다. 이들

은 '범법행위'와 '생업활동' 사이에서 불일치와 모순을 겪으며, 그것을 내적으로 

봉합하려는 노력으로 노동 관념에 대해 부분적으로 재구성하게 되었다고 보인

다. 

2) 성서비스에 대한 인식

(1) 말 그대로 일, 직업, 서비스직

구술자들은 기존의 노동 관념과 내적으로 갈등하고 협상하는 한편, 성서비스

는 돈을 벌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일’, ‘노동’이라고 보며 의미를 부여했다. 

구술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한 성서비스에 대해 돈을 버는 ‘일’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노동’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경우는 대개 민성노련이나 성노동자권리모

임지지 활동을 통해 성노동 담론을 접한 사람들이 많았다. 또 노경아는 일식집

에서 오래 일했으며 서비스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서비스 

일을 ‘서비스직’으로 분류하여 말했다.

먼저 집창촌에서 성서비스를 하는 여성들의 단체인 ‘민성노련’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희영은, 성서비스는 ‘말 그대로 일’이며 ‘의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 아래에서 볼 수 있듯, 정난아는 자신이 하는 일을 ‘성노동’으로, 그 일을 하

는 사람을 ‘성노동자’로 불렀다. 그녀는 처음 집창촌에서 일한 경험을 말하며 

그곳에는 ‘성노동자, 업주’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먹고 산다’고 표

현했다. 

내가 솔직히 들어가서부터 막 맞는 장면을 보고 그랬으면 어떻게든 나왔

을 거 같은데, 그게 아니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노동자 업주 그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직업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미 같이 기생해서 먹고 살

고~ 또 슈퍼 아저씨는~ 또 언니들이 슈퍼에서 뭘 시켜. 슈퍼에 뭘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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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잖아요, 배달시킨다는 게. 근데 과자 같은 거 

배달해서 먹고.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 게. 그냥 재밌게 생각했던 거 같아

요. 그냥 자유스러운 분위기였고 자체가. 보다들고(?) 막~ 긴장이 되게 풀

렸었어요 첫 날. - 정난아

서연정는 성서비스가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잘 할 수 있고 적합한 일’

이라고 말했다. 조화영은 성서비스를 ‘돈 버는데 생존하는데 효율적인 노동’이

라며 매우 편의적으로 정의했다. 그녀는 현재 하고 있는 성서비스 일에 대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적은 시간을 들여 필요한 최소 생계비를 마련

하고 그 경험을 통해 영화 소재와 같이 부가적인 소득도 얻을 수 있는 일로 의

미부여를 하였다. 

고미자는 성서비스에 대해 ‘직업’이라는 인식을 보여주지만, 매우 소극적인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성서비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학원 강사 같은 ‘다른 것을 하고 싶었

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자신의 선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였

다. 그녀는 액세서리 가게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한 달에 백만 원’밖에 받을 수 

없었던 열악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말했다.

근데 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내가 아는 거 할 수 있는 건 

이거였었고요. 내 상황에서는 다른 거 하고 싶어도 아무도 안받아줬고 그리

고 당장 돈이 필요한 상태였었고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거죠. 바로. 몸 파는 거. 그리고 다른 일도 했잖아요. 그 액세서리 가게서 

그런 것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정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말 손 버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 동안 백만 원. 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힘들

었어요. 그래서 뭐 후회도 있죠. - 고미자

한편 현진이는 룸살롱에서 일을 해보고 난 뒤 성서비스의 현실이 자신의 생

각했던 것과 달리 힘든 일임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가를 받고 성적 서

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본질상 ‘아름다운 일’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녀

는 성서비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속적인 일과 다른, 자신을 긍정하고 소중

히 하는 방식’으로서 ‘신성한 일’이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저는 그,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성행~위를 제공하고 그

런 대가를 받고 하는 게 되게 아주 아름답고 저한테는 그런 일이거든요(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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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사실은. 그게 전혀 뭐 자본주의에서 뭐 되게 세속적이고 그런 일이 아

니라, 되게 내가 나를 긍정할 수 있고 나를 소중히 하는 방식으로서 뭔가 

나한테서 신성한 그런, 받은 돈 되게 신성한 돈이고 뭔가,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 현진이

또 현진이는 ‘세상은 다 주고받는 것’이며 따라서 돈과 노동 또는 성적 서비

스를 거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돈을 내는 사

람과 받는 사람의 거래에서 갑-을이라는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현실 자체가 오

히려 문제적이라고 보았다.

그냥 (웃으며)세상은 다 주고받는 거다, 원래 다 주고받는 거고~, (연구

자: 뭐를 주고받아? 자기가 더 많이 가진 거?) 그니까 자기가 가진 거, 자

기가 할 수 있는 거나 이런,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내면 노동으로 제공하

고, 그 갚을 수도 노동으로 또 주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왜 거기에서 권력이 생겨나야 되고 어떤 건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아서 그

게 권력을 가지고~ 그게 싫은 거죠 저는. 그래서 갑, 갑과 을이 평등해질 

수 있는데~ 왜 어떤 거에만 가치가, 가치와 권력이 부여되어야 하나~ 그런 

게 약간, 그런 게 싫은 거 같애요. 응. 그래서 을이 좀 더 목소리를 내고 

힘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당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노

동~하는 서비스 거기에 대해서, 가치, 그런 의미에서 성노동도 그런, 성적 

서비스에 대한 그런 가치라든지 그런 게, 그런 거 같아요, 그게 긍지를 가

지고 가치가 좀 더 부여되면, 좋겠다! - 현진이

하지만 그녀는 룸살롱에서 일을 해본 후 성서비스의 현실은 자신과 생각했던 

것과 달리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룸살롱에서 일하며 끝

까지 ‘2차’를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룸살롱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인터넷 카페

를 통해 ‘2차’가 얼마나 힘든지 접했으며, 실제 경험을 통해서도 룸살롱에서 일

하는 여성들의 ‘현실’과 ‘환경’은 자신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이차’ 일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춘을 포함한 성서비스가 ‘자존심 상하고 위험한 일’이라는 점을 알게 

된 것이다.

너무, 현실은 참 시궁창이죠. [중략] 그래서 저는 룸살롱 나갈 때도 2차

는 안 나갔어요. 테이블에서만 하고, 와, 그런~ 저도 일인데 자존심 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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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못 견뎌하는 거 있잖아요. 그니까 되게 상대방이 무례하고, 하면서 섹스

까지는 안 될 거 같애요. 저는. [중략] 애프터 안 나갔어요. 그래서, 괜찮은 

손님이, 진짜 괜찮은 손님이 있으면 나가봐야지 그런 생각 했는데~ 그거 

할 기회는 없었던 거 같아요. [중략] 그냥 룸살롱에서 이차 나가고 하는 거

랑 어떤~ 그냥 장기적인,  내가 그 사람을 고르고 손님도 선택하고 그 사

람과 어떤 식의 관계를 맺을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거랑 약간 다른~ 네 

그렇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

는 부분도 별로 없고. - 현진이 

노경아는 일식음식점 서빙 등 서비스직을 매우 전문성을 갖는 직업으로 여기

고 있었는데, 유흥업 또는 애인대행에서 하는 일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

로 서비스업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녀는 애인대행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며 ‘시

간’을 투여하고 ‘정신력 투자해서’ 하는 일이고 배우처럼 애인이라는 역할에 ‘몰

입’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애인대행 같은 거래는 그런 서비스

에 대해 ‘정당한 페이’를 받는 일이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애인대행

과 다른 서비스직을 비교해 말하며, 애인대행 같은 일은 성병, 임신, 폭력의 위

험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노경아는 서비스직의 모토는 ‘출근

할 때 자존심은 집에 두고 와라’라는 것이라며 ‘모든 영업직이 다 자기 자신을 

파는 것’이라고 말하며, 성서비스 또한 그런 서비스직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애인대행이라는 거는 집중력만 있으면 되요. 탤런트들이 연기하고 영화배

우들이 영화 찍을 때처럼 몰입만 하면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만. 그치만 

그 사람들이 계속 영화 속에 살진 않잖아요. 딱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

잖아요. 저는 딱 돌아오는 순간을 아는데 상대방이 몰입에서 안 깨어나는 

경우는 도리가 없죠. 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 정신력을 

투자해서 최대한 잘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페이를 받는다고 생각

해요. 물론 그게 도덕하고 연관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건 맞지만 근데 상대

방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노경아

제가 만났던 분들이 특별히, 어, 저한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긴 해

요. 왜냐면 제가 그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그 시간 동안 진~짜 집중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고, 또 억지로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되게 흥미로워요. 제 얘기도 재미있게 해주고, 와이프 

얘기하면 저도 결혼해봤던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여자 입장에선 이렇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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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또 그렇구나! 옛날엔 나도 그건 몰랐네, 이런 식으로 동조도 해주

고, 또 제가 술을 먹으니까, 또 남자 분들하고 술자리 하면서 충분히 대화

할 정도로 주량이 되다보니까 또 상대방은 그게 좋은 거야, 편하고.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섹스까지 이어져도 큰 무리가 없죠. 그렇게 되는 거니

까. [중략] 성적 접촉에서 조금 더 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임신이나 성

병의 위험? 이런 것도 있고, 또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

러니까 약간의 신체적 위험을 좀 느껴요. 그런 게 틀린 거 같아요. - 노경

아

모든 서비스직이 출근할 때 내 자존심은 집에다 두고 와라, 이게 서비스

직의 모토 아닙니까? 그것도 파는 거죠. 모든 영업직이 다 자기 자신을 파

는 거죠. - 노경아

그녀는 면접 당시 인터넷 거래로 ‘비건’의 애인대행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녀

의 경험상 집창촌 같은 데서 일하는 여성은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 있는 (자

신과 달리)  선택의 폭이 넓지 않으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서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몸을 팔든 영혼을 팔든’ 중요한 것은 돈이 

없는 상황이라며 자신과 그 여성들이 경제적 필요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점은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다른 데서, 집창촌 같은 데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왕이면 다른 일을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

겠고요. 두 번째는 그게 선택이 딱,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 딱딱딱딱 있잖아요. 근데 그 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

지가 않잖아요. 보통 거기에 매여있는 분들이 많고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들이 태반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자

기가 선택해서 하는 것보다. 그건 이런,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얘기와는 완

전히 다른 얘기겠죠. [중략]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그 목돈이 필요한 상

황이 안 된 거 아닐까요?(웃음) 뭐 몸을 팔든 뭐를 팔든 영혼을 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상황이 중요한 거지……. - 노경아

하지만 구술자 가운데 애인대행 일을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성서비스와 다른 

것으로 또는 성서비스보다 나은 행위로 구분 짓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성서비스와 다르거나 그보다 나은 행위로 의미 부여함으로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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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낙인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들은 자신이 한 애인대행이라는 성서비스가 사실은 성서비스와 동일선 상에 놓

여있음을 은연중에 자각하고 있었다. 

노경아는 처음 애인대행으로 만난 남성과 모텔에 가서 성서비스를 하던 경험

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행위는 ‘유흥업소 종업원이 하는 이차’와 다른 것이라고 

구술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상대 남성에게 모텔에서 성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금전적 대가인 ‘페이’를 달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창녀가 된 기분’을 

느껴야 했다. 그녀는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성서비스를 제공한 뒤 성구매 남

성의 차를 타고 집에 오는 순간이었는데 그 이유는 ‘페이’를 아직 안 받았기 때

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인대행 서비스에 대해 대가인 ‘페이’를 달라고 말하

는 순간 ‘창녀가 된 기분’이 되어 말할 수가 없었다. 

근데 그 나쁘지 않았다는 게, 제가 만일 유흥업소 종업원인데 손님이 얼

마를 딱 주면서 이차 가자 이러고 나갔으면 그런 기분은 아니었을 거 같아

요. [중략] 막 대하지 않으셨던 거죠 저를. 되게 이렇게 막 조심조심 해주

셔서, 생각보다 나았죠, 생각보다. 그래도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런 건 마찬

가지잖아요, 그죠? [중략] 근데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면 집에까지 

오는 동안 이 분이 페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왜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페이를 주세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건전할 때는 되게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귀엽게)원래 선불

이에요 이러면서(웃음). 이 분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라, 달라고. [중략] 저 

페이 먼저 주세요, 이 말을 하려니까, 마치 제가 창녀가 된 기분이에요. 사

실이지만, 그랬어요. - 노경아

은예림은 ‘애인대행’ 중에서 SM 플레이, 페티시 같은 ‘소수성향’의 고객을 대

상으로 성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그것은 ‘비건’이 아니라며 매춘을 비롯한 성서

비스와 구분지어 설명했다. 그녀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한 명의 남성 고객을 

만나 ‘엉덩이를 때리거나’ ‘발을 만지며 자위를 하는 행위’를 하게 했는데, 이 

고객들도 ‘비건전’ 행위를 하는 게 아니며 자신 또한 성서비스 행위를 한 게 아

니라고 설명했다. 

‘비건 어때요? 한 시간에 얼마.’ 이런 게 날라와요. 그러면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있는데 ‘스타킹’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스

타킹’ 아니면 ‘SM', '노예’, ‘저를 때려주실 분’, 그런 게 이제 소수 성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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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제가 

해봤고요. 엉덩이 때리기, 종아리 때리기, 손바닥 때리기. [중략] 이 분들은 

오히려 비건전은 안 해요. 행위만 단지 즐기는 것뿐이에요. 맞고, 아니면 

음식을 먹고 먹었던 거 먹고, 뭐 이런 것들 행위만 즐기시지 오히려 비건전

은 안 하세요. - 은예림 

위 구술에서 은예림은 ‘비건’ 애인대행인 성서비스를 성기삽입 형태의 성적 

서비스에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녀 자신은 그런 ‘비

건’의 성적 서비스가 아닌 ‘건전’ 대행을 한다고 구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는 남자친구가 생긴 뒤에는 ‘소수성향’의 애인대행도 그만두었는데, ‘엉덩이 때

리기’를 주문하는 남성 고객이 하의를 탈의하는데 그게 남자친구한테 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위와 달리, 성서비스는 일탈적이고 

불법적 행위라며 성관계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남자친구에게 미안해 그 일을 그만둔 까닭은 그 행위가 친밀한 관계에서 ‘섹스’

를 나눠야 한다는 지배적 성규범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녀는 실제로는 자신이 해온 ’소수성향‘의 애인대행이 사실상 매춘을 

비롯한 성서비스와 동일선 상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왜 안 한다고 했냐면 남자친구가 생

겨가지고. 그게 좀 그런 거예요(웃음). 손바닥 맞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엉

덩이 때리는 거는 아무래도 그 분이 하의를 다 탈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안 했

고, 그 분도 제가 다른 여자 분을 소개시켜줬어요. - 은예림

고미자 또한 자신이 하는 성서비스 일이 ‘나쁜 일’이고 ‘창피하고 더러운 것’

이라는 성서비스에 대한 통념적 인식과 지배적 성규범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이 한 성서비스 일이 돈을 벌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직업’이었지만 도덕적으로 당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아래에서 

보듯, 그녀는 룸살롱에서 일하며 ‘이차’를 한 것에 대해 “하루에 여러 명과 잔

다는 점에서 걸레”라는 낙인을 받아들였으며 그래서 “마음 아프고 힘들며 잊어

버려야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하는 일이나 청소부 모두 ‘직업’이지

만 성서비스는 ‘나쁘고 안 좋은 직업’이며 청소부는 ‘돈 못 버는 직업’이라는 것

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내가 이만큼 고생한 것도 누구한테 말할 자격이 없지

만’ ‘빨리 돈 모아 나가기 위해’ 돈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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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선택과 행위, 그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자기가 지고 있다고 항변하는 것

으로 보인다. 

저는요. 그렇게 얘길 들으면 맞는 얘기예요. 걸레 맞아요. 하루에 몇 명

이나 자요. 매일 다른 사람이랑 자잖아요. 그건 걸레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이제 그냥 울고요 마음 아프고 하는데 이제 나는 내 이유

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

는 기간도 너무 힘들구요. 근데 잊어버려야 되는 일이고 다 잊어버린 거 같

아도 뒤에선 다 기억나요. 그게 제일 싫어요. - 고미자

(청소부는) 나쁜 직업은 아닌데 돈 못 버는 직업. (매춘은) 안 좋은, 나쁘

고 안 좋은데 자기만의 초이스고 그…… 초이스니까 자기책임이라고 생각

하죠. 그냥.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의 그냥 다 알아서 해결 돼야 될 거라

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 고미자

챙피하고 망신스럽고 어…… 이건 아니란 건 저도 알고 있고 이건 드러

운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저도요. 근데 그만큼 나쁜 것도 알아서 내가 이만

큼 고생하는 것도 누구한테 기대서 어어 오늘 이랬다 할 자격도 없, 없다고 

생각도 하고요. 이거는 내가 그냥 돈 빨리빨리 모으고 벌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돈 벌 때도 막 쓰고 이러고 다니지 않아요. 

지금 많이 나가는 게 저 집세고요. 저 집안 들어가면요. 침대 딱 하나밖에 

없어요. - 고미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술자들은 매춘에 대해 다양한 편차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고미자, 은예림 등은 매춘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상당 부분 내면화하고 

있으며, 정난아, 서연정, 노경아 등 일부 구술자들은 이 같은 인식에 도전하고 

있기도 하다. 또 부분적으로 매춘에 대해 기존의 지배적 인식을 수용하는가 하

면, 그와 다른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2) 젠더 노동(gender labor)

일부 구술자들은 성서비스가 어떤 성격을 갖는 노동인지에 대해 좀 더 깊은 

통찰을 보여주기도 했다. 먼저 박하은은 키스방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스스로를 

‘상품’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여성들이 성적인 서비스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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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서 단순히 섹스가 아니라 가벼운 터치나 키스, 여성스러운 옷차림을 포함

하여 ‘여성성 또는 여성이라는 것을 파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기가 상품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요, 애들이. 어린 애들은 그냥~ 뭐 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이제 제 나이 또래? 한 스물 

다섯? 이런, 본인들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얘기

할 때도 그렇고 서로 조심스럽게 하는 게 있죠. (연구자: 본인이 상품이라

면 뭘 파는 거예요?) 그까는, 여성성을 판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이렇게 

성적인 서비스라고 해서~ 섹스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가벼운 터치들, 아

니면 여성스럽게 입든-, 아니면 키스를 하든-, 사실 저는 다 여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성성을 판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

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단순히 여성이라는 

것을 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박하은

여기서 박하은이 말하는 ‘여성성 또는 여성인 자기를 파는 일’의 과정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거기에는 그녀의 표현처럼 여성스럽게 옷 입기, 여성이라는 

몸으로 가벼운 터치나 키스하기, 스킨십을 포함해 다양한 성적 서비스 제공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 여성들이 여성스럽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

는 일은 모두 상품으로서 ‘여성성’, 또는 ‘여성’의 생산과 관련된 일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이 여성들이 수행하는 젠더 노동의 측면을 말한다. 젠더 노동 또

는 노동으로서 젠더(gender ad labor)는 상대방이 갈망하는 젠더 인식의 다양

한 형태를 성취하도록 돕는 정서적‧신체적 수고를 의미하는데, 관계적 속성을 

갖는 친밀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젠더를 재생산하는 노동이 수행된다고 본다.

이희영도 집창촌의 성서비스 과정을 설명하며 이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해 ‘장사’를 잘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집창촌의 홍등과 유

리로 된 업소 구조에 대해서도 ‘장사수완’의 하나로 설명하였다. 또 장사를 하

려면 고객을 끌어야 하고, 집창촌에 온 남성고객들의 취향, 즉 예쁘고 날씬한 

여성을 찾는 것에 부응해야 하며 외모 치장은 그런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들이 10~30센티에 달하는 높은 ‘굽높이 구두’를 신고 긴 바지를 착용하는 

것 또한 그런 ‘여성’ 즉 ‘상품 되기’의 과정이 된다. 그래서 이희영은 집창촌에

서 일하는 여성들은 영업시간이 끝나면 대개 ‘추리닝’ 차림의 가장 편한 복장으

로 화장을 하지 않은 채 지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그녀는 

외모의 치장에 대해 영업시간과 나머지 시간을 철저하게 구분해 행위하고 있었

다(오김숙이, 2008: 76). 아래 구술에서도 볼 수 있듯, 성서비스 노동을 하는 

여성들이 수행하는 일 가운데 ‘여성되기’, ‘여성성’, 즉 젠더의 생산과 젠더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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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들이 수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 

그리고 손님들도 너무 그러면, 여자가 대놓고 막 이러면 겁을 먹는 사람

들도 많아요. 여긴 어쨌든 성이 상품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내

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면 내가 손님들의 취향에 맞게 노력을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안 그러면 화장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 이희영

이들의 이야기는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의 외모치장 행위가 갖는 역설

과 전복의 지점을 드러내는 흥미로운 지점이다.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이 

“장사를 잘 하기 위해” 예쁘게 치장하고 멋진 외모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들

에게 높은 굽의 구두, 홀복, 화려한 화장은 일을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이 여

성들에게 ‘여성성’이란 돈을 벌기 위해 입고 벗는 옷과 같은 것이며, 이 때 ‘여

성성’은 성서비스를 위한 조건이자 노동수단이 된다. 반면, 통념적 인식에서 여

성성은 상대적으로 ‘여성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여성성을 내면화하고 이를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며 추구한다. 또 매춘을 비롯한 성서비스가  곧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보는 담론은 성서비스가 여성의 성을 노골적으로 상품화하는 것이며 그래서 모

든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작 성서비스를 파

는 여성들은 여성성을 탈부착이 가능한 노동수단으로 바라보고 여성성을 입고 

벗는다. 오히려 성서비스를 파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여성성과 자신의 정체성

을 분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서비스를 하는 여성들이 수행하는 

여성성, 또는 여성이라는 상품 되기의 이면에는 역설이 존재한다. 여성성을 자

신의 정체성과 분리하여 장사수완으로 여기는 여성들의 의미화 실천은 여성성

을 ‘여성 자신’의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지배적 의미와 가치를 전복하는 요소가 

있다(오김숙이, 2008: 66-77).

한편 이 여성들이 수행하는 일은 퀴어이론에서 이론화하는 젠더 또는 섹슈얼

리티를 둘러싼 관계 노동의 성격도 갖는다. 트랜스젠더 관계의 친밀성에 대해 

연구는 젠더 노동(gender labor) 또는 노동으로서 젠더(gender ad labor)가 수

행되는 측면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FTM과 펨(femm)66)과 사이의 관계를 유지

하는데 필요한 보살핌, 연민 같은 감정 노동뿐 아니라, 퀴어적·정상적 젠더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요리, 성적 서비스, 간호, 젠더 기술/호르몬, 붕대로 가슴 묶

기 시중과 같이 여성화된 노동이 수행된다. Ward는 다양한 반복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생산하는 집합 노동을 이해하기 위해 “젠더”와 “노동” 사이의 관련성

66) 섹슈얼리티의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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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힌다. 젠더 생산에 드는 수고는 종종 “사랑”(labors of love)으로 규정되

지만, 모든 젠더는 수고(work)를 필요로 하므로 모든 사람들은 젠더 노동을 필

요로 하고 또 수행한다. 다만 돈 많은 남성들처럼 일부 권력을 가진 젠더들은 

그 요구를 덜 가시적으로 또 더 합법적으로 만들며, 강압적으로 그 요구들을 전

달한다. 젠더 노동(gender labor)은 보살핌의 다른 형태처럼 여성적 주체를 무

겁게 짓누르는데,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는 자연화되고 당연시되며 강요된다

는 것이다(Ward, 2010: 80-81). 

젠더 노동이란 용어는 타자가 갈망하는 젠더 인식의 다양한 형태를 성취하도

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젠더를 부여하거나 자기집중을 중단하는데 드는 정

서적‧신체적 수고를 의미한다. 젠더 노동은 누군가의 젠더 권위(authenticity)를 

북돋우는 일이자 누군가의 젠더 아이러니, 위반, 예외성을 공동 생산하는 일이

다. 젠더 노동은 젠더가 가장 의심받거나 증인을 필요로 할 때 중요해진다. 

FTM의 여성파트너인 펨이 수행하는 노동에는 여성되기 노동(the labor of 

being “the Girl”)이 기본적인 노동이다. 펨은 긴 머리, 요리와 같이 관습적으로 

여성성에 해당하는 여성되기라는 노동을 수행한다. 또 이 여성되기는 상대의 남

성성을 생산하고 펨-FTM의 온전한 관계에서 감정적이고 에로틱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친밀 노동의 한 형태이다. 주지하다시피 젠더는 

젠더 체계 내에 그리고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하는데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

의 젠더를 재생산하는 노동의 측면은 주목되지 않는다. 이 노동들은 신체적, 감

정적, 성적 보살핌의 몸짓을 통해 친밀한 영역 내에서 수행될 정도로 여성이 하

는 일의 역사적·정치경제적 구조로 깊숙이 박혀있다(Jane Ward, 2010: 

79-91). 

기존의 페미니즘 논의에서, 남성성의 구축과 수행에서 여성의 젠더로서의 역

할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보완물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의 성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는 남성들에게 성욕의 만족뿐만 아니라 남성이

라는 젠더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재로도 해석되었다. 이를 성서비스 여성들이 수

행하는 일의 과정이란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성서비스 여성들이 수행하는 일

의 과정에는 여성이라는 젠더의 생산과 젠더 노동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여성들이 여성성을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여성이라는 젠더를 입고 여성이

라는 젠더 및 섹슈얼리티의 역할을 수행하는 성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젠더 노동

의 성격을 갖는다. 또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친밀성의 욕구 변동과 함께, 성서

비스 노동은 구매자가 요구하는 ‘제한된 진정성’을 수행하기 위한 좀 더 강도 높

은 감정노동과 세밀한 젠더 노동의 성격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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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밀성, 거래, 도덕

(1) 성서비스와 친밀성

우선,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돈을 받고 제공하는 성서비스와 친밀한 관계에서 

나누는 ‘사랑’, ‘섹스’, ‘연애’는 다른 것이라며 구분했다. 이들은 성서비스는 애

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나누는 ‘섹스’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아래 이희영의 구

술에서 볼 수 있듯, ‘성이 상품이 되는 거니까’ 성서비스 일을 할 때 치장하는 

것도 돈을 더 벌려고 ‘손님의 취향을 고려한 일’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건 말 그대로 일이니까 섹스를 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일, 의

례적인 일, 손님이 오면, 순서가 있잖아요. 손님이 오면 옷을 벗고 씻어주

고 하고 그러고 끝. 오빠 잘 가 이게 끝이거든요. 무언가를 느낀다는 게 없

는 거야. 근데 남자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일단 심장이 두근두근 하

고 막 그러잖아요. 자주 하더래도 그 느낌 차이가 확 틀리죠. (연구자: 근데 

연애라고도 하잖아요?) 그냥 돌려서 쓰는 말일 뿐이고, 은어일 뿐이고, 남

녀 관계에 만나고 사귀는 거 그런 관계의 얘기잖아. 일반적으로 연애하고 

사랑은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난 연애는 이 사람하고 하고 결혼은 이 

사람하고 할 거야, 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틀리죠. 내가 사랑

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말 그

대로 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할 때 손님을 상대로 사랑이냐 연애냐 그

건 정~말 안 맞는 거죠. [연구자: 그럼 그냥 섹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있

는데,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돌려서 얘길 했던 거 같아

요. 그리고 손님들도 너무 그러면, 여자가 대놓고 막 이러면 겁을 먹는 사

람들도 많아요. 뭐라고 해야지, 여긴 어쨌든 성이 상품이 되는 거니까, 그

렇게 되었을 때,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면 내가 손님들의 취향에 맞

게 노력을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안 

그러면 화장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 이희영

노경아도 애인과 나누는 섹스와 돈을 받고 하는 성서비스를 다른 것으로 구

분했다. 그녀는 돈을 받고 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므로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원하는 대로 해 준다’고 했다. 반면에 애인과의 관계에서는 허물

이 없고 마음의 짐이 없어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경아는 

돈을 받고 하는 애인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왕 할 때는 즐기려고’ 하며 그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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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마인드 컨트럴’을 한다고 말했다. 

이왕 할 때는 즐겨요. 이왕 시작했으면. 내 마인드 컨츄럴이죠. 아니, 하

기 싫으면 처음부터 안 하든지 이왕 하겠다고 마음먹고 [중략] 즐기는 게 

맞죠. 적극적으로. [중략] 똑같진 않지만 뭐, 대신 그 사람 눈치를 보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뭘, 그쵸? 내가 리드할 수는 없죠. 애인

이랑 있을 때는 정말 허물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의 짐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죽을 것같이 견디고 이러지는 않아요. - 노경아

하지만 이것은 규범적으로는 친밀한 애인 관계나 결혼 안에서 성관계가 이루

어져야 한다고 여기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우리사회의 이중적 성규범에 

대한 수용적 반응이자 묵시적 저항이기도 하다. 또 성서비스 현장에서 그 일을 

연애나 데이트라고 부르는 것은 남성 고객의 요구, 장사 수완, 불법적 성격, 도

덕적 낙인이라는 복합적 측면에서 취하는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적극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그 여성들이 일을 연애나 데이트로 부르는 것은 

복잡다단하며 말해지지 않고 또 말해질 수도 없는 의미화 실천을 내포한다(오

김숙이, 2008: 72-73). 

한편 돈을 매개로 거래되는 성서비스와 친밀한 관계의 ‘섹스’를 구분하는 인

식은, 동시에 성서비스 거래나 성 자체에 대해 개방적이며 수용적인 행위로 이

어지기도 했다. 아래 구술에서 볼 수 있듯, 일부 구술자들은 남성이 제공하는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 가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영은 집창

촌을 가리키며 ‘여기는 성에 개방되어 있으니까’ 함께 ‘호스트바’에 가거나 ‘남

성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스트레스를 푼다’고 말했다. 김현주도 아는 동생과 

‘성질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 달에 한번 정도 남성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논

다고 했다. 

 

그게 있잖아요 희안해. 남자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많이 알려져 있고, 근

데 여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알려지지 않아, 여자와 남자가 뭐가 틀리다는 

건지, 그리고 남자가 호스트를 하는 걸 굉장히 챙피해해요. 우리도 떳떳하

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 참 웃긴 거 같애. 여기 있

는 애들도 스트레스 풀러 많이 가요. 노래방에도 남자도우미가 오고 그래

요. 안마도 남자가 있어요. 안마시술소. 표시 안 되어 있죠. 일단 여기 같은 

데는 성 자체가 일단 개방이 되어있으니까 호스트라든지 안마라든지 굉장

히 많이 와요. 다 돌아요, 자기네 상호 찍혀있는 거 라이타 다 주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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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 같은 거, 귤, 통닭 막 이래요 막 돌려. 우리 서로 상부상조하자 막 이

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 이희영

저도 이제 그 동생이랑 얘기하고, 성질난다 이러면 둘이 한, 한 달에 한

번 거기 가요. 남자 도우미 불러서 놀아요. [중략] 거긴 룸식 노래방인데 

[중략] 우린 처음에 딱, 아는 언니가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갔더니 언니

가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열 명 애들이 들어와 갖고 놀길래, 우리가 그걸 

보고 ‘아!’ 그랬어요. 초이스했던 남자가 하는 말이 ‘저기, 누나 있잖아요. 

저희 여기 아니고 호프집 가면 우리 불러주면 시간당 3만원예요.’ 이러는 

거야. ‘어?’ 뭐 하러 굳이 비싼 돈 주고 먹어. 그래서 연락처 하나 따내서 

우리 전화하죠. 우리 어디 호프집인데 오라고, 걔네는 보도예요. 거기 보도

방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면 와갖고 놀고, 걔네들은 3만원 갖고 

가면 거기 보도에서 5천원씩 띠니까. 그래서 애들 불러서 노래 막 하고, 

‘야, 어디가 싼 술집이냐?’, ‘어, 저기’라고 그러면 가고. 착한 애들 만난 거

죠. 가끔 한 달에 한번? - 김현주

요즘은 돈이 없어 못 가고요, 최근에 가본 것은 여성전용바 이런 데 가봤

고 호스트바는 일식으로 한참 돈 벌 때. 아가씨들 데리고 많이 가죠. [중

략] 그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들이 2차 다, 룸살롱 가는 거나 마찬가지

예요. 아가씨들 젊어서 술 한 잔씩 했어요. 여자 여덟 명이 어딜 갑니까? 

여자 여덟 명이 뭐할 거예요? [중략] 예산이 적으면 남자도우미 오는 노래

방에 가요. 가서 도우미들 불러줘요. 다 쫙~. 그리고 예산이 많으면 호빠를 

가죠. 그렇게 해줘야 되요. - 노경아

노경아의 구술에서 볼 수 있듯, 직접적 성서비스를 하는 여성 뿐 아니라 다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또한 남성의 성서비스를 회식 문화의 일종으로 소비

하고 있다. 위 구술자들의 이야기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이 호스트바, 안마, 노

래방도우미, 보도방과 같이 매우 다양한 유형의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을 보

여준다. 또 남성의 성서비스를 구입하는 여성층이 다양하며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친밀성의 욕구 변동은 성을 둘러싼 개인들의 윤리의 변동에 

영향을 주며, 근대사회의 연애 관계에 한정되던 성 윤리가 후기 근대사회에서 

‘제한된 진정성’을 거래하는 성서비스 관계까지 허용되도록 변화되었음을 보여

준다(Bernstein, 2010: 160). 우리사회에서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성 및 이를 

구매하는 여성의 증가는 친밀성의 욕구 변동에 따른 성윤리의 변화가 친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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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당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성서비스의 관행도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은예림은 ‘소수성향’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애인대행 서비스를 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소수성향을 가진’ 사람

들을  만나 ‘처음에는 돈 벌어서 좋았지만’ 나중에는 ‘불쌍하게’ 여기는 ‘진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행위가 ‘이상한’ 게 아니며 성적 취향이 

달라 ‘불쌍하고 안 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로도 

읽을 수 있다. 또한 ‘소수성향’의 애인대행 서비스를 제공했던 그녀의 경험은 

성규범을 위반하는 ‘변태’로 생각했던 성소수자를 직접 경험하며 그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소수성향 가지신 분들이 불쌍하고 안 됐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

어요. 처음에는 돈 막 벌어서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마음이, 진심으로 다

가가게 되더라고요. (웃으며) 정말 측은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저를 불쌍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죠. 아 쟤는 돈도 없어서 이렇

게까지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분들은 집에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상

한 취급을 받으니까. 완전히 변태라고…  - 은예림

구술자들은 성서비스나 성거래에 대해 지배적 규범과는 다른 관행과 인식을 

드러내었지만, 유독 ‘사랑’에 대해서는 지배적 관념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이 말하는 사랑은 서로 조건 없이 아껴주고 진심을 나누는 배타적 관계

와 감정을 의미했다. 고미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매춘 경험도 

이야기할 거라며, 서로 감추는 게 없이 ‘솔직하고 가까운 관계’를 말했다. 또 그

녀는 “룸에서 만난 남자들은 다 안 좋은 사람”인데 자신이 사랑할 남자는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룸살롱에서 일한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미국에 있는 굉장히 친구한

테 한명한테는 말을 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이런 얘기 안감추고 해줄 거예요. 이런 경험 해봤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되게 어…… 가까운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래서 가까운 관계 가질려면 솔직히 해야 되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

면 얘기하죠. 근데 룸에서는 남자들은 다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고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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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정 또한 ‘사랑’하는 관계에 매우 소중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녀는 연구자

와 면접을 할 때에 새로운 사랑에 빠져 있었으며, 면접의 서두에서 그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매우 길게 늘어놓았다. 당시 그녀가 사귀게 된 남자친구는 유부

남이었기 때문에 함께 살 계획이나 결혼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녀는 “난 이런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고, 너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랑 훨씬 나

은 삶 살 거”라며, 그 남자친구와 맺은 친밀한 관계가 그녀의 삶에서 희망과 자

긍심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 할 때도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악으로, ‘xx, 나도 너랑 살 거 

아닌데 남의 몸매 같고 지랄이야?’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xx, 내 남

자친구보다 못한 것들이 어디서 평가질이야? 거울이나 보고 와’ 이런 생각

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난 이런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고, 어, 너네보다 훨

씬 나은 사람이랑 훨씬 나은 삶을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 

서연정

이와 같이, 구술자들은 삶의 과정에서, 특히 성서비스로 돈을 벌며 지배적 성

규범과 성서비스 사이에 놓여있는 인식 사이의 두터운 경계와 갈등하며 인식 

사이에 균열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들은 돈을 매개로 한 성서비스 거래

와 애인 같이 친밀한 관계 사이의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였지만, 또 남성의 성서

비스를 구매하는 문화에 대해 허용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도 했다. 한편 구술자

들은 대부분 모든 차이를 허용하고 넘어설 수 있다는 무조건적 헌신과 이해를 

의미하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구술자들이 사랑을 이

상화하는 것은 자신이 서있는 냉혹하고 조건화된 현실과 달리 무조건적 지지와 

헌신을 주는 관계에 대한 바람이자 환상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2) 결혼과 가족

구술자 가운데 다수는 결혼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으며 가까운 미래에 결

혼을 하고 싶어 했다. 이희영과 강시연은 면접 당시 동거 중이었으며 남자친구 

가족과도 왕래를 하는 사이여서 사실혼에 해당했다. 강시연은 어느 정도 돈을 

모아 ‘자리 잡은’ 후에 임신과 출산을 할 계획이었는데, 얼마 전에 임신한 사실

을 알게 되어 출산할 계획도 갖게 되었다. 은예림은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와 결

혼을 꿈꾸고 있었으며, 결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어머니에게 집을 

마련해줄 계획이었다. 인정은과 한나래도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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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가정을 꾸릴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일부 구술자들은 애인이나 가족 같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처지로 인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경아는 연하의 남자친구와 1년 정도 사귀고 있으며 서로 매우 좋

아했지만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이 이혼을 

했으며 남자친구보다 열 살이 많기 때문에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꾸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이유’를 현재 남자친구와 결혼할 게 

아니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니까 내가 자꾸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이유 자체가 이 사람과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랑 결혼할 게 아니니까, (작게)열 살이나 차

이 나는데. 그리고 저는 이혼도 했고 애기도 있었잖아요. 보기는 보는데, 

좋으니까, 서로 만나면 좋으니까 보는데 미래를 생각 안 하니까 사생활 터

치는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얘도 마음을 

그렇게 먹고 나도 그렇게 마음먹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결국은 그렇

게 되고, 서로 질투하죠. 질투하고 속은 상 하는데 표시는 안 내는 거죠. - 

노경아

서연정은 끊임없이 연애를 하고자 했으며 실제로도 남자친구를 자주 사귀고 

헤어졌는데, 교제 기간은 한 달에서 몇 개월 정도로 매우 짧았다. 하지만 그녀

는 연애에는 적극적이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매우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있었

다, 그녀는 자신이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기 때문에 다시 결혼을 

하기에는 제약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분은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를 만나면서 자신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이 이야기한 얘기가, 이 아이들

을 내가 키울 수 있을까?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데 

순간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왜 우리 애들을 니가 키워? 그리고 내가 언제 

먹여 살려 달랬어? 물론 미래를 생각하고 아이들까지 걱정해 준 건 고마운

데,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월권? 그런 생각까지 들어. 나는 이미 너한테 

애들 키워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 생각도 없었고, 다 떠나서 남자를 만나서 

팔자를 필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둘의 관계가 좋아서 만나

는 건데 - 서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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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이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아직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며, 결

혼 전에 동거를 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또 그녀는 남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

이 가사노동을 해주는 1인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

보고 있었다. 그녀에 의하면, 그 결혼 관계는 남성이 여성에게 돈을 주고 일정

한 계약 하에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스폰서’ 관계와 비슷한 성적 거래의 성

격이 있다는 것이다.

 저는 (웃으며) 이것도 되게 위험한 말씀일 수 있는데, 누구나 여자라면 

그런 욕망 다 있지 않을까 사실은. 왜냐면~, 사실 결혼도 어떻게 보면~ 그

런 거잖아요, 자기가 남자한테 돈을, 남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자기는 또 가

사노동 같은 걸 해주고~, 어떻게 보면 스폰 그런 느낌하고 되게 비슷하거

든요, 사실은(웃음). - 현진이

정난아는 결혼이나 가족 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성인 남성과 교제하는 사건으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래

서인지 그녀는 가족이나 연인 관계는 ‘언제 싫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깨지기 쉬

운 관계여서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녀는 차라리 성노동자단체에서 만난 

사람들이 ‘생각이 같고 그래서 크게 변할 게 없다’며 ‘더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

했다. 

 사실, 가족은 안 맞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가 약간 그래요. 내

가 친구들이나 애인한테 뭔가 애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삶에 많이 의

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근데 (성노동

자권리모임) 지지 사람들한테는 뭔가 생각이 같은 지점이 많아도, 애인이나 

친구 관계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크게)삶에 있어서는 지

지 활동, 지지 사람들이 나한테 더 가까운 거지. 이 사람들은 생각이 이렇

고, 뭐 크게 변할 그것도 없고 쭉 있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면, 친구는 내

가 언제 싫어질지 모르는 거고 애인도 그렇고~ 언제, [중략] 외부, 뭐 친구

들이나 애인이나 부모님들이 너 싫어해, 뭐 이렇게 되어버리면 또 관계가 

바뀌는 거잖아요. - 정난아

정난아의 경험에서 볼 때, 가족이나 연인 같은 친밀성 관계는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대신 정치적 관심으로 만난 사람들이 더 지속될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녀가 오랫동안 꾸려온 가족 형태는 몇 년 전부터 10~20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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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양이와 이룬 대가족이다. 그동안 그녀는 매춘을 해서 번 돈 가운데 꽤 많

은 비중을 고양이를 부양하는 데 쓰고 있었다. 또 그녀는 동물 구조나 동물권 

운동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정난아는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구술자들은 성서비스를 하며 친밀한 관계와 

관련된  성, 사랑, 결혼을 둘러싼 지배적 규범인 도덕과 갈등하며 균열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술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수행한 성서비스는 우리사회의 지

배적 성규범과 대립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친밀성을 둘러싼 변화를 의미하기

도 한다. 우리사회의 성규범은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나 친밀한 연인 관계의 성

관계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므로, 이들의 성서비스 경험은 성규

범의 위반을 의미한다. 하지만 구술자들의 생각과 관행은 저마다 약간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운데 일부는 성서비스로 돈을 버는 자신의 행위를 위

반적이고 일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동시에 일부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통념과 적절한 선에서 수정하며 ‘다른’ 관

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들이 보여주는 성, 사랑, 도덕을 둘러싼 관념은 기

존의 통념적 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그와 다른 이질적 

관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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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 질서가 심화된 1990년대 말 이후 한국사회에서 이른

바 ‘매춘’을 포함한 성서비스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20~30대 여성의 생애이야

기를 분석하여, ‘매춘’ 혹은 성서비스의 경험을 고립시켜 이해하는 통념을 벗어

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구술자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구술생애사 

시각에서 분석하여, 성서비스를 그녀 자신의 관점에서 그녀의 삶 전체를 구성하

는 여러 생애사건 가운데 하나로 위치 짓고 동시에 이 여성들의 경험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과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술자들은 다양한 성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14명의 20~30대 여성들이

다. 이들은 생애이야기로 출신 가정, 학교, 직업, 연애와 결혼 경험 등을 주로 

구술했는데, 이는 20~30대 연령대 사람들의 생애주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애사건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술자들이 연구자가 요청한 ‘살아온 이

야기’를 구술하는 과정에는 구술자 스스로에 의한 ‘중재’와 ‘선택’의 과정이 있

으며 그 결과 생애이야기가 구성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구술자들은 

자신의 생애 경험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해 생애이야기를 구술했다. 구

술자들의 생애 이야기에서 어떤 삶의 과정은 길고 세세하게, 또 어떤 과정은 매

우 짧거나 아예 지워진 채 구술되었다. 유철인(1998)이 지적하듯, 어떤 것을 기

억하고 말한다는 것은 어차피 선택적이다.67) 구술자들의 생애이야기는 연구자

가 요청한 ‘살아온 이야기’이면서도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연

구자는 ‘자유롭게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기’를 요청하며 면접을 시작하였다. 그

런데 구술자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나는 어떻게 이 일(성서비스)을 하게 되었는

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즉, 구술자들의 생애이야기는 

성서비스를 하게 된 맥락을 설명하는 서사구조이다. 구술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

67) 이야기에 나오는 사건들은 경험의 한 측면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생애사는 사실에 대

한 기록이 아니라, 진실이지만 일종의 꾸민 이야기(true fiction)가 된다. 진실이지만 꾸민 이야

기라는 것은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말도 아니다. 진실이지만 

꾸민 이야기는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인 여러 진리 가운데 한 부분만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여

러 사람의 생애사는 개인의 경험의 주관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험, 역사, 지각에 있

어서 하나의 진리가 아닌 다수의 진리(truths)를 보여준다. 또한 기억의 선택성과 기억에 대한 

주관적인 상상과 해석이 생애사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삶의 이야기가 과연 실제로 

일어난 사실(facts)인가 하는 식의 질문은 타당하지 않다. 생애사의 진실성과 신뢰성은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생애사를 말한 사람이 상정한 청중의 이해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연구자는 제시된 생애사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관적인 경험에다 객관적인 자료

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유철인, 1998: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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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생애사를 구술하여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다시 만들어냈다.68) 

구술자들이 새롭게 구성한 질문은 청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암묵적으로 요청

받고 있는지에 대한 구술자의 앎이기도 하다. 구술자들은 생애 경험 중 성서비

스가 설명되고 해명되어야 할 사건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 앎은 구술자들이 

성서비스의 장에 들어서면서 주변 사람들의 태도, 감정, 관계 등 복합적인 형태

로 누구나 예외 없이 일관되게 직면했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그들

이 재구성한 질문은 우리사회가 이 여성들에게 던지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으

로 ‘대문자’ 질문이 된다.69) 그렇다고 해서 구술자들이 이 질문을 일방적으로 

강요받는다고만 볼 수는 없다. 성서비스 경험자로서 구술자 스스로가 이 질문에 

대답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다. 개인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존재여서, 사회적 

질문은 곧 자기 자신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성서비스 여성에게 던지는 

사회적 질문이 엄중할수록, 개인들의 질문 또한 자기 삶에서 꼭 답해야 하는 중

요한 질문이 된다. 그러므로 구술자들이 연구자(청자)가 던진 질문을 재구성한 

것은 능동적 행위이기도 하다. 그 재구성된 질문은 자신이 청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스스로 능동적으로 구성한 것이자 우리 사회와 소

통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들어주기를 바라는 구술자의 이야기일 것이다.

구술자들의 생애이야기는 대개 가족에 관한 이야기에서 출발해 다양한 생계

활동 경험을 거쳐 성서비스를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의 생애이야기

에는 스스로 돈을 벌게 된 계기가 된 생애전환점으로서 가족 내 위기 사건이 

등장했으며, 그 뒤 가내 권력을 벗어나 자립과 독립의 과정을 향해 나아가는 구

조로 이루어져 있다. 청소년기에 생계활동을 한 구술자들의 생애이야기는 부모

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어떻게 돌봄과 부양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는지 

그 사건과 위기·갈등을 중심으로 구술된다. 또 이들의 생애이야기는 생계활동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그 과정에서 겪은 위계적 직업세계의 부

68) 삶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의미이다. 의미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

어나는 순간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사건을 경험할 때 의미가 생겨난다. 경험이라는 것

은 행동과 그에 따른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과 감정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을 포함하는 개념이

다(Bruner, 1986; 유철인, 1998: 187에서 재인용). 경험한 것을 기억해낼 때, 즉 경험을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의미를 다시 만들어낸다. 또한 자기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의미는 다시 만들어진다. 어떠한 것을 기억할 때나 말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한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나름대로 평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었던 사실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재구성해 표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의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의 주관적인 관점을 해석

할 수 있게 된다. 주관적인 경험의 표현으로 생애사를 볼 때, 생애사의 주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유철인, 1996: 유철인, 1998: 187에서 재인용).

69) 물론 면접에 앞서, 이 연구가 성서비스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연구자의 설명 

또한 구술자들의 서사구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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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함과 고단함을 담고 있다. 구술자들 가운데 12명이 대학에 진학하였지만, 

졸업이라는 학력 자원을 성취하기는 어려웠던 경험을 얘기하였으며, 결혼 및 이

혼 경험이 있는 구술자들은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구술하였다. 구술자들의 이야

기는 가족의 위기와 그로 인해 가족재생산전략이 중단되고 집을 떠나 스스로 

돈을 벌게 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들은 여성으로서 가족, 학력 

등 자원이 빈곤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알바’로 생계활동을 하다가 성서비스 노

동을 하게 되었다. 

구술자들은 모두 자신의 성서비스 경험을 가족 또는 자신의 생계부양을 위한 

것으로 의미화하였다. 그 밖에 성서비스 경험에 대한 ‘다른’ 의미는 아주 소극

적으로 드러날 뿐이었다. 예를 들어 이 연구의 보조사례인 손영윤은 게이 정체

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 고객에게 성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는 자신이 하는 

성서비스가 돈벌이를 하기 위한 일일 뿐 아니라 성적 쾌락을 제공하는 뿌듯한 

일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구술자 가운데에서는 정난아, 서연정, 노경아 

정도가 “이 일에 재능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았다. 아직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회적 청자가 없음을 알고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성서비스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생계형 

매춘’ 서사로 드러날 뿐이며, 성서비스에 대한 ‘다른’ 다층적 의미를 드러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또한 우리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생계형 매춘’이라는 통

념을 반영한 서사의 구조와 전략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성서비스 행위는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지만, ‘생계형 매춘’

은 그나마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면이 있다. 사람들은 가족 빈곤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성서비스를 한 경우에 한해 ‘매춘 여성’을 안타깝고 관용적인 시

선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생계형 매춘’이 아니라고 판명되는 경우 그 여성은 

‘명품’이나 ‘유흥비’ 등 소비적이고 향락적 생활이나 ‘성적 일탈’과 ‘쾌락’을 추구

하는 여성으로 여지없이 지탄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생계형 매춘’은 구술자들

이 성서비스 노동으로 돈을 버는 자신의 행위를 그나마 정당화할 수 있는 서사 

전략이 된다. 

그런데 성서비스를 돈을 버는 경제활동으로 규정할 때, 그것이 생계형인지 아

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직업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부과하

지 않으면서 주로 여성이 하는 성서비스에 대해서만 왜 그런 기준을 두는가를 

질문해봐야 한다. 누군가의 경제활동이 생계형인지 아닌지는 기준 자체가 애매

하고 개인의 사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판가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꽤 높은 소득을 버는 직업군의 사

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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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술자들이 돈의 문제를 자존심의 문제로 겪었던 이야기에서 드러나듯, 우

리사회에서 경제적 지위는 인격의 불평등과 연결될 만큼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

다. 그럼에도 ‘생계형 매춘’이란 통념이 매우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은 우리사회

가 갖고 있는 돈과 도덕에 대한 이중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구술자들의 ‘생계형 

매춘’이라는 서사 전략은 이들이 그 일로 경제활동을 한다는 사실 외에도, 성서

비스 노동 또는 그 일을 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사회에서 성서비스를 ‘생계형 매춘’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

할 수 있다는 통념은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계속해서 재생산되

고 있다.70) 이 같은 통념은 통념의 당사자를 ‘매춘 여성’의 행위가 어쩔 수 없

이 생계를 위한 것인지 여부를 심문하는 위치에 놓는 한편, 그 심문과 판단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리고 부차적 효과에 불과하지만,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법적 처벌과 무관하게 세간의 동정과 연민이라는 

도덕적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생계형 매춘’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

용적 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가족재생산전략을 유지할 수 없는 가족의 위기사건을 

맞으며, 스스로가 생계부양자가 되거나 부당한 가내 권력을 벗어나 ‘집 밖에서’ 

가족사회의 탈퇴자로 살았다. 또 이들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일부는 공부를 잘 

하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규범에 저항적인 집단으로 ‘범생이’ 대 ‘날라리’라는 

기존의 구분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대학 경험은 대부분 가족의 지

원을 받지 못한 채 혼자 힘겹게 대학을 진학하지만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여러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였지만 끝내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

았다. 결국, 이들은 학벌사회에서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직업세계에 나

가야 했다. 구술자들은 대부분 생계부양을 급박하게 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갖지 못한 채, 온갖 ‘알바’의 세계를 떠돌며 저임금의 단기 일

자리에서 간신히 생계를 해결하며 어떤 고용안정성도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노

동조건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옮겨 다녀야 했다. 이들이 경험한 직업 세계에서 

최저 생계비나 안정적인 고용조건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 노동 불안, 불

안한 사회소득, 직업 정체성의 결여와 같이 새로운 위험한 계급으로 주목된 프

레카리아트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문제는 구술자들이 여러 아르바이트에서 경험

한 특징과도 일치한다.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88만원 세

70) 2014년 11월, 통영에서 경찰의 함정수사로 모텔에서 검거를 피하기 위해 뛰어내려 사망한 여

성에 대한 여론은 우리사회 ‘생계형 매춘’에 대한 통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여성을 향

하던 비난 여론은 그녀가 ‘미혼모’로 7살 난 딸을 아버지에게 맡겨 키우고 돈을 보내고 있었다

는 사실이 들어나자 동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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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오포 세대’71) 등으로 상징화되는 청년 세대가 놓여있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경험을 공유한다.

주지하다시피, 가족과 학교, 직업이라는 장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제도이자 개

인들의 선택과 능력을 넘어서는 막강한 사회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구

술자들의 생애 이야기를 구성하는 가족과 학교, 직업 경험은 대부분 고통의 서

사이다. 그 장들에서 구술자들은 다양한 빈곤, 폭력, 부정의함을 경험했지만 그

것에 대한 어떤 개입도 기대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가족’ 또는 ‘빈곤’

이라는 이름으로 감수해야 할 개인의 운명으로 체험될 뿐이었다. 구술자들은 가

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어떠한 ‘사회’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

었다. 구술자들은 삶의 과정에서 계급 위계와 젠더 위계가 중층적으로 구조화되

어 있는 사회를 경험하며 좌절과 고통을 맛보아야 했다. 이들에게 학교 교육이

나 직업 경험은 위기에 처한 가족 경험의 연장으로 경험되었다. 결국, 구술자들

은 스스로 가출, 생계활동, 대학 진학과 자퇴 등 개인적 선택 행위만이 존재했

으며, 가족의 불행이 대물림되도록 구조화된 사회 현실을 경험해야 했다. 

결론적으로, 구술자들이 경험한 폭력과 부정의는 비단 성서비스의 장에 국한

된 것이 아니며 가족, 학교, 직업 등 생애경험 전반에 걸쳐 있다. 그 선후관계

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구술자들은 가족이나 노동시장 등 다른 사회 

제도에 존재하는 폭력과 부정의의 결과로 성서비스를 경험했다. 구술자들이 가

족·학교·직업 등 사회제도의 여러 장에서 경험한 고통과 폭력은 구조적인 성격

을 갖는다. 구조적 폭력은 막강한 제도화된 힘으로써 특정 집단에 속한 개인의 

선택과 능력을 제한하며 궁극적으로 억압과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억압

의 사회적 기제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에게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이

현정, 2013: 65). 이것은 공적 영역이 결핍된 ‘가족사회’의 구조화된 폭력으로 

개인과 개별 가족에게 오롯이 전가된다. 우리사회에서 차별과 억압을 재생산하

는 원인이 ‘구조’로 불릴 때 그에 대한 개입은 더 이상 불가능한 것처럼 인식되

기도 한다. 대개 그 원인은 개인을 시장의 기준으로 환원하고 평가하는 ‘자본주

의’나 ‘신자유주의’라는 ‘구조’의 탓으로 돌려진다. 그런 ‘구조’에 대한 소환은 너

무나 타당하지만, 그 방향은 구조적 개입을 위한 사회정책 대신 사회적 기능의 

(본래적) 한계와 개인의 운명이 소환되는 것으로 비껴나가곤 한다. 그래서 억압

과 차별과 착취가 재생산되는 구조와 그로 인해 개인이 겪는 구조적 폭력은 ‘불

가항력’의 영역으로, 동시에 구조적 폭력은 개인의 몫이자 가족의 ‘운명’으로 구

성된다. 결국, 구술자들의 생애 이야기는 ‘매춘 여성’과 성서비스를 바라보는 우

71)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네 가지를 포기한 ‘사포세대’에서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해 총 다섯 

가지를 포기한 2030 세대를 일컫는 말임(네이버 국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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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회에 지배적인 시각이 구술자들의 행위에 대한 인과(因果)를 뒤바꾼 ‘전도

된 시각’임을 보여준다.

구술자들은 성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폭력과 부정의함을 경험했다. 

구술자들의 이야기에 조명된 성서비스의 현장은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의 

인권을 사유할 수 없는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성구매 남

성과 성판매 여성 사이에 협의된 구체적인 거래 조건의 이행은 당사자들의 선

의와 양심에 맡겨지므로 여러 가지 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서비스 노동을 하는 여성들은 성병이나 임신, 신변위험 등 모두 문제를 감수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여성들은 성서비스 과정에서 낙인과 혐오에 바탕을 

둔 언어적 폭력을 포함해 일상적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사회에

서 성서비스의 유형과 구조가 변화하며 남성 구매자와 일대 일로 만나는 거래 

형태가 확대되고 신체에 대한 위해나 혐오범죄의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매춘을 비롯한 성서비스 자체를 원천적으로 범죄로 규정하는 

불법화정책은 그 일로 돈을 버는 여성들에게서 통제권을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불법화정책은 성서비스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경찰 단속과 검거, 처벌로 

그나마 그 여성들에게 남아있던 삶에 대한 통제권마저 빼앗기 때문이다. 그 여

성들에게 삶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한다는 이유로 범죄

자가 되는 현실 법 정책을 우선적으로 바꾸어야 하며, 대신에 그 현장에서 벌어

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폭력과 부정의, 착취로 규정하고 개입해야 한다. 성서비

스에 대한 사회정책은 이 여성들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는 불법화정책에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 성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만연하

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범죄화정책이 적절하다. 동시에, 성서비스 장에서 발생

하는 인권침해, 폭력, 혐오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적 조치를 마련하여, 성

서비스 현장에 존재하는 실재적 범죄에 개입하는 적극적 비범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매춘 담론은 구조적 폭력을 성서비스의 장으로만 한정하여 논의하면

서 다양한 사회 영역 가운데 비단 성서비스의 장에만 폭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규정하여 그 장 자체를 불법화시키도록 하였다. 그런데 구술자들이 경험한 폭력

과 부정의는 비단 성서비스의 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가족, 학교, 직업 등 생

애경험 전반에 걸쳐 있다. 대체로 구술자들은 가족이나 노동시장 등 다른 사회 

제도와 구조에 존재하는 폭력과 부정의의 결과 성서비스를 하나의 자구책으로 

하게 되었다. 성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이 오로지 가족에게 

의존하는 공공성 결여의 사회인 ‘가족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다양한 구조적 폭

력을 고려하는 논의 틀로 확대되어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현 사회에서 성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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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다른 사회구조와의 관계를 밝히는 논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랬을 때, 

성서비스를 불법화하고 단속해 결국 성서비스 여성들을 범죄자로 몰고 이들에

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역할과 위치 설정은 여전히 문제적이며 과정적이다. 가

족 로망스는 개인이 사회구조와 협상에서 탄생한 주체의 위치 또는 그 협상 주

체가 되기 위한 전제일 수 있다. 현재 가족은 사회구조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유

일하게 자명한 지위이자 신분이고 근거이며 그것에 대한 상상이 바로 가족 로

망스가 된다. 린 헌트는 가족적 질서에 대한 무/의식적 상상이 가족 로망스이며 

그것을 사회적 질서로 확대한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서사 분

석에서 가족적 질서와 사회적 질서라는 두 개의 질서가 동형적이라는 린 헌트

의 설명은 다분히 환원론적이다. 왜 가족적 질서가 바로 사회적 질서로 상상될 

수밖에 없는가, 또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가를 질문해야 한다.72) 앞서 살펴보았

듯, 구술자들의 경험과 생애이야기는 우리사회가 공적 영역이 결핍된 ‘가족사

회’이며 그 파생물이 성서비스라는 점을 드러낸다. 향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

지만, 이 논문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생계형 매춘’ 서사가 수용되는 것은 우리사

회의 가족 로망스와 관련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0~30대 성서비스 여성들의 생애이야기는 성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정체성과 재현의 문제를 재고하고, 우리 사회가 이들을 낙인화해 온 ‘매춘 여

성’이라는 재현에 대한 비판적 해체와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그동

안 ‘매춘 여성’은 성서비스를 한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

되어왔다. 이 말은 그 대상이 매우 확정적이라는 효과를 낳으며 광범위하게 사

용되었다. 하지만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만나 면담을 진행하는 연구 과정 전반에

서 과연 성서비스 여성은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 범

주는 현재 성서비스를 하고 있는 ‘현직’ 여성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언젠가 성

서비스를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전직’ 성서비스 여성도 포함하는

가? 그렇다면 ‘한번’이라도 성서비스를 한 적이 있는 여성이라면 모두가 ‘매춘 

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때 성서비스는 금전적 대가를 명시

적으로 주고받는 성거래만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명시적이지 않은 대가성의 성

거래나 친밀한 관계 사이의 성서비스도 포함하는가? 

구술자들은 성서비스를 돈을 버는 일로 얘기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선 그 일

에 대한 부정적 시선, 사회적 낙인 때문이다. 또 이 여성들은 대부분 성서비스 

72)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 까닭은 ‘공공성 부재의 사회’, 

즉 사회의 기능을 가족제도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가족사회’에서 작동하는 가족 로망스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 연구의 현재적 추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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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자신의 삶에서 한시적이고 상황적으로 하는 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도 

기존에 이 여성들을 지칭하는 대표적 범주로 사용된 ‘매춘 여성’은 광범위하게 

통용되며, 그에 속하는 여성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대상을 고정시키고 확정하

는 효과를 낳는다. 우리사회에서 어떤 경우에 특정한 행위나 직업을 기준으로 

여성을 범주화해 왔는가를 생각해보면, 여성을 하나의 ‘고정된’ 범주로 묶는 것

은 해당 여성 집단의 낙인화 효과에 기대고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매춘 여성’이라는 용어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여성집단의 낙인화에 기여해온 단

일하고 확정적인 범주의 관례와 그 정치적 효과를 재고하고 ‘해체’할 필요가 있

다. 

한편 구술자들의 생애이야기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매

우 한정적으로 드러나며 또 비명시적으로 이야기될 뿐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

처럼, ‘매춘 여성’에게 그나마 허용되는 서사는 ‘생계형 매춘’ 서사이다. 그러므

로 이들은 그 서사 전략을 활용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한다. 이는 구술자들이 스

스로를 정당하게 재현할 수 있는 다른 서사와 언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

술자들의 생애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들이 스스로를 가족사회의 구조의 피해자

이며 동시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돈을 벌어온 여성 노동자이고 가난한 

비혼 여성 또는 싱글맘이거나 때로는 규범의 위반자, 즉 소수자라는 다중적이면

서도 유동적인 정체성을 재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술자들의 이야

기에서 다중적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낙인 등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으로 발

화되고 있다. 또 이 다중적 정체성은 극히 소극적인 의미로 이야기될 뿐이어서 

각 정체성이 갖는 의미는 다층적이지 않은 모습을 띠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

기에서 노동자라는 인식은 ‘돈벌이’로서 ‘서비스직’의 ‘일’, ‘직업’, ‘노동’을 수행

한다는 극히 소극적인 의미로 한정될 뿐이다. 이들이 하는 일의 사회적 가치나 

전문성, 보람과 성취 등은 예외적으로만 드러난다.  그나마 성서비스를 그만두

고 사회적 인정의 영역에서 안정적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같은 정체성은 부

정되거나 유보된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은 성서비스 노동을 하는 삶의 모순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여러 경계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임시적 정체성

의 의미를 띨 뿐이다. 

성서비스를 경험한 여성에 대한 재현을 둘러싼 논의는 당사자 여성들을 사회

적 관계와 맥락 내에 존재하는 개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구술자들은 가족관계, 교육, 합법적 고용시장, 친밀한 관계 등 여러 사회

구조가 교차된 다층적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의 정체성은 이 다층적 삶으

로부터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이 가운데 직업에 기반을 둔 정체성은 개인에게 

중요한 정체성이 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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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러 알바와 성서비스에 종사해왔지만 이 직업들은 임시적이며 불안한 일자

리로 대부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다. 따라서 이들 또한 프레카리

아트와 마찬가지로, 일에 기반을 둔 직업 정체성을 갖기 어렵다. 경험은 개인적

인 동시에 사회적이며, 사람들은 항상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맥락 내에서 존재

하기 때문이다(Clandinin & Cinnelly, 2000: 32-33). 따라서 이 여성들을 재현

하기 위해서는 성서비스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조가 교차하는 여러 사회의 

장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럴 때 이들의 삶과 경험을 파편화하지 않고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 성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다중적이고 다층적인 정체성을 인정

하는 것은, 이들 또한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이면서도 개인적

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다층적인 범주와 의미가 교

차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환기하고 확립하는 일이다. 그럼

에도 이 여성들이 단지 성서비스를 한다는 점에서 ‘매춘 여성’이라는 낙인찍힌 

시각으로 재현해왔다. 

이들의 정체성을 성서비스 일로 부여하는 경우에도, 현재 성서비스가 놓여있

는 현실의 맥락과 노동의 성격이 매우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이들의 

정체성은 다층적이고 다중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성서비스는 

특정한 사회관계의 산물이며 사회적 구성물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폭력이

자 피해이거나 쾌락이자 노동이라는 시각으로 왜곡되며 본질주의적 시각에서 

재현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술자들의 생애 경험에는 성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직업 경험이 있으며, 또 거기에는 피해나 노동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이 

존재한다. 또 이 여성들은 폭력과 피해의 경험을 비단 성서비스의 장뿐 아니라 

가족, 다른 직업, 교육의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경험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체성과 재현에 대한 논의는, 각 정체성이 서로 배타적인 것처럼 논의되어온 

경향과 달리, 이들이 동시에 피해자, 노동자, 성소수자일 수 있는 다중적이고 

다층적 정체성을 갖는 개인일 수 있다는 수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용은 이들을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갖는 존재이자 시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

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첫 걸음을 의미한다. 

성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다중적이고 다층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성서비스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서로 보완

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성서

비스는 사람은 결혼제도와 이에 기반을 둔 성규범을 기준으로 볼 때 성소수자

들이다. 이들은 결혼관계 밖에서 돈을 매개로 성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사회 지배적 성규범을 위반하는 위반자이며 동시에 성소수자이다. 

성소수자 정체성의 재현은 매춘하는 사람들이 성소수자로서 정치·시민권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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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과 이점을 갖는다. 지배적 집단에게 불안감을 안겨

준다는 의미에서 위협적인 사람은 자신을 감추라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일부 취약한 소수자에게 다수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서 소수자들에게 이에 대

한 부담을 지게 하는 식의 책임전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차별이다. 다른 사람에

게 위해를 주지 않는 소수자들이 공적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나란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소수자가 공적 낙인을 받지 않

도록 보호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 차별금지법과 증오범죄법에 의지해왔다. 차별

금지법은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금지를 통해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약

속을 표현한다. 또 증오범죄법은 인종 편견, 젠더 편견, 성적 성향에 대한 편견 

등에서 초래된 범죄에 대해 상향 조정된 처벌을 요구한다(누스바움, 

2009[2015]). 그러므로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의 재현은 성서비스를 한다는 이

유로 이들에게 모멸적이고 폭력적 언행을 저지르는 고객을 비롯한 사람들의 행

위를 혐오와 증오에 의한 ‘범죄’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요구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성소수자 정체성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소수자로서 

성서비스 노동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론화의 중요한 토

대가 될 수 있다. 

또 노동자라는 정체성은 성서비스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권리 찾기와 저항하

기를 가능하게 한다. 역사적으로 ‘노동’은 ‘권리와 저항’, ‘연대와 투쟁’의 언어이

며, 노동자라는 정체성으로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고정갑희, 2011: 167). 또 

이밖에도 성소수자, 노동자, 피해자 등 각 범주가 서로 상충하지 않고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들에 대한 

인권 논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는 성서비스를 경험한 당사자 여성이 놓여있는 다층적 맥락과 의미를 

드러내어, 불평등한 사회구조 안에서 삶을 지속해가는 여성들의 힘과 변화를 위

한 실마리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향후 성서비스 노동 경험에 대한 연구는 연령, 

젠더, 섹슈얼리티, 계급 등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기존의 시각을 넘어서는 담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성서비스를 하

는 여성에 대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재현도 더욱 가능할 것이다. 또 이 논의는 

향후 현대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와 친밀성의 욕구 변동이란 주제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 친밀성의 욕구 변동에 대한 연구는 경제 조건의 

변화나 가족을 비롯한 여러 제도의 변화 등 우리사회의 변화 및 개인의 행위와 

상호 연관된 영역으로 확장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이 논문은 구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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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놓인 위기 상황에서 성서비스 노동을 생존전략과 경계 넘기의 차원에서 선

택한다는 점에서 행위성의 측면에서 밝히며, 경계 넘기의 행위는 이들이 지배적 

사회질서나 규범과 다른 관행을 실천하여 부분적이나마 전복성을 내포한다는 

점을 밝히었다. 그러나 이 논의는 향후 성서비스 여성의 일상에 대한 좀 더 장

기적인 여성학적이고 인류학적인 연구로 본격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좀 더 

미시적인 생활세계 연구를 통해,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소비와 일상의 영역

에 대해 분석하고, 지배적 문화와 다른 지점을 의미화하는 문화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이를 통해 성서비스 여성에게 부과되어온 낙인 체계를 구체적

으로 분석하는 시도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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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Life Stories of the ‘Prostitutes’ in 
their 20s and 30s in South Korea:

Another point of view on their job and their 
Survival strategy

Kim, Sook Yi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nalyzes the stories of the women in their twenties or 
thirties,　 who have experienced sexual service labor including ‘prostitution’ 
in Korean society where the neoliberal order has been growing since the end 
0f 1990’s. According to the life stories of the ‘prostitutes’ interviewed for the 
research, this study try to illuminate their sexual service experience in 
another point of view in as much as their ‘prostitution’ might be a part of 
their life experiences. That experience should not be regarded as an isolated 
one.

With this new approach, we would like to not only illuminate the 
meaning and social-cultural context of women’s experience, but also try to 
deconstruct critically and restructure meaning of ‘prostitute’ who have been 
stigmatized so far. 

According to storyteller’s experiences, the violence and unjustice are not 
belong to only  the field of sexual service spaces, but also belong to whole 
life such as family, education and profession etc. These are coming from 
very the organizational contradiction. In this aspect we have to reset 
discourse of sexual service in the point of structural violence, which is 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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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ublicity so called ‘family society’, which means that reproduction relies 
on only family. Only with this approach, we can change the social policy to 
illegalize and crack down sexual services, finally to make women working 
on sexual services with criminals.

The life stories of these women’s raise a necessity to reconsider identity of 
‘prostitute’, to deconstruct the stigma of ‘prostitute’ and to restructure it.  
Argument about their identity and representation should be started in the 
point of multiple identities and multi level perspective that they can be 
victims, workers or sexual minorities at the same time, unlike we believed 
that every identity are exclusive each other.

Also these perspectives expresses that they have justice and subject who 
have a right as citizen with legitimacy and justification. Meanwhile, the 
storytellers have a conflict with moral value and predominant view about 
sex, love and marriage when they involved sexual services. This study is a 
cultural practice to find out the language to express themselves and their 
life correctly who are living with working as sexworker.

Key Words: sexual service labor, sexwork, prostitute, oral history, 
female sexworker, representation, identities, intimate labor, gender 
labor, family society, stigma

Student Number: 2007-3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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