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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가속화 사회의 시간경험에 대한 연구
전문직 여성들의 생애시간 일상적 시간- , ,

가 생성한 시간을 중심으로ICT -
박 지 영

이 논문은 가속화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양상을 고찰‘ ’
한 것이다 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점점 더 바쁘게 느끼고 시간이 부족. 2000 ,
하다고 느끼는 현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고도의 바쁨을 느끼는 전형적인 사례들,
을 대상으로 탐구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도의 바쁨과 시간부.
족감을 겪고 있는 집단으로 밝혀진 대 고학력 전문사무직 기혼여성들의 시간경30 ․
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일상생활의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 바쁨의 감정 시간에. , ,
쫓기는 느낌 등 가속화 사회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시간경험들이 신자유주의적 기
업가 정신과 이를 토대로 개척해 나간 생애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시간경험이 시간량의 관점에서만 연구되는 기존 연구의 지형에 문제

를 제기하고 시간경험을 일상적 시간경험 생애시간 경험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 , ,
한 시간에 대한 경험의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시간경험의 다차원성을 조망해보,
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시간일지 자료 소프트웨어가 자동생성한 실시간 컴퓨터 사. ,
용내역 자료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일상생활에 대한 질적 자료와 생애내러티브,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다차원적 시간경험과 정체성을 조망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
으로는 역사적 시간과 해당 사회의 보편적 시간체계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미래를
향한 행위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슈츠의 이론 해당 장 의 게임의 규칙에 대, (field)
한 감각에 따라 자아의 미래에 대한 관계가 달라진다고 보았던 부르디외의 이론,
정체성과 시간경험이 상호배태적이라고 보았던 젠킨스의 논의 내러티브를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본 리쾨르의 내러티브“
정체성 개념에 기대었다 신자유주의 사회의 권력이 시간경험 형성에 미치는 영” .
향을 보기 위해서는 푸코의 통치성 장치 자기“ ”(governmentality), “ ”(apparatus), “
의 테크놀로지 아감벤의 신성모독 개념을 활용하였다”, “ ”(profanation) .



첫째 참여자들의 생애시간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러티브 정, (life time)
체성 분석과 시간전망 분석을 실시했다 이들이 역사적 시간“ ”(time perspective) .
의 흐름 속에서 정체성을 구성하고 시간전망을 재정비해 나가는 양상을 살펴보,
고 그 사회문화적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나아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아, . ,․
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간전망에 따라 달라진다는 시각에서 생애내러티,
브 자료를 토대로 참여자들의 시간전망 을 분석했다 둘째 일상(time perspective) . ,
적 시간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체계(everyday time) “ ”(temporal regime)
분석을 실시했다 일상적 시간경험이 다양한 시간체계 들 즉 다양한 삶의 영역을. “ ” ,
지배하는 서로 다른 시간사용 규칙들의 복합적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보고 고,
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이 어떠한 시간체계 들로 이루어져“ ”․
있는지 시간체계 들 간의 중첩의 정도와 양상은 어떠한지 시간체계 들이 충돌하, “ ” , “ ”
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어떠한 시간전략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들이 바쁨 의 감정을 느끼는 양상과 그 원인을 알아보았다 셋째 정보, “ ” . ,
테크놀로지가 생성한 시간 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 참여자들의(ICT time)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시간사용 행위를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어떠한 시간체계,
들과 접합되면서 시간경험의 성격을 다르게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들.
을 통해 바쁨과 시간부족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시간의,
망딸리떼는 무엇이며 그것이 공유되고 있는 지형은 어떠한지 그 사회문화적 원, , ․
인과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생애시간 경험은 경제위기, IMF․

전후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로 이행해가던 시기의 한국사회의 역사적 시간과 참
여자 개인의 생애시간을 동시화 한 양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synchronization)
있었다 또한 동시화의 생애시간 경험은 이들이 정체성을 재정비하고 일하는 주. ,
체로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양상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양,
상 계급상승 의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가는 양상을 다르게 만들고 있었다 이를, , .
본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을 수용하는 양상으로 보았고 그 양상이 노동,
의 특성 직업 종사상의 지위 계급화된 젠더의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
보여주었다 특히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중산층의 기표는. , ‘ ’
기업가적 자아로서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해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중산층의 기표를 동원해서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라이프스타일. ‘ ’
과 삶의 질을 일종의 이상향으로서 지속적으로 재설정함으로써 고학력 전문사무, ․



직 여성들은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부족한 것으로서 의미지움 하고 기업가적 자,
아로서 끊임없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자기계발자기변형해 나가고 있었다.․
둘째 이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을 내면화한 이들일수록,

보다 더 많은 시간체계 보다 더 고도화된 시간체계의 영향 하에 형성되고 있었,
다 고도화된 시간체계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일상적 시간경험은 보다 다중적인 성.
격을 띠게 되었고 이는 바쁨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 ․
시간경험은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 삶의 질을 중시하, ,
는 여가소비의 시간체계 젠더화된 시간체계 경쟁사회의 시간체계로 구성되어 있, ,․
었고 이중 가족생활의 시간체계와 여가소비의 시간체계가 다양한 시간들이 복합, ․
적으로 얽히는 경험을 야기하면서 고도의 바쁨을 야기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고도의 바쁨과 다양한 시간체계들이 중첩되는 경험을 가장 집약적으로 하
는 이들은 커리어 가족생활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 가꾸기 등 다양한 삶의 영역, ,
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다중적 정체성을 가진 팔방미인형 능력자“ ”
들이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시간사용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
기여할 수 있는 의미집약적인 활동들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 가 공유되고 있었으며 이를 공유하는 것이 세련된 중산층으로서의 정체성을” ,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소비여가생활의 시, ․

간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기업가로서의 삶을 경영관리해, ․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경험을 보다 심화증폭시키고 있었다 그 양상은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접합되면서 업무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거나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통해 고도화된 여가소비의 시간체계를 보다 더 심화시키․
는 행위들로 나타나고 있었다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을 통해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가 고도화되는 현상은 속도관련 노동 규범을 기업가 정신 을 가진 자율적 노동자“ ”
로서의 정체성으로 내면화하는 경우에 나타나고 있었으며 여가소비의 시간체계가, ․
심화되는 양상은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강한 중산층 의 라이프스타일에“ ”
대한 욕망을 지닌 이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
이 시간경험을 심화시키는 양상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자 하는 이들 시간체계들 간의 갈등과 바쁨을 겪는 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본 논문은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다차원적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양상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가속화 사회의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양상을 모델로,



제시했다 본 논문은 가속화 사회에서의 일상적 시간경험이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
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상품화와 개인화 논리가 급격히 확산되던 시기에 한국사회
의 역사적 시간과 생애시간을 동시화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동시화,
의 경험에 따른 정체성과 시간전망의 재정비 양상이 이후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에
주체화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 시간장치가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을 높이는 시간사용 방식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을 세밀
화고도화할 것을 권유하는 가운데 그 영향 하에 형성된 일상적 시간경험은 보다,․
다중적고밀도인 성격을 띠면서 바쁨을 동반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정보테크놀.․
로지는 다중적고밀도의 시간경험을 보다 심화시키면서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한․
요소로 작동하는 측면과 장치에 대한 탈주체화와 신성모독 의 기회를 제공하는“ ”
측면을 모두 보이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장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사회. ,
적 장 에서 체득한 독립적 주체이자 근대화된 개별자로서의 개인의식이“ ”(champ) ,
신자유주의 사회의 상품화개인화 논리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자본․
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가속화 시간경험 시간 신자유주의 통치성 기업가 정신 자기의 테: , , , , , ,
크놀로지 정체성 전문직 여성, ICT, ,
학 번 : 20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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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변하기도 하고 현실을 바꾸어 놓기도 해요 내 생활에서 시간의 역할은 나의 의식, .
과 관련이 있고 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나의 불안감을 비롯해서,
시간과 내가 맺고 있는 감정적 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또한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변화. ,
하고 존재의 범위가 되기도 해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조적 가치는 앞선 시기가 아닌 현. , ,
재의 나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지각을 가지게 되면 내일 더 초점에 맞춰 삶을 살 수 있. ,
고 지금의 지각은 어제의 풍부한 경험 훈련과 관련되어 있지요 오늘날의 나는 년 전에, , . 10
비해 훨씬 더 현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시간에 대.
처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잉가, 세 치료사 명의 대 딸을 둔 엄마49 , , 3 10 1)

타석에 들어서서 공도 치지 못하고 그냥 나오지 않으려면 자잘한 루타 루타라도 꾸준히, 1 , 2
치려면 매 순간에 죽을 힘을 다해야 되요 홈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한 순간. .
도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고 내 일상은 왜 이런가 싶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것,
도 치지 못하니까요 홈런 루타까지는 아녀도 적어도 게임을 끝내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 3 ,
물장구를 쳐야 되는 거죠 그만큼을 해야 다음 순번에 타석에 설 기회라도 주어지는 거죠. .

씨 세 연구원 명의 미취학 딸을 둔 엄마E , 38 , , 1

장 서론1 .

1 .

이 연구는 가속화 사회를 살아가는 일하는 여성들의 시간경험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속화 속도에 대한 학문적대중적 담론들은 각종 사회변화들과. ‘ ’, ‘ ’ ․
함께 일상생활의 속도가 빨라지고 현대인들이 점점 더 시간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을 지적한다 이러한 관찰들은 사회조사 자료들과도 공명한다 년대를 살아가. . 2000
는 다수의 한국인들은 삶의 페이스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시간부족에,
시달린다고 느낀다 년을 기준으로 세 이상 전 국민의 가 평소 바쁘. 2009 , 10 69.7%
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이는 년에 비해 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2004 1.6 .
또한 대는 시간부족을 호소하는 이가 무려 에 달한다 통계청, 30 84.2% ( , 2010). 시
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수많은 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기에 바쁘다고 느끼는
것일까?
가속화 사회에 대한 논의들은 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

다 하지만 가속화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주목했던 논의들은 가속화가 근대. ,
1) Adam(1995),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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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사회적 구조변동 과정에서 일상생활의 속도가 빨라지는 현․
상으로서 간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Harvey, 1989; Scheuerman, 2001). ,
국 사회에서 바쁨과 시간부족감이 확산되고 일상생활의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의,
근저에는 어떠한 경제사회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는가?․ 삶의 페이스가 빨라진다
는 것 바쁘다는 것은 과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본 연구, ?
를 기획하면서 가졌던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시간경험과 그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한 질문으로 수렴된다 따라서. , 본 연구에서는 일하는 여성들의 시간경험이 형
성되는 양상을 고찰하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바쁨과 시간부족감,
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탐구해볼 연구대상으로는 대 고학력 전문사무직 기혼 여성30 ․

들을 선정했다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 고학력 전. 30 , ,
문사무직 기혼 여성들이 가장 극심한 시간부족감과 바쁨의 감정을 느끼는 집단으,․
로 밝혀진 바 있기 때문이다 박기남 손문금( , 2009; , 2004a; Robinson & Godbey,

이들은 가사와 돌봄의 책임 노동자로서의 역할수행 가족생활을 위한 소1997). , ,
비행위 등 다양한 역할 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여러 개. ,
의 파트타임 직업을 가지고 가사돌봄 노동을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감당해야, ․
하는 노동계급 여성들 역시 누구보다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전문사무직 기혼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 ․
이유는 이들이 노동시간의 증가 소비여가에 대한 열망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등, ,․
시간부족감의 원인이자 가속화 사회의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교차하는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사무직 기혼 여성들이 극도의 시․

간부족을 겪는 이들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시간에 대한 감,
정이 어떠하며 이들이 어떤 시간문화를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 탐구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하는 여성들을 대 고학력 전문, 30 ․
사무직 기혼 여성들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시간경험에 대해서 탐구해보,
고자 한다 국내에서 여성들의 시간을 다룬 연구들은 년대 중후반 이후 시간. 2000 ,
부족시간부족감에 대한 탐구로 시작했고 이들은 시간부족을 맞벌이 가족의 일가,․ ․
족 영역 간 시간갈등의 문제로 조망하고 있다 박기남 유성용 최혜( , 2009; , 2008;
지 손문금 이 연구들은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주관적 시간부족감, 2007; , 2005).
과 절대적인 시간량 부족이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조건에서 생성되는지를 밝혀냈다
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시간부족의 문제를 일가족의 갈등 문제로 한정지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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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논의가 일가족 간 역할 갈등과 남녀 간 불균등한 가사노동 참여라는 전형, ․
적인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구도에서 시간부족감의 내용과 그.
생성 맥락 등에 대한 심층적 탐구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다.
한편 사회과학에서 시간의 문제는 시계시간 차원에서만 탐구되고, (clock time)

있으며 일상생활을 관통하는 다양한 시간들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 .
회과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시간예산 연구들은 시간을 일가족 일,․ ․
여가 등 특정 영역의 활동에 할당된 시간사용량에 국한해서 논의하면서 시계시간,
외의 다양한 시간의 존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시계시간은 인간의 행위. ,
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서 실제 인간의 경험 속에 존재하,
는 다양한 시간 중 하나에 물론 그 비중과 영향력은 여전히 지배적이지만 지- -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간에 대한 연구(Adam, 1990, p. 7). ,
들은 시계시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 외의 시간개념들을 간과해 왔다, .
일하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시간은 일가족이라는 영역 간의 시간배분 양상이 보여․
주는 것 이상으로 훨씬 복잡하고 다중적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은 과거현재․ ․
미래라는 시간지평 타이밍 시간지향 의식의 흐름 등 다양한 차원에서 경험되며, , , ,
역사적 시간 생물학적 시간 우주의 시간 등 다양한 리듬이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Adam, 1990; 1995; 1998).
는 여성과 시간의 문제는 가정과 일터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생활시간 패턴을 통
해 조망되었을 뿐 여성들이 다양한 시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타협하면서 시간, ․
경험을 형성해 가는지는 아직 충분히 탐구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의 다중성과 복합성에 대한 탐구는 일가족생활의 성격이 변화하고 그 경․

계가 모호해지는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새로운 자본주의 생산 체제 속에.
서 일하는 여성들은 시계시간의 선형적 논리 뿐 아니라 유연한 생산양식의 불규,
칙한 리듬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일상적일대기적 시간의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 ․
간다 또한 가족생활 면면에 시장의 논리가 침투하면서 가족생(Leccardi, 2005). , ,
활을 관장하던 시간사용의 논리 역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Hochschild,

선형적 시계시간의 절대적 권력이 느슨해지면서 유연한 생산을 지배하는2005).
시간의 논리가 대두하고 가족생활을 지배하던 젠더화된 시간규범이 동요하는 양,
상을 알아본다는 의미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시간경험은 더더욱 다중적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보테크놀로지는 정보교류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시간을 전환심화시, , ․

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과 연관되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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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와 속도의 연관성은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으며(Virillio,
속도가 일상생활에서 구현되는 양상과 그 영향에 대한 경험적인 연2004[1995]),

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
활동을 동시에 구현하게끔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시간사용의,
밀도를 높이며 시간을 두껍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논의들이 제시되었다 이, (
재현, 2005, 2004; Adria, 2008; Green, 2002).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정보테크,
놀로지가 생성한 새로운 시간을 찾는 데에 그치고 있을 뿐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이 만들어내는 시간이 일상생활과 교차하는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
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시간경험에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행위를 일상생활 속에 위치시키고 시,
간을 전환심화하는 실천들의 내용과 맥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언급하였던 두 가지 비판의 지점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①

시간예산 연구의 시계시간 중심성과 일가족의 이분법적 논의구도 정보테크놀,․ ②
로지와 시간에 대한 논의에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자와 사용 맥락에 대한 고려의
부재가 본 연구가 시작되는 출발선이다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
같은 질문들을 제기한다 고학력 전문사무직 기혼여성들이 일상생활을 관통하. ① ․
는 다양한 시간들을 어떻게 상호조율타협하며 그 과정에서 이들은 겪는 바쁨의,․
감정은 어떠한가 바쁨은 이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그 사회문화적 의미는 무엇? ․
인가 이들의 공통적 시간경험은 무엇이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 , ․
은 무엇인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년대? 2000②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은 어떻게 미래에 대· · ․
한 불확실성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가 이들은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지평 위에서? ․ ․
자아의 존재의미를 어떻게 각인시키며 정체성을 구축해 가는가? 다시 말해 이들,
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시간 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생애시간(historical time) (life

을 구성해 가는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time) ? ③ ․
시간을 배분하는 양상 및 시간에 대한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시간경험을
만들어내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은 크게 세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

본 연구는 시간경험을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인 것으로 개념화하면서 시계시간 중, ,
심적인 시간연구의 지형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시간경험이 일상적 시간 생애시간 사회적 시간 역사적 시간의 다양한 차원의 시, , ,
간들에 대한 경험이 조합되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서로 다른 맥락에서 통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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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적 시간들이 조율타협되면서 형성되는 다중적인 것이라는 시각을 견․
지한다 다시 말해 시간경험은 주체들이 다양한 사회적인 시간들 사이에서 타협. , ․
조율한 결과물이자 역사적 시간의 흐름과 자아의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생애, ․ ․
시간이 맞물려 진행되면서 생성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시계시간을. ,
유일한 시간을 간주하는 기존 연구들의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시,
간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전개되어 나가는 개인의 생애시간 서로 다, , ,
른 사회적 맥락에서 공유되는 사회적 시간 역사적 흥망성쇠와 변화라는 역사적,
시간 등 다양한 차원의 시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인간과 시간의 관계를,
보다 역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일하는 여성의 시간을.
일가족 간 시간갈등의 문제로 조망했던 선행 연구의 지형을 보다 다양하게 만들․
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가속화 사회에 대한 논의들을 비롯하여 근대사회의 구조변동 속에서 정,

보테크놀로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앞선 연구들이 정보테크놀로지의 기
능적 특성을 근거로 논의를 진행하였다면 본 연구는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을 경험,
의 맥락 속에 위치시킨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이 정보테크놀로지가.
시간차원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탐구하였다면 본 연구는 시간경험에서,
정보테크놀로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역으로 접근함으로써 정보테크놀로지가
시간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정보테크놀로지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양상을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생애시간이라는 개념틀을 빌어 주체의 행위를 시간적 방향성,

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내러티브 정체성 분석을 통.
해 신자유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변화가 참여자들이 자아의,
미래를 향해 기투 하고 미래에 대한 시간전망을 조정하면서 생애시간(projection)
을 만들어가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주체가 가진 자.
아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의식에 주목하는 것으로서 시간연구에서는 거의 연구,․ ․
되지 않던 시간에 대한 의식의 흐름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인다는 데 의의가 있
다 또한 정체성 연구 차원에서는 역사적 시간과 생애시간의 흐름 속에 정체성이. ,
변화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시간적 차원과 존재론적 자아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
었던 담론중심적인 정체성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
체성에 대한 논의가 본질주의 대 구성주의 사이에서 비생산적인 이분법적 논쟁을‘ ’
지속했다면 본 연구는 정체성 연구에 시간차원을 더함으로써 정체성이 구성되는,
양상을 보다 역동적인 과정으로 조망하고자 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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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 연구는 시간체계 개념 과 일상적 시간 생“ ” (Kaufman-Scarborough, 2006) ,
애시간 역사적 시간이라는 시간경험의 세 가지 하위 차원에 대한 펠스키, (Felski,

의 문제틀을 차용해서 시간경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이에 접근했다 본2000) .
연구에서 시간경험은 주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시간체계 들 사이에서“ ”①
타협조율하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응집된 결합체이자 역사적 시간과 사회적,․ ②
시간체계들에 대한 인식에 따라 자아의 생애가 전개되는 속도와 방향을 조정형성․
해 나가는 양상을 의미한다 이때 시간체계 는 특정 맥락에서의 시간관련 구조. , “ ” “ ,
실천 시간사용 규칙 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다양한 맥락과 사회의 영역에서, ” .
통용되는 시간의 질서와 감각이 서로 상이하며 한 사회에 다양한 시간의 질서가,
공존하고 있다고 보았던 시간의 망딸리떼 이론 과 미래지향적인“ ” (Le Goff, 1980)
현재의 모든 활동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지식과 규범 등에 의해서 제약을 받으며,
과거는 사회적 지식으로 매개되어 미래지향적인 활동에 새겨져 있다고 보았던 슈
츠의 현상학 이론에 기대고 있다(Schutz, 1971).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양상․

과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시간 차원의,․ ①
시간사용 행위와 바쁨 시간부족감을 비롯한 시간자원에 대한 감정 개인의 생, , ②
애시간 및 역사적 시간의 관계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시간경험 형성에 관여, ③
하는 양상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나아가 일상적 시간 생애시간 역사적 시간. , , , ,
다양한 사회적 시간체계들이 서로 연관되어 형성되는 개인의 시간경험을 총체적으
로 조망하기 위해서 아담의 시간정경 접근법을 취했다 인간 생활의“ ”(timescape) .
다양한 차원 곳곳에 시간이 배어 있고 한 순간에도 시계시간 시퀀스 주기 역사, , , ,
적 시간 등 시간의 다양한 측면이 배태되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시간들의 관계,
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던 시간정경 접근법에 기댐으로써 서로 다른 차“ ” ,
원의 시간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개인의 복합적다중적 시간경험이 형성되․
는 양상을 볼 수 있는 이론적 시각을 마련했다.
한편 본 연구는 한 사회 구성원들의 시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간체,

계들에는 해당 사회의 사회적 권력관계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구가 배태되어․ ․
있으며 주체가 서로 다른 시간체계들 간에 조율타협하는 양상은 주체가 시간체계, ․
들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따라 정체성을 조정형성해 나가는 양상에 따라 달라진․
다는 기존 논의들의 결과를 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 , ․
의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과정에 사회적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며 여성들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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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내면화 혹은 비판적으로 성찰해서 수용하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
참여자들이 시간경험을 형성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권력관계를 구현,
하는 다양한 담론적비담론적 요소들의 체계를 장치“ ”(dispositif)(Foucault,․

로 이에 대한 주체의 비판적윤리적 성찰과 이를 토대로 한 실천들1991[1977]) , ․
을 자기의 테크놀로지 로 보았다 또한 아감벤의 신성모“ ” (Foucault, 1988). , “
독 개념을 활용하여 장치 를 통한 권력의 작동과 주체의 저항적 실”(profanation) , “ ”
천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Agamben, 2010[2005]).

3 .

장에서는 가속화 사회를 살아가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시간경험을2 ․
탐구하기 위한 실마리들을 찾기 위해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다른 시각,
에서 시간의 문제를 탐구했던 연구들을 한자리에 모아 검토할 것이다 시간부족감.
과 일하는 여성들의 시간사용 패턴에 대한 연구 여성들의 젠더화된 시간에 대한,
연구 변화하는 일과 가족 및 이와 관련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시간경험을 이해하기 위. , ․
해서 어떤 지점들에 주목해야 하며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논점들은 무엇인지 알,
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시간경험을 시간에 대한 감정 실천 태도 정체성 자아. , , , , ,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한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써 시간경험을 다양한 시간들이,
결합된 복합적다중적인 것으로 조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세우고자 한다.․

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규명해야 할 의문점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3 ,
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취했는지를 소개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
여성들의 시간 사용양상과 그 맥락 시간자원에 대한 태도와 감정 시간의 흐름, ,
속에서 이들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양상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시간경험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간일지 자료 컴퓨터 사용 로그자료 심층인터뷰 자, ,
료를 활용하였다 장에서는 연구문제와 이에 답하기 위한 자료수집 과정 및 절. 4
차 자료분석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

장에서는 생애 시간 차원의 시간경험을 역사적 시간4 (life time) (historical
과 연관 지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우선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time) . , ․

들의 생애시간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한국 사회의 역사적 사건
과 변화는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나아가 역사적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
자신의 생애과정이 전개된 양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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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간과 생애시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정체성을 구성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
다 나아가 이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온 존재론적 자아의 의미를 다종다양. ,
하게 구성하면서 자아의 시간전망을 확장 혹은 축소하는 양상에 대해 논의할 것,
이다.

장에서는 일상적 시간 차원의 시간경험을 고학력 전문사무5 (everyday time) ․
직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시간체계들 사이의 충돌과 그 사이에 타협하는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이들의 시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 ,
체계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시간체계에 따르는 것이 어떠한 시간사용 행위와 시간,
전략 시간규율을 요구하며 시간과 관련해서 어떠한 감정들을 야기하고 있는지를, ,
알아볼 것이다 나아가 기혼 취업 여성들의 시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
인들로 논의되어 온 젠더화된 시간질서가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에게는 어떠․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앞서 장에서 제시한. 4
생애시간의 경험이 일상적 시간의 경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참여자 유형
별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시간사용 행위와 시간전략 시간. , ,
에 대한 감정들을 아울러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체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조망하고자 한다.․

장에서는 장에서 살펴본 일상적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보테크놀6 5
로지 사용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다양한 시간체계들이 충돌타협하는 양상을 정보테크놀로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심․
화 혹은 완화시키고 있으며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그 양상을 어떻게 조율, ․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을 통해 일상적 시간경. ,
험에서 비중이 강화되는 시간체계는 무엇이며 그 사회문화적 의미는 무엇인지 알, ․
아볼 것이다 나아가 일상생활의 속도가 빨라지게 만드는 주범으로 간주되고 있. ,
는 정보테크놀로지가 과연 속도의 경험을 야기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떠한 시간체계들에 대한 경험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장에서는 장에서 논의한 생애시간 및 역사적 시간 일상적 시간 및 정7 4, 5, 6 ,
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한 시간에 대한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고학.
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생애시간과 역사적사회적 시간 경험은 일상적 시간 경험․ ․
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일상적 시간경험에 관여하는,
양상은 생애시간 경험과 정체성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서로,
다른 차원의 시간경험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다차원적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원리는 무엇인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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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고 나아가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 ․
미치는 양상을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장은 본 연구의 결언으로서 연구결과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며 그8 , ,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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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선행연구 및 이론의 검토2 .

이 장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시간경험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앞선 논의의 지형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 절에서는1 사
회 변화 및 일상생활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른바 가속화 현상이 어, “ ”(acceleration)
떻게 조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속화 현상의 원인과 그. ,
양상은 무엇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가속화가 어떻게 체험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자 한다 절에서는 가속화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시간부족감과 바쁨은. 2
무엇이며 이들이 사회 변화 및 일상생활의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
해서 어떤 시간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기는 다양한 사회변화들에 대처하는 양,

상과 개인마다 상이하다 또한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시간들. ,
사이에서 주체가 조율타협해 나가는 양상은 이들이 지닌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Rosa, 2003; Hassan, 2003). , ․
성들의 시간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경험과 정체성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절에서 다루었다3 .

절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4 ․
시간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
시간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둘째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영, , ․
향을 주는 다양한 시간사용 규칙과 원리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시간체“
계 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할 것이다 셋째 전통적으로 논의되지 않던 새로운 시” . , “
간체계 들은 무엇이 있으며 이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여성” , ,
들의 시간경험을 조망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의 어떠한 측면들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한편 시간체계의 성격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 이해, ,․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행위 양식을 규정하는 담론들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으
며 사회적으로 권유되는 행위 양식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 , 5
절에서는 신자유주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확산된 기업가 정신 의(entrepreneurship)
영향으로 유급노동과 커리어 가족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
다 각종 담론들이 노동자와 어머니들을 주체화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고학력. ,
전문사무직여성들의 일상생활이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으며 이들이 정체성,․
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담론적 지형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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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절에서 살펴본 담론적 지형의 근저에 작동하고 있는 사회적 권력을 설명5
하기 위한 개념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권력이 행위자들에게 수용되고 성찰되는, ,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들을 검토할 것이다 사회적 권력이 시간경험을.
매개로 작동하는 양상을 고려하기 위해서 푸코의 통치성 과 장치 개“ ” “ ”(dispositif)
념을 주체들의 시간전략을 실천으로 조망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서 자기의, “
테크놀로지 개념과 아감벤의 신성모독 개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profanation) .
마지막으로 절에서는 앞서 검토한 기존 연구들이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7 ․

시간경험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에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으며 어떠한,
공백들을 남겨두고 있는지를 정리해볼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가지는 이론. ,
적방법론적 특징과 한계는 무엇인지 논의하고 본 연구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이론적 틀은 무엇인지 소개하고자 한다.

1 .

속도와 가속화가 오늘날 사회를 정의하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사실이 정설로 받
아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화에 대한 논의는 추상적이론적인 수준에서, ․
언급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체계적인 사회학적 분석은 부재한 실,
정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사회변화의 가속화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와 진단은 무수.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가속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이,
명확하게 일치된 개념정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Rosa, 2003, p. 3; Shaw,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화를 하나의 현상으로 언급한 연구들은 가pp. 383~4). ,
속화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사회적 구조변동 과정에서 동반되는 현상이라․
는 사실에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다 하비는(Harvey, 1989; Scheuerman, 2001).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본질이 경제적 과정의 페이스가 빨라지고 가속화되고 따라“ ,
서 사회적 삶이 가속화되는 것 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Harvey, 1989, p. 230),
제임슨은 사적인 시간의 가속화를 후기근대성의 특징이라고 진단하였다(Jameson,
1984, p. 18).
가속화를 하나의 현상으로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

근대사회의 변화와 가속화를 부분적으로나마 언급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가속, ‘
화 현상은 근대사회가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테크놀로’ ․
지의 발전이 중첩적으로 작용하면서 구조변동의 속도 자체가 더 빨라지고 사회, (
가속화 개인의 일상생활의 페이스 역시 빨라지는 일상생활의 가속화 일련의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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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변화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일(Rosa, 2003).
상생활 차원에서 경험되는 페이스와 속도의 변화가 정보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생산
체제사회제도의 변화라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으․
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이 두 차원의 변화는 분리되어 논의되. ,
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이 두 가지 요인들이 가속화를 추동하는 양상을 언급했던.
앞선 논의들을 모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가속화를 정보테크놀로지 발전과 연. ,
관 지어 논의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둘째 생산체제 및 사회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
일어나고 있는 일상생활 차원의 변화들에 주목한 연구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정보테크놀로지 발전과 가속화1)
가속화현상을 다룬 이론들은 정보테크놀로지를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시공간적 거리를 소멸하려는 노력을 구현해주었던 동인으
로 간주하고 있다 세기 교통의 발전으로 여행 시간이 대거 단축되었으며 전신. 19 , ,
전화 라디오 컴퓨터 위성통신 등 전송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동시적즉각적 소, , , , ․
통이 가능하게 되면서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생산관계나 권력행사 그리고 경험, ,
적 세계의 체험들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근대 사회의.
변동에 대한 논의들은 가속화를 테크놀로지와 산업의 발전에 따른 시간과 지리적
공간의 단축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라고 추상적 수준에서 정의하고, ․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 자체를 언급한 기존 논의들은 정보테크놀로지의 도입이. ,
사회실천 커뮤니케이션 구조 생활의 형태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
가져온다는 주장들과 함께 정보테크놀로지 중심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Castells, 1996, 2000; Virilio, 1995).
그 대표격인 비릴리오 는 근대성이 심화되면서 가속화가 진행된(Virilio, 1995)

오늘날의 상황을 극적이고 과장된 수사로 표현했다 비릴리오는 오늘날 사회는 현.
재가 소멸될 정도로 가속화된 결과 일종의 극 관성 의 상태에, “ ”(inertie polaire)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극 관성 이란 극한의 속도로 질주하는 상황에서 지리적. “ ”
공간의 현존이 임계점에 들어선 시점 즉 지리적 공간이 소멸되는 시점을 일컫는‘ ’ ,
다 비릴리오의 비유를 빌면 떠나기도 전에 도착해 있는 여행객 고속 열차를 타. , ,
고 여행하기에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는 승객 한군데 앉아서도 전 세계의 주식,
시상을 넘나들 수 있는 투자자들은 극 관성 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이다 비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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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는 이러한 극 관성 의 경험을 야기하는 원인이 테크놀로지라고 보았다 극“ ” . “
관성 의 상황에서는 테크놀로지의 도움으로 정보의 이동성 은 커지지만” (mobility) ,
인간은 육체적으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상대적인 정지상태 가 된다는 것이다“ ”(relative stasis) (Virilio, 2004[1995],

쪽273~4 ).
나아가 비릴리오는 이러한 경험을 현재의 죽음으로 표현했다 실시간 원격 테, . “

크놀로지들이 시간을 여기와 지금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현재를 죽이고 있‘ ’…
다 우리가 세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현”(Virilio, 2000[1998], p. 117~133). “ ‘
존 하고 있는 것과는 관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연결’(concrete presence) , [
된 여기가 아닌 곳이 우선시 되며 그 결과 인간이 실존적] ”(Virilio, 1997, p. 10),
으로 존재하고 있는 여기 와 관련된 지금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 ’(here) ‘ ’ .
한 논의들을 토대로 비릴리오는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일상화된 현재의 시간은,
더 이상 연대순의 시간 의 일부가 아닌 크로노스코프의 광속(chronological time) , “ (
의 시간 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고 주장) (chronoscopic time)” 했다.
가속화 현상에 대한 비릴리오의 설명은 지극히 테크놀로지 중심적이다 비릴리.

오가 설명하는 극 관성 의 상황 크로노스코프의 시간 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으“ ” , “ ”
로 인해 소통의 속도가 극도로 빨라지고 있는 상황 자체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
인간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변화의 속도 일상생활의 속도를 빠르,
게 만드는 실천들을 추동하는 문화적 가치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정보.
테크놀로지 사용이 가속화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시계시,
간을 비롯한 다양한 시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보테크놀로지 사,
용이 생성하는 속도의 경험이 그 외의 시간들의 영향을 소멸시켜 버리는 것은 아
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현재가 소멸되고 있다는 비릴리오의 주장은 다. ,
중적 시간들의 영향을 동시적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실제 인간의 경험과는 간극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산 은 정보테크놀(Hassan, 2006). (Hassan, 2003, 2006)
로지의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간이 등장했으나 새로운 시간이 우리 사회에,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시간들을 대체한 것은 아니라고 역설했다 하산은 정보테크.
놀로지 자체의 기계론적 시간 대신 인간 사회경제적 영향력 정보 테크놀로지가, ,․
모두 교차하는 맥락에서 형성된 시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하산은.
사용자의 물리적 환경의 시간과는 분리된 네트워크 맥락 의존적인 네트워크 시, “
간 이 근대주의적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정상적인 지배 동학을 변화 하게 만들며” “ ‘ ’ ” ,
네트워크 시간 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시간과 공간을 경험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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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식이 변화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 (Hassan, 2006, p. 52).
합해 보았을 때 일상생활의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은 정보테크놀로지 발전에 힘입,
은 바가 크지만 이러한 속도의 경험이 인간의 시간경험 전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
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속도가 빨.
라지는 현상은 현대인의 시간경험의 일면이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테크,
놀로지 사용이 일어나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맥락과 이를 지배하는 다중적 시간․ ․
들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일련의 연구들은 정보테크놀로지의 등장 자체가 일상생활의,

가속화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테크놀로지의 도입과 사회구조 및 문화의 변
화가 중첩적으로 생활리듬을 가속화시키며 역으로 생활리듬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새로운 정보 테크놀로지의 도입을 낳거나 사회문화 차원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
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렇듯 정보테크놀로지 사용과 사회문화적 변화가 상호유. ․
기적인 연관성을 맺으면서 가속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며 가속화는 근대성이 심,
화되면서 일어나는 변화의 한 부분이자 근대성의 주요한 특성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Gane, 2006; Rosa, 2003; Giddens, 1991, 장5 ).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속도가 빨라지는 현,

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보 테크놀로지가 일상생활의 시간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둘째 사회 구조적인 변화들로 인해 시간경험이 어떻게 변, ,
화하고 있는지를 이원적으로 살펴보고 이 두 요인들이 야기하는 경험을 종합적으,
로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금까지는 가속화 현상을 정보테크놀로지의 발전.
이라는 시각에서 조망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시간경험에 영향을 미치. ,
는 사회구조적인 변화들은 무엇이며 그 영향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

사회변화 가속화의 경험적 척도 일가족 체제의 변화2) : ․
가속화를 야기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서 기존 연구들은 세기 이래 근대사회의 생산재생산 구조로 기능해 오던 남성, 18 ․
의 수입노동 여성의 재생산 노동이라는 일가족 체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 ․
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속화 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촉구하고 있는 연구들은.
사회과학에서 사회구조의 변화는 생산재생산이 조직화되는 방식 즉 일가족 체계,․ ․
의 변화를 통해 경험적으로 측정되어 왔으며 일상생활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사,
회구조적인 요인으로서 일가족 체계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성을 역설했다(R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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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주의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시계시2008, 2003; Wajcman, 2008, p. 63).
간을 통해 노동규율이 이루어지고 일터와 가정이 공간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한 이,
래로 일가족 체계는 남성이 유급노동을 수행하고 여성이 남성의 노동력 재생산, ,․
을 담당하고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근대적 성별분업 모델을 토대로 작동해 왔다.
하지만 성별분업을 토대로 한 근대적 생산재생산 체제가 더 이상 안정적인 모델, ․
로서 작동하고 있지 못하며 그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빠른 속도로 증,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2)

서구 사회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년대부터 시작되어 년대 초부터, 1950 1970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안정옥 미국의( , 2002; Coontz, 2009/2005, p. 423~449).
경우 년대 전 세계적인 경기 후퇴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임금과 직업 안정, 1970
성이 감소하게 되었고 여성들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본격,
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년대 이후 발생(Coontz, 2009/2005, p. 423~449). 1970
한 경기위축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노동시장 재구조화가 노동 안정성을 급감시켰
고 그 결과 남성 부양자 모델로서 가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다 남성부양자 중심의 근대적 일가족 체계의 와해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 ․
상생활의 가속화를 낳고 있다고 보는 연구들은 이러한 변화가 매우 짧은 시간 동
안에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산업 자본주의가 등장하던 세기 이래로 남성이 생. 18
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정에서의 재생산을 담당하던 일가족 체제가 여 년 지300․
속되었던 반면 그 체제가 약화되면서 여성이 가족의 공동부양자가 되었던 변화는,
불과 여 년 간의 일이라는 것이다40 .3) 이렇듯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사회,
가속화와 테크놀로지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테크놀로지 가속화가 함께 작용하면
서 일상생활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반적인 삶의 방식 중 하나로 자,

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년 경제 위기 이후이다 배은경1997 ( , 2007).
2) 서구 사회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년대부터 시작되어 년대 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 1950 1970

였다 안정옥 쿤츠는 년대 전 세계적인 경기 후( , 2002; Coontz, 2009/2005, p. 423~449). 1970

퇴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후 년에 걸쳐 실질임금과 직업 안정성이 감소하게 되면서 가정20

경제가 압박받게 되면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본격화되었음을 역사적 자료들을 재구성해서

보여주었다 안정옥 역시 미국사회에서 년대 이(Coontz, 2009/2005, p. 423~449). (2002) 1970

후 발생한 경기위축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노동시장 재구조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가시켰다

는 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했다.

3) 서구의 경우는 와 에 따르면 년 사이 미국OECD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 , 1960~2000 ,

영국 스웨덴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년 세 이하의, 20% . , 1975 2

자녀를 둔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였으나 년대 후반 같은 조건의 여성 중37% , 1990 2/3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박수미 쪽에서 재인(Klerman & Leibowitz, 1999, , 2006, 15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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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성별 분업을 토대로 한 일가족 체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기혼 여,․
성들의 노동시작 참여율은 지난 년 사이 실제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 기혼10 . ,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년1980 , 1985

에서 년 년 에 달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여성41.9% 2004 48.7%, 2009 47.5% ( ,
통계 통계청 홈페이지 사회 구조 변화의 가속화를 일가족 체계의 변화라고DB; ). ․
보았을 때 한국 사회에서는 근대적 성별분업 체계가 년 경제 위기 이후 급, 1997
격히 붕괴되면서 사회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성별분업을 토대로 한 근대적 생산재생산 체계가 빠른, ․

속도로 와해되는 사회변화는 개인의 개개인들의 일상 속에서는 시간부족감과 바쁨
의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연관성은 무엇이며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
시간부족감과 바쁨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2.

기존 연구들은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기는 일상생활의 시간차원의
변화를 두 가지 측면에서 조망했다 첫째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한계에 직면하면. ,
서 근대적인 일가족 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사회적 차원의 변화가 일․
상적 차원에서는 시간부족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일가족 체. ․
계의 변화와 함께 가족 단위 혹은 개인 단위의 노동시간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개인의 여가 시간과 가족과의 시간이 압착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compressed)
지적했다 안정옥 안정옥( , 2002; Bianchi et al., 2006; Hochschild, 1997). (2002)
에 의하면 가족 단위의 총 노동시간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가족들은 성인남녀가,
노동시간을 바톤터치 하거나 가정 내의 일들을 외주를 주고 노동시간 외의 시간, ,
들에도 적은 시간에 더 큰 효과를 낳기 위해 가족의 생활에 품질관리적 시간 개‘ ’
념을 도입하는 등 가족생활을 가속화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결론적으로 경제. ,
상황의 변화로 일가족 체계가 변화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가족생활 역시 가속화되,․
었다는 것이다 안정옥 장 참조 이러한 변화들은 시간을 효율성의 원칙( , 2002, 6 ).
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희소한 자원으로 보는 인식들을 확산시켰고 여가와 가족,
생활의 압착은 시간부족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듯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의. ,
변화에 따른 일가족 체계의 변화는 개인 수준에서는 일상생활의 페이스의 변화와․
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경험된다 즉 일가족 체계의 변화라는 사회경제적 차. , ․
원의 변화가 일상적인 시간사용과 시간자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구현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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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근대적 일가족 체계 와해가 가지는 시간차원의 또 다른 의미는 이러한, ․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 보다 근원적인 원인과 관련이 있다 년대를 전후로 자. 1970
본주의 체제의 이윤창출능력의 근본적인 한계가 급격히 표면화 되면서 이러한 경,
제체제의 문제를 봉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노동의 유연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변화는 개인의 삶 속에서는 직업 안정성의 감소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차원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고 존재론적 안,
정감을 상실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번 절에서는 경제사회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야기된 시간차원의 변화로서․

첫째 시간부족감에 대한 논의들과 둘째 개인이 느끼는 존재론적 불안감이 야기, , ,
하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들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부족감 과 바쁨1) (time scarcity)
근대적 일가족 체제의 변화 및 이와 더불어 일어난 경제사회적 변화는 일가․ ․ ․

족여가소비 생활을 이행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시간부족감의 문제를 다룬.․ ․
연구들은 이러한 경제사회적 변화들이 개인의 경험차원에서는 시간부족감(time․

시간압착 시간에 쫓기는 듯한 느낌scarcity), (time squeeze), (time harriedness),
서두르는 느낌 바쁨 사회 조류에 뒤처지는 듯한 느낌(feeling rushed), , (feeling of

권태로움 육체의 피곤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belatedness), (ennui),
했다 이번 소절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시간부족감으로 대표되는 위의 감정들에 대.
해서 어떠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선행연구들은 시간부족감과 바쁜 느낌 시간압박감 등의 원인을, ,
밝히는 작업에 집중하였다 이들 연구는 크게 사회구조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사회구조적 변화 차원의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가,
운데 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시간부족감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90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근대적 일가족 체계의 변화가. ․
진행된 초기에는 사회구조적 변화가 일상적 시간차원에서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
지를 살펴보는데 그쳤던 것이 점차로 이러한 변화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시간자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 시간사용에 대한 규범 시간사용을 지배하는 사회, ,
적 가치 등이 시간사용을 지배하는 문화로서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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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간부족감을 사회구조적 변화 차원에서 조망하는 연구들은 일이 조직되,
는 방식의 변화 일가족 체계의 변화 등 생산재생산이 조직되는 방식의 변화 및, ․ ․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가 일상생활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연구.
는 긴 노동시간 여성들의 이중부담(Hochschild, 1997; Jacob & Gerson, 2004),

노동의 성격 변화(Thompson, 1996; Hochschild, 1997), (Garhammer, 1995;
등이 시간부족감의 원인이 된다는Tietze & Musson, 2002; Hochschild, 1997)

것을 보여주었다 근대적 성별분업 체계가 급속히 와해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 증가하면서 개인의 여가 시간과 가족과의 시간이 압착 되고 일상(compressed) ,
생활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이다 안정옥( , 2002; Bianchi et al., 2006; Hochschild,
1997; Jacob & Gerson, 2004).
예컨대 자콥과 거슨 은 맞벌이 가구와 한 부모 가구, (Jacob & Gerson, 2004)

의 증가로 인해 가구개인이 유무급 노동에 할애하는 총 시간이 증가하였고 그,․ ․
결과 야기된 여가시간의 상대적 감소가 시간부족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간예산
자료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또 다른 연구들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가족생활이 영위되는 방식과 시간에 대한 기대가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일가. ․
족 체계가 변화하면서 가족생활에서 시간은 희소한 자원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대,
두하였으며 가족생활 역시 효율성에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하였,
다는 것이다 안정옥 장 참조( , 2002, 6 ).
둘째 시간부족감을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

양한 활동들에 대한 인식과 활동열망 바쁨의 감정이 지닌 사(Southerton, 2003),
회문화적 의미(Lilleaas & Fehrvonder, 2001; Lilleaas & Wilderberg, 2006,․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과 실천 등의 문제에 주목2001), (Southerton, 2007, 2003)
했다 기존 연구들은 시간부족감을 야기하는 요인으로서 여가와 소비활동에 대한.
열망을 꼽고 있다 쇼어와 린더는 소비에 대한 열망과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노,
동자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
다(Linder, 1970; Schor, 1998). 전지구적 자본주의가 소수 부유층의 라이프스타
일을 핵심 소비자 준거집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노동자들․
은 일과 소비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시간압착 을 낳게, “ ”(time squeeze)
된다는 것이다(Schor, 1998). 이러한 지적들에도 불구하고 여가소비 활동에 대한, ․
열망이 시간부족감 시간압착을 야기하는 양상에 대한 연구들은 인상평 수준에 그,
치고 있으며 이러한 열망들이 시간압착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양상과 맥락에 대한,
경험적인 탐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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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 많이 일하고 많이 소비하고 즐기는 생활이 긍정적인 가치를 얻고 활, , ,
발한 여가활동이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면서 분주함과 바쁨에 대한 심미적,
이해 역시 더불어 변화하고 있다 시간부족감의 문화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들은.
속도를 중시하는 시간문화가 확산되면서 빠른 속도로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하는 것
이 사회문화적인 규범적 가치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릴리아스와 윌더버.․
그는 오늘날 시간부족감과 바쁨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누가 더 피곤하고 누구의 피로감이 더 합당한지를 두고 부부 간에 일종, ,
의 피곤 경쟁을 하는 것이 부부 간 대화와 싸움의 가장 빈번한 주제가 되고 있음‘ ’
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쉬지 않고 바쁘게 일하는(Lilleaas & Wilderberg, 2001). ,
것이 덕이 되는 노동시간문화에서 육체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
한 것이며 피곤하고 몸이 아픈 것을 원래 나의 상태 로서 자연스, “ ”(the way I am)
러운 육체적 상태로 인식하는 변화 역시 일어나고 있다(Lilleaas & Fehrvonder,

에서 재인용 이렇듯 오늘날 바쁨과 분주한 삶은 자연스2001; Wilderberg, 2006 ). ,
러운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구의 연구들은 바쁘고 분주한 삶이 사회적 지위 계층의 상징이 되는 현상이,

대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거슈니는 세기 말에는 여가가 명예의 상징이19
었다면 세기 초의 새로운 상층 노동계급에게 바쁨이 명예의 상징이 되고 있다, 21
고 지적했다 또한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서는 바쁘고 분주한 삶(Gershuny, 2005). ,
으로 인한 피곤함과 만성질병을 당연시하는 시각이 만연해 있다(Wilderberg,

중산층의 경우 지속적인 자아발전을 자극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2006).
많아서 자아발전의 신화에 몰입하여 자신이 일터의 요구에 따라 착취당하고 있다,
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육체가 과로의 상태가 될 때 까지 일에 몰두한
다는 것이다(Wilderberg, 2006, p. 115).
이러한 양상은 일상생활의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단순히 사회 구조적인 변화

로 인해 유급노동 시간이 늘어나고 가족여가 생활에 할애할 시간이 축소되는 산, ․
술적인 차원에서만 조망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연구는. 현대
인이 겪는 시간부족감의 이면에는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
앞선 연구들은 오늘날 바쁨을 추동하는 원인에 대한 논의를 이론적 수준에서 풀어
내거나 단편적인 인상평을 통해 현상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고, . ,
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시간경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시간부족감의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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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진 시간규범 시간사용에 대한 이데올로기 자아발전의 신화 등이 어떠하며, , ,
시간부족감으로 이어지는 양상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사회변화의 가속화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은 개인의 삶 속에서

는 시간부족감 바쁨으로 구현된다 사회변화의 가속화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또, .
다른 영향은 개인이 자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자신의 생애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미래가 어떻게 전. , ,
개될지 예측을 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시간 부족감에 대한 연구들이 시간을 자원으로 보고 있다.
면 일부 소수의 연구들은 역사적 시간의 흐름과 자아의 인식론적 차원에서 논의,
하고 있었다 오늘날 사회가 탈전통화 되고 제도의 안정성이 붕괴하게 되면서 개. ,
인들은 존재론적 불확실성 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자신의 미래에(uncertainty) ,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Leccardi, 2005; 2006).
산업사회가 인간의 시간을 추상적인 단위 체계로 변형시키고 시간을, 구획화동․

시화했다면,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생산체계가 재구조화되고 유연해지면서 속도 즉,
각성 불연속성 시간의 파편화 등이 일상적인 시간경험이 되고 있다, , (Leccardi,

이러한 맥락에서 일련의 연구들은 가속화 사회에서의 시간경험을2005; 2006).
사회변화의 속도 생애시간의 속도 등 사회의 시간과 자아의 시간의 관점에서 논,
의하고 있었다 사회의 시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식은 개인이 자신의 생애가.
전개되는 속도에 대해서 불안감 초조함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는 등 다양한 양상,
으로 개인의 시간에 대한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대 후반의 세상사의 흐름이 더. 20
더욱 빨라지는 반면 자신들이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삶의 이행
은 점점 늦어진다고 느끼며 그로 인해 자신이 세상에 뒤처지는 듯한 느낌, “ ”(a

을 경험하고 있었다feeling of ‘belatedness’) (Leccardi, 2005, p. 134).
이렇듯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미래는 더 이상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들은 장기적인 인생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고 일상생활은, ,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영역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년대까지. 80
는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는 문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날은 사회와 경제의 속도가 빨라지고 미래를 예측예상하는 것이 어, , ․
려워지면서 일상생활을 빠르고 유연하게 꾸려가는 것이 사회적 요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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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 2003 킹은 이러한 변화를 세대 간의 시간투쟁이라는 관점). (King, 2010)
에서 분석했다 킹은 사회가속화 현상이 개인의 주관적 관점에서는 생애 시간. (life

의 유한성을 보상받기 위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면서 중장년층노년층이 젊은time) . ․
세대의 현재 중심적 시간지향성을 가지게 되는 현상에 주목했다 중장년층노년층. ․
이 젊은 세대와 마찬가지로 현재 지향적이 되고 노년기로 이행하는 속도를 지연,
시키려고 하면서 세대 간의 생존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킹의 연구, . ,
는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장년층노년층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되며 그 결과 이들이 사회의 후면으로 물러나고 젊은이들,
이 그 자리를 이어받는 세대 간 이행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안정적인 사회제도에 근거하, ,

여 루틴을 수행하는 것이 존재론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근대적인 정체성 형성 메
커니즘이 균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의 탈전통화 사회변화의 가속화와. ,
함께 주체의 생애가 전개되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
연구는 시간에 대한 논의를 시계시간과 자원으로서의 시간개념에 한정시키지 않
고 역사적 시간과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자아의 존재론적인식론적 시간으로 논의, ․ ․ ․
의 지평을 확장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사회변화의 속도를 쫓아가는. ,
개인들이 사회변화라는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지난 여 년간 빠른 속도로 신자유주의 사회로 이행해온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10
이들의 시간경험을 어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가
진다 하겠다.
지금까지 가속화를 현상으로 조망한 논의들이 가속화 현상을 어떻게 규정했는

지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서 개인들이 어떠한 시간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사회변화가 빨라지고 이와 더불어 일상생활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 ,
화 현상은 정보 테크놀로지로부터 유발되는 단선적인 사회변화가 아니라 근대성,
이 심화되는 과정의 일부로서 사회적 차원의 변화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상이라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절에서는 일상생활의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의 원인으로. 1
주목된 정보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근대적 생산재생산 체계의 변화들을 간단히 짚․
어보고 이러한 변화들이 두 가지 차원에서 개인의 시간 경험으로 구현되고 있다,
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을 살펴본 결과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 ․
시간경험을 탐구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함의를 지니는 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정
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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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속화 시대의 시간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수행,
하는 속도의 변화 시간관리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사회 가속화로,
인해 생기는 개인의 생애 시간의 변화 역사적 시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관장하는,
거시적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들은 근대사회가 심화되는 과
정에서 개인들이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느끼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
에서 시간부족감이 야기되며 자아의 미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다는 것을,① ②
보여주고 있었다 사회변화의 가속화가 생성하는 개인의 두 가지 종류의 시간경험.
은 시간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선 시간부족감은 자원으로.
서의 시간 개념을 기본 가정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시계시간 수량화된 시간 개, ,
념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아의 미래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 , ,
한 불확실성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자아의 의식의 차원에서 시간경험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시간경험을 탐구하기 위. ․
해서 시간 개념을 시계시간에 한정시키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둘째 가속화 시대의 시간경험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들을 배치조율, ․

하는 등의 시간사용 행위 차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규범과 이데올로기적
차원에 대한 동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바쁜 삶이 바람직한 삶으로 동.
일시되고 끊임없이 성취하면서 발전과 혁신을 모색하는 삶이 이상적인 인간상으,
로 숭앙되는 오늘날의 문화는 일상생활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하는 여성들 역시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고학력 전문사무직, . , ․
여성들의 시간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기
존 연구들에서 시간부족감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여가와 소비활동에
대한 열망이 이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가속화 사회에서 여성들의 시간경험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

제사회적 구조변동에 따른 시간경험의 변화와 정보 테크놀로지 사용이 야기하는․
시간경험의 변화를 유기적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가속화의 동.․
인으로 사회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가족생활의 압착 소비여가에 대한 높은 열망 등이 시간부족감 바쁜, ,․
느낌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 정보테크놀로지가, . ,
인간과 시간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주목한 연구들은 사회 구조적 변동
과 함께 생겨나는 일가족소비여가 등의 성격이 변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정보,․ ․ ․
테크놀로지의 등장으로 인해 생성되는 새로운 시간의 특징에만 관심의 초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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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하지만 경제사회적 변화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둘다 개인의 시간경. , ․
험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고학력 전문사무직여. , ․
성들의 시간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일상적 삶의 영역의 활동들이 어떠
한 양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어떻게 작용하,
고 있는지를 상호 유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

절에서 살펴본 근대적 생산재생산 체계의 변화와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가속1 ․
화는 일하는 여성들에게서 농축되어 나타난다 이들은 근대적 성별 분업 모델이.
와해되었지만 돌봄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지고 있는 이들로서 일과 가, ,․
족에 대한 이중부담으로 인해 만성적인 시간부족감에 시달리는 이들이다 그렇다.
면 일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이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간전략을 구,
사하는가 이러한 과중한 노동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에너지를 충전? , ․
하기 위한 휴식 및 여가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절에서는 일하는 여성들의? 2
시간부족감과 바쁨에 대한 논의를 간략히 개괄하고 이들이 구사하는 다양한 시간,
전략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국내에서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이른바 맞벌이가 새로운 가족생활의 양‘ ’
식으로 정의되기 시작한 것은 년대 초반의 일이다2000 (Park, 2008).4) 한국사회
에서 시간부족감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 역시 같은 시기의 일이
며 이는 유무급 노동의 근대적인 성별분업 모델이 해체되면서 시간부족감이 하나, ․
의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손문금 유성( , 2004a, 2004b;
용 박기남 조주은 최혜지 시간부족감을 양적질적으, 2008; , 2009; , 2008; , 2007). ․
로 분석한 연구들은 유급노동과 가사돌봄 노동의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일하는․
기혼 여성들이 높은 시간부족 인식을 나타내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강혜(
련임희정 박기남, 2000; , 2009; Folbre & Bittman, 2004; Hochschild, 1989;․
4) 은 경제위기가 발발했던 년대 중후반부터 년대 중반까지의 맞벌이를 주Park(2008) IMF 90 2000

제로 한 한국 미디어 담론들을 분석한 결과 년 이후 맞벌이 담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 2000

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맞벌이가 하나의 가족생활 양식으로 정의되기 시.

작한 것이 년 이후의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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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및 국내Jocob & Gerson, 2004; Mattingly & Sayer, 2003; Schor, 1991).
연구들은 일하는 여성들은 가사돌봄 노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성들이․
나 유급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전업주부들에 비해 유무급 노동시간을 합친 총 노, ․
동시간이 가장 길고 자유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높은 강도의 시간부족감
을 겪는다고 주장했다.5)6)
또한 기존 연구들은 일하는 여성들의 시간부족감이 교육수준 직업위세 및 직, ,

종 유급노동이 이상적인 노동자규범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들 결과를 요약하면 남성 및 전업주부들. ,
에 비해 일하는 여성들이 보다 높은 양적질적 시간부족감에 시달리며 그 중에서, ,․
도 고학력일수록 전문직사무직 등 직업위세가 높고 고소득일수록 고도의 시간부, ․
족감에 시달린다고 할 수 있겠다 박기남 손문금( , 2000; , 2004a; Clarkberg &
Moen, 2001; Hammermesh & Lee, 2003; Jacobs & Gerson, 1998; Robinson &

직업위세가 높고 소위 좋은 직업 일수록 커리어와 업무에 대한Godbey, 1997). , “ ”
헌신을 요구하기 정도가 높기 때문에 전문직관리직전문성을 띤 사무직 종사자들, ․ ․
이 보다 높은 강도의 일가족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도의 시간부족감을 경험하는 일하는 여성들은 어떠한 시간전략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
일하는 여성들의 시간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수렴되고 있었다 첫째는 제한된 시.
간 안에 더 많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미세전략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5) 일하는 여성들은 가사돌봄 노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성들이나 유급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전업주부들에 비해 총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 손문금( , 2004).1) 손문금 에 따르면 맞(2004) ,

벌이 가구의 여성들의 일일 총 노동시간은 맞벌이 가구의 남성들보다 약 분 길고 전업주부110 ,

들에 비해 분 더 길다 손문금166 ( , 2004, p 177).

6) 여성들의 이중부담은 서구에서도 그 상황이 다르지 않다 서구의 경우 부부가 모두 정규직으로. ,

일하면서 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취업여성들의 경우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아6 ,

내들이 남편보다 주당 시간 년에 한 달을 더 노동하는 셈이 될 정도로 맞벌이 가구의 여성15 , 1

들의 의무노동 강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혹실드(Hochschild, 1989, pp. 36~47). (1989,

는 미국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에쓰노그래피를 통해 여성들이 유급노동이 증가한1997) ,

만큼 남성들 역시 같은 속도로 변화하여 가사돌봄 노동의 영역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남성,․
들이 느리게 변화하면서 맞벌이 가구의 여성들이 시간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혹실드.

는 여성의 유급노동으로 인한 부부의 총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현상을 제 혁명“ 1 ”(the first

가족 내에서의 시간이 단축압착되는 현상을 제 혁명 라고 지칭한shift), “ 2 ”(the second shift)․
다 혹실드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결국은 사랑하는 이들과 양질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조치.

들을 취하는 제 혁명 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면“ 3 ”(the third shift) .

서 여성들의 노동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돌봄의 책임에 대한 압력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일방적으

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느끼는 시간경험은 시간의 빈곤화 로 표현되기도“ ”

했다(Hooyman & Gonyea,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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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멀티태스킹 시간압착 전략 조주은. (Sullivan, 1997), ( , 2009; Hochschild,
일정의 꼬리 잇기 전략 시간사용1997; Tietze & Musson, 2002), (dove-tailing)

방식( 등이Glennie & Thrift, 1996; Haddon, 1998; Felstead & Jewson, 2000)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전략들은 소소한 방식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결국 일,
하는 기혼 여성들이 활동을 세부단위로 나누고 재조합하여 시간의 효율성을 극대
화하는 방식으로 시간사용을 테일러 주의화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Taylorization)
것이었다 즉 동시에 여러 활동을 수행하며 멀티태스킹 행동(Hochschild, 1997). , ( ),
을 재촉하고 서두르면서 시간을 압착 해서 수행하는 것 시간압착 전략(squeeze) ( ),
비어있는 시간이 없이 활동들을 사이사이 끼워 넣는 방식 일정의 꼬리 잇기 전략( )
등은 일하는 여성들이 경제활동과 돌봄가사 노동을 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용․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미시적 차원의 시간심화 전략들이 시간부족감 시간에 쫓기는, ,

느낌을 악화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예컨대 서더튼 은 시간에. , (2003, 2007)
쫓기는 느낌 이 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정해진 단위 시간 틀(harried-ness) ,

안에 여러 활동을 할당하거나 시간사용의 밀도(time frame) , (temporal density)
가 서로 상이한 활동을 함께 스케줄링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서더튼의 사례들은 가족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거나 여가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등 이른바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콜드 스팟 을 확보하기 위해, “ ”(cold spots)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기며 정신없이 바쁜 핫 스팟 을 겪고 있“ ”(hot spots)
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하는 기혼여성들을 단순히 일가족의 이중부담의 굴레에 매. ․
여 있는 이들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시간심화적 행동들과 시간자원을 통,
제하려는 실천들을 사용하는 맥락을 볼 필요성을 제기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일하는 기혼여성들이 시간을 압착해서 사용함으로써 확보하고자 하는 콜드. “
스팟 은 어떠한 목적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시간사용 행동을 고도로 합리화미세화” ? ․
하는 전략들은 무엇을 위해서 구사되는 것인가 앞 소절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 ,
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시간사용 양상 시간전,․
략을 살펴보고 이들이 다양한 활동들 사이에서 어떠한 활동에 보다 가치를 부여,
하고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둘째 일하는 기혼여성들 중에서도 중간계급 여성들은 시간부족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가사노동을 “사소화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조주은” ( , 2009;
중간계급의 일하는 여성들은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Gregson & Lowe, 1995).

필요한 활동 중 청소 빨래 등의 단순반복적 가사노동이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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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이를 사소화 함으로써 가족생활을 보다 양질의 시간으로 만들고자 하고, “ ”
있었다 중간계급이자 화이트칼라 직종의 기혼여성들은 가사노동이 누구나 할 수. “
있는 단순 업무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족들과의 소통과 친밀감을 위한” ,
양질의 품질관리적 시간 을 확보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외주를 통해 해결하고 있“ ”
었다 조주은( , 2009, pp. 227~8).7) 가사노동 사소화 전략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
이 증가하면서 절대적 가용시간이 부족해지고 양질의 시간 을 보, “ ”(quality time)
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가담론이 확산되면서 중간계급 여성들을 중심으로
확산된 전략이었다 그렉슨과 로위는 양차대전 사이 기(Gregson & Lowe, 1995).
간에 사라졌던 가사노동 서비스가 년대 초 영국에서 재등장 한 현상이 여80~90
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와 중산층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여가가 재정의 되었던 경제․
사회적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분석했다(Gregson & Lowe, 1995).
이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일하는 기혼 여성들이 구사하는 시간관리 전략들이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여가 산업의 성장이라는 거시적인 변화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시간경험을 맥락화, ․
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예컨대 가사노동을 희생하는 대. ,
신 가족중심의 여가활동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사실 가(Gregson & Lowe, 1995),
족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시간전략을 구사하는 양
상 등은 앞서 절에서 살펴본 소비여가생활에 대한 열(Southerton, 2003, 2007) 1 ․
망이 높아지면서 시간부족감이 생성된다는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앞선.
연구의 결과들은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시간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이․
구사하는 시간전략과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이 어떤 활동들에 안배되는지 이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열망이 어떠한지를 분석의 중요한 지점들로 염두에 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시간부족감과 시간전략에 대한 논의들에서 시간은 자원으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시간부족감은 자원으로서의 시간이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
한 열망과 필요성 대비 부족하다는 느낌이며 일하는 기혼 여성들이 구사하는 시,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역할에 대한 시간 투입이 다른 역할을 위한 시간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

문에 일하는 여성들은 일과 가족 사이의 시간배분에 대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차성란 이들은 자녀를 돌보거나 남편을 내조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는( , 1998).

죄책감 직무수행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겪기도 했다 김혜원김명소 또, ( · , 1998).

한 병행하기 쉽지 않은 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간부족의 경험은 우울감, (Pina &

낮은 결혼 만족감 김혜선 노동체제에서 배제되거나 주변화 되면서 다Bentson, 1995), ( , 1982), “

른 사회적 소속으로부터도 멀어지는 부정적 개인주의 안정옥 쪽 등”(Castel, 2003; , 2006, 86 )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 주체형성을 야기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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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전략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열망을 가진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들이다 하지만 이러. ,
한 자원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감정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실천들이 시간경험의 전
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까 다음 소절에서는 일하는 여성들이 생애과정?

이 전개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의 타이밍 을 조율하(life-course) (timing)
는 양상 즉 생애시간 전략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소절에서 살
펴본 시간부족감에 대한 논의가 절대적객관적인 시계시간을 토대로 한 시간자원․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면 다음 소절에서 살펴볼 논의는 기억기대를 통한 과거, ․ ․
미래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현재의 행위와 전략이 이루어진다는 일종의 의식론적․
주관적 차원의 시간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8)

2.

한 개인의 생애과정은 어떠한 목표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떠한 사회구,
조적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일상적인 생활시간은 개인의 생애라는 하나,
의 프로젝트 안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 소절에서 일하는 기혼
여성들이 일가족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시간부족과 시간에 쫓기는 느낌에 시달리․
며 다양한 시간 절약압축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고학력 전
문사무직 여성들의 시간경험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기혼여성․
들의 생애시간 전략을 보여주는 커리어 전략과 노동시간 전략에 대한 논의들을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8) 서구 철학사를 거치면서 시간에 대한 이론은 크게 우주론적 시간론과 의식중심의 시간론으로 발

전해 왔으며 이러한 이분법적 패러다임은 오늘날 사회과학 분야의 시간연구에서도 이어지고 있,

다 두 패러다임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시간을 인간 바깥에 존재하는 외재적인 것으로 보는.

가 아니면 인간의 의식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의식 내재적인 것으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우주론적 시간론은 시간이 인간의 주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

시각으로서 서구철학사의 지배적인 시간론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론적 시간론에서 시간과 공, .

간은 인간의 지각이나 개별 사물로부터 독립된 객관적인 빈 용기와 같은 것이며 보편적동질, , ·

적 객관적으로 운동과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간주된다 이때 시간은 측정가능한 자연· . ,

시간이며 서구사회에서 통용되는 통상적자연과학적 시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의식 중심, · . ,

의 시간론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인간의 주관과 의식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는 입장으로서 플로,

티노스 아우구스티누스를 거쳐 헤겔 베르그송 후설 하이데거로 이어진다 의식 중심의 시간, , , , , .

론에서 시간은 인간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

의식 중심적 시간론에서는 과거와 미래는 우리의 의식인 기억과 기대를 통해서만 있을 수 있으

며 이러한 의미에서 의식중심적 시간은 체험적주관적 성격을 띤다 소광희 참조, (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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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일하는 여성들이 시간부족에 대해 대처하는 생애시간,
차원의 전략은 풀타임 노동시장에서 후퇴하거나 파트타임 노동 등 유연한 노동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전략으로 양분된다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일과 가족생.
활 간의 전이효과 가 나타날 때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노동(spill-over effect) ,
시간을 줄이거나 그만두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로 여성들이 유급노,
동 시간과 가정에 할애하는 시간을 맞교환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신경아( ,
2001; Fagan, 2001 Becker & Moen, 1999; Glucksman, 1998; Potucek, 1997
).9)
특히 오늘날 노동시장은 업무시간이 길고 오버타임 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업,

무시간이 매우 짧거나 일이 없는 사람들로 양극화되는 추세에 있다, (Edwards &
Wajcman, 2005; Fagan, 2001; Curson, 1986; Harvey, 1989).10) 이러한 상황에
서 자녀가 있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오버타임 근무가 당연시되는 풀타임 직업을 감
수하거나 업무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직업 혹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후퇴라는 양,
극단의 선택권만을 가지게 된다(Fagan, 2001; Schor, 1991; Williams, 1991).11)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은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남성중심적인 회식문화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기적,
으로 야근을 하거나 주말근무를 감수하는 등 장시간의 노동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재경이은아조주은( , 2006,․ ․ 쪽56 ). 따라서 장시간의 노동이 경,
제적 능력과 지위의 척도가 되는 문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경제사회, ․
적 지위와 가족과 관련된 책임 수행을 맞교환하는 선택을 한다 가족에 대한 돌봄.
의 책임으로 인해 일터의 변화하는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일상적 시간을 사용할,

9) 이러한 노동전략으로 인한 임금과 커리어 차원의 손실을 기존 연구들은 엄마 세금“ (mommy

모성 벌금 라는 용tax)”(Crittenden, 2001), “ (motherhood penalty)”(Budig & England, 2001)

어로 설명하고 있다.

10) 개인의 파트타임 전향 풀타임 유지 유연근무 선택 등의 노동시간 전략은 정부의 정책 노동시, , ,

장의 수급상황 등에 따라 국가마다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 양극화는. ,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

11) 조직의 시간문화는 여성들을 주변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기도 한다 오늘날 조직에서는 업무.

능력이 아닌 정규시간 외 근무 여부가 승진을 결정하는 등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가,

여부가 직장인의 중요한 자격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Buswell & Jenkins, 1994; Rutherford,

성공적인 관리자가 되기 위해 시간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필수조건인 상황에서 시간자원2001). ,

에 대한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남성들이 더 승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시간자원,

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어려운 여성들은 노동시장으로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루더폴드.

는 영국의 항공회사와 은행의 조직문화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한 결과 시간외 근무 문화가 여,

성 관리자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utherfor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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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노동시장에서 급 시민으로 후퇴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 ‘2 ’
는 것이다.
반면 이른바 좋은 직업 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들은 유급노동을 중심으로 일, “ ”

상생활의 시간을 배분하고 생애를 설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들은 자녀를 가, ,
지는 것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지연시키는 생애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전문관리, . ․
직 금융업에 종사하는 여성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블레어 로이의 연구는 이
들이 공통적으로 일에 대한 헌신을 중시하는 스키마“ ”(schema of work

를 가지고 있으며 일을 삶의 중심에 두고 생애시간을devotion)(Blair-Loy, 2003) ,
설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을 보였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업무에 대한 강도. ,
높은 헌신을 요하는 커리어 경로를 밟고 있는 전문직 고위 간부급 여성들이 무자,
녀인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Blair-Loy, 2003; Hewlett, 2002).
국내의 경우 역시 고학력자일수록 둘째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고 있었다 신경, (
아 이러한 결과들은 유급노동의 시간규범을 따르는 것이 어머니로서의 삶, 2001).
을 설계계획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여성들이 출산 여부 및 그 시기 등 개인의,․
생애과정의 중요한 사건들의 타이밍을 조절타협하거나 중요한 생애사건을 의도적,․
으로 배제하면서 자신의 생애시간의 전개를 통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일하는 여성들이 생애과정에서 내리는 선택이 이중부담
으로 인한 일상적인 시간갈등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생애과정에서의 경험이 현재,
의 생활시간을 다르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고학력 전. ,
문사무직여성들의 일상적인 시간사용 패턴과 시간부족감바쁨의 감정은 이들의 생․ ․
애과정의 전개 양상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그 의미를 보다 적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 , 12)

여성의 시간경험에 대한 탐구는 시계시간 개념이 보편적절대적인 것으로 간주․
되는 인식론으로 인해 여성의 시간경험이 역사적사회적으로 주변화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복원하는데 집중했다, (Davies, 2001, 1990; Fordman &

이들이 밝혀낸 여성들의 시간경험의 다Sowton, 1989; Knights & Odih, 1995).
12) 젠더화 되었다는 것은 이익과 불이익 착취와 통제 행동과 정서 의미와 정체성이 남성“ , , , (male)

과 여성 또는 남성적인 것 과 여성적인 것 간의 구분을 통해서(female) (masculinity) (femininity)

패턴화 되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최이숙 쪽에서 재인용” (Acker, 1990, p. 146; , 2009,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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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은 다음과 같은 시간들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첫째 여성들은 월. ,
경임신출산수유 등의 경험이 주는 자연적인 육체의 리듬과 주기 등 시계시간 개‧ ‧ ‧
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이성을 지닌 육화된 시간 을 경험하며“ ”(embodied time)
살아간다(Davies, 1996). 예컨대, 여성들의 수유행위는 상당한 시간소모가 요구되
며 타이밍과 간격 빈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여타 활동을 미리 계획하거나, ,
사회적 시간규범에 따르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는 월경(Barlett, 2010). ‧
임신출산수유를 중심으로 한 육화된 시간이 시계시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
특이성을 가지며 그로 인해 여성들이 여타 사회적 시간들과 상시 갈등과 타협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둘째 여성들의 생활시간이 젠더화된 역할규범에 따라 관계적타인 지향적으로, ․

조직되면서 이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다양한 시간들뿐만 아니라 타인, ,
의 생활리듬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시간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
다.13) 여성의 시간이 타인지향적으로 조직화되는 측면을 다룬 연구들은 돌봄노동
의 주기성반복성을 지적하는 논의에서 시작해서 점차로 여성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시간들에 대한 다중적 경험에 대한 논의들로 그 초점이 이동하고 있
었다 이러한 논의의 초점의 이동은 여성의 시간경험의 특이성을 이분법적으로 조.
망하는 것에서 여성들의 시간경험의 다중성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으로 인식론적인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다.14)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연구들은 생물학적,
사회적 과정적 주기적 선형적 시간이 모두 여성들의 시간경험을 구성하며 이러, , , ,
한 다차원적 시간들이 여성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동시화 되는지를 볼 필요성을
역설하였다(Leccardi & Rampazi, 1993; Maher, 2009).
다양한 시간들 간의 조율과 타협 문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는 앞서 살펴보았듯

이 일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족생활을 지배하는 시. ,․
간이 돌봄노동의 주기성반복성으로 모두 설명될 수는 없으며 돌봄 노동 역시 주,․
기적 시간과 선형적 시간의 통상적 이분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측면을 가지고 있

13) 여성의 시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문화는 가족생활 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

서도 만연해 있다 기존 연구들은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여성의 시간은 개인의 시간. (individual

이 아닌 관계적 인 성격을 띤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time) (relational) (Davies, 1996, 1990;

Gunnarsson & Ressner, 1985; Youngs, 2001).

14) 여성의 시간경험에 대한 연구가 여성의 시간의 주기적과정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에서 다중성‘ ’ ․
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급선회 한 것은 여성주의 이론들의 인식론적 전환과 관계가 있다

여성주의 진영 내부에서는 여성의 시간경험의 특이성을 드러내(Leccardi, 1996, pp. 173~5).

는 이분법적 시각 자체가 여성을 자연과 남성을 문명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이분법을 강화시키,

는 것이며 근대적인 인식론의 결과물이라는 자성적 비판이 제기되었다, (Felski, 2000, pp.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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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을 때 일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논의들은 여전히 시간에 대한 이분법적, ․
시각에서 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돌봄을 수행하는 각각의 행위 자체는. ,
유연하게 배치되고 반복되지만 여성들은 돌봄노동은 궁극적으로는 가족과 자녀의,
생존성장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미래지향적 의식을 가지고 이를 수행되는 측면․ ․
을 가지고 있다 이는 돌봄노동을 반복적주기적인(Maher, 2009, pp. 238~242) ․
것으로 본질화하는 통상적인 이분법적 시선으로는 여성들의 시간경험을 제대로 이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성의 시간경험이 자연의 리듬. , “
과 관련되어 있으며 경제적 활동의 시간들과 이를 관장하는 합리성의 시간들 또, ,
한 돌봄의 논리와도 동시화 되는 등 다양한 시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는”
것임을 보기 위해서는 이분법적 시각을 선험적으로 가정하기 보다는 시간경험이
생성되는 맥락을 경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시간. ,
경험이 지닌 복잡하고 다중적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틀
이 아닌 다중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Davies, 1990).
바쁨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시간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시간경

험의 다중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
더튼은 바쁨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여성들의 바쁨이 여러 시간들에 노출되
면서 겪는 시간차원의 혼란 및 시간의 밀도 와(temporal disorganization) (density)
관련된 바쁨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성들은 타인지향적관(Southerton, 2007). ․
계적 노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타인과 시간을 조율할 필요성이 높고 자녀의 등교,
와 남편의 출근 시간 등 제도의 시간에 따라 고정된 스케쥴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시간경험이 복잡해지면서 바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여성들.
의 시간경험이 다양한 시간들의 영향을 받는 다중적 경험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성의 시간경험을 구성하는 생물학적 사회적 과정적 주기적 선형적 시, , , , ,
간 등 다양한 시간들이 여성의 일상(Leccardi & Rampazi, 1993; Maher, 2009)
속에서 어떻게 조율되고 타협되어 한 사람의 시간경험으로 동시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여성의 시간경험을 연구하기 위해서 고려할 또 다른 요인은 시간사용 양,

상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화된 규범이다 여성의 시간이 타인지향적으로 조직화되.
는 것은 동료 상사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 ,
절하다는 젠더화된 인식을 내면화하면서 가능한 것이었고 그 결과 여성들은 자, ,
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나 부적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또한 일하는 중간계급 여성들은 가족생활을 제대로(Drew & Pracdice,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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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면서 자신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주부의 능력이라는 인식을 내면화하고 있
었고 그 결과 바쁨의 감정이 젠더화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정신 빠, “
져서 사는 여성 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느끼기도 했다 조주은 이러한 연” ( , 2009).
구들은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시간사용 양상과 바쁨을 맥락화하기 위해서․
이들이 젠더화된 역할 기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3 .

1.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기는 다양한 사회변화들에 대처하는 과정은
개인의 생애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
관이 있다 앞서 일하는 여성들의 생애시간 전략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는 과정에. ,
서 생애과정에서의 경험과 정체성이 현재의 생활시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오늘날 사회 제 영역에서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현재가 유의미한 행위, ,

의 공간으로서 지위를 상실했으며 현재의 시간성은 점점(Castells, 2000, p. 460),
축약되어 정체성과 관련된 선택과 성찰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현재는 사라지게
되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Heller, 1999).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통합되고 안
정적인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행적 공간 이 확보 가능한 것인가“ ” ?
기존 이론들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평생 헌신(long-term

지속적인 안정성을 토대로 한 행복한 삶은 가능하지 않게 되어버commitments),
렸음을 지적했다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개인은 평생헌신을 다짐할 수 없게 되.
고 장기적인 인생목표를 세울 수가 없는 방향상실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콜리, ,
는 이러한 상태에 대한 경험이 과거와 현재가 없이 현재에만 존재하는 듯한 동결“
된 시간 감각을 낳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frozen time) (Kohli, n. d.).
적들은 사회가속화와 함께 대두한 상황적조건부적 상황들이 정체성 형성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
우리는 모두 방향을 상실하고 불안정하고 분열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
사회구조 및 문화의 변화는 시간체계를 변화시키고 시간체계의 변화는 문화, ,

사회구조 정체성의 본질을 변화시킨다 그럼에도 불, (Rosa, 2003; Hass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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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시간과 정체성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
중 하나인 젠킨스 는 정체성 형성과 시간의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Jenkins, 2002)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간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에서 어제. (identification)
내가 누구였고 미래에 어떤 이가 될 것인지를 그려보고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서, ,
현재 속에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실천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젠킨스는 정체성.
형성에는 특히 현재가 중요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에게 개인적집단적 과거가 있고. “ ․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누구인지에 중요…
하다 대부분의 인간은 현재시제를 당연시 여기고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통합되…
고 안정적인 존재로 경험한다 정체성을 물상화된 고정적인 것이 아닌 무엇으. ,…
로 개념화하고자 할 때 협상과 변화가 일어나는 맥락으로서 일종의 안정적인 현,
재는 필수적 이라고 설명했다” (Jenkins, 2002, p. 275).
또한 젠킨스는 오늘날 대서사 가 사라졌다고 개인의 일상적, (grand-narrative)

경험이 안정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며 역으로 산업시간 과 같, “ ”(industrial time)
은 사회의 지배적인 시간이 다른 시간들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
했다 각 개인은 다양하게 규정되는 중첩적인 일련의 현재들을 가지고 있다 타인. “ .
의 현재도 존재한다 우리가 상시 들어오고 나가는 각각의 상이한 현재들은 고‘ ’…
유의 템포 음역이 있고 시간에 대한 측정법과 우선순위가 있으며 각각의 경계를, , ,
가진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현재는 미래가 전개되기 시”(Jenkins, 2002, p. 272).
작하고 과거가 후퇴하기 시작하는 명멸하는 일종의 변환점과 같은 순간이지만 우
리는 안정적인 현실을 감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현재는 변화 속에서,
정체성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일종의 존재론적 발판이다 젠킨스는 인간이 자아정.
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안정적인 시공간을 창조해야 하며 이것이 기든스가 말하는,
존재론적 안정감 의 근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 (Jenkins, 2002, p. 272).
그렇다면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노동자로서의 미래가 불투명한 오늘날 젠킨스, , ,

가 말하는 상이한 현재들이 형성하는 고유한 템포와 음역은 어떻게 정체성 형성을
위한 안정적인 현재가 되는가 사회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속화 시대에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은 어떠한 경험들에 안정적 현재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을까‘ ’ ?․
젠킨스는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절대적인 현실과 정체성이란 존․ ․
재하지 않으며 정체성은 항상 형성되는 과정 중에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 ,
합되고 안정적인 정체성을 경험하며 그것은 현재라는 안정적인 수행적 공간 속“ ”
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p. 275).15) 그렇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현실에,

15) 젠킨스의 정체성 형성 과정 에 대한 이론은 자아감 를 주체로서“ ”(identification) (selfh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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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을 토대로 자아의 정체성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
가?

2. , ․
슈츠의 현상학적 사회행위론은 시간에 대한 의식의 흐름과 주체의 행위 사회,

적 차원을 접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이 사회에서 공유, ․
되는 시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다양한 행,
위들을 통해 자아의 미래를 향해 생애시간을 만들어나가는 양상을 볼 수 있게 해
준다 슈츠는 생활 세계에서의 시간경험이 사회적인 보편적 시간구조 즉 보편적. ,
인 시간체계와 내적 의식의 흐름이 교차하는 곳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Schutz,

이하1971, p. 230 ; Schutz & Luckmann, 1979, p. 63 강수택 쪽에서; , 1994, 95
재인용).16) 내적 의식의 흐름이 지니는 방향성을 슈츠는 과거미래와 연관된 행위․

와 현재와 연관된 활동 개념으로 설명했다(act) (action) .17) 행위 는 이미(act)①
과거에 수행된 이후에 성찰의 대상이 되거나 미래의 가능성으로 상상되는 것으로,
서 항상 행위에 대한 이유가 수반된다 행위는 항상 현재로부터 과거 혹은 미래를.
향해 일어나며 의미부여 역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후행적 성찰을 통해 가능하,
므로 항상 반추적으로 의미가 부여되거나 합리화되는 성격을 띠는, 것이다. 반②
면 활동 은 앞을 향한 과정이자 목적론적프로젝트 지향적인 의미를 내포, (action) , ․
하고 있으며 지극히 현재와 연관되어 있다 활동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티, . ‘
브 를 가지고 수행하는’(in-order-to motif) 기투적 활동(projected action)으로서,

나 객체로서 나 일반적 타인 이라는 삼각구도로 설명하는 미드”(I), “ ”(me), “ ”(generalized other)

의 이론에 기대고 있다 미드의 이론에서 주체로서의 나 가 끊임없는 움직임(Mead, 1934) . “ ”(I)

속에 있는 존재로서 현재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의식이라면 객체로서 나 는 항상 후차적, “ ”(me)

으로 따라오는 존재감을 의미한다 일반적 타인 은 중요한 타자들이 공유. “ ”(generalized other)

하고 있는 규범을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한 것을 말한다 미드는 통합된 자가감은 이 세 요소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에서 재인용(Jenkins, 2002, p. 274 ).

16) 슈츠는 이러한 상식적 세계가 인간의 상호주관성 으로 구성된 생활세계이며(intersubjectivity) ,

의식을 지닌 주체들은 이러한 생활세계를 살아가면서 일상적 경험을 통해 서로 의미를 교환한다

고 설명한다 생활세계 속에서 인간은 물리적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 세계의 작동에. ,

대한 지식을 배우고 표현하고 수용하고 또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이를 수정하는 사회적언어적, , , ․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슈츠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상식을 만들어가며 이를. ,

얼마나 당연한 것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지 생활세계의 의미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김왕배( ,

쪽2000, 85 ).

17) 슈츠와 베르그송은 의식차원의 시간을 논의한 대표적인 철학자로서 슈츠가 내적 의식의 흐름,

의 방향성을 행위 중심적으로 설명한다면 베르그송은 이를 기억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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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론적 미래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는 현재와 연관된다 활동은 항상 앞으로만 진.
행될 수 있으며 거꾸로 과거지향성을 가질 수는 없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모든, . ,
현재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지식 언어 집단차원에서의 규범 등에 의해 제, ,
약을 받게 된다.
슈츠는 행위와 활동에 대한 설명은 젠킨스가 말하는 정체성 형성을 위해 필요

한 상시 들어오는 현재들 이 어떻게 연속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 이들의 이론“ ” .
을 종합해 보면 주체가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한 반추와 성찰을 토대로 자아의, ,
미래를 상상하며 수행하는 현재의 활동이 연속되는 과정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
아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슈츠는 자아의, . ,
시간에 대한 의식과 이를 토대로 한 행위 및 활동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연관된 지
평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과거에 대한 반추와 성찰 미래에. ,
서의 자기의 존재가능성을 향한 기투행위가 사회문화적 질서와 상식적 시계 안에․
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체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의식과 행위가. , ․ ․
사회적인 측면을 가진다는 것이다 개인은 가치와 필요에 대한 사회적 위계질서와.
관련하여 자신의 우선순위와 시퀀스를 조직하게 된다 이때 행위가 작동하는 이. ,
러한 사회적 공통성의 측면들은 역사성을 띠며 오랜 세월 공동체의 생활 속에 쌓,
여 있는 일종의 상식적 세계인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이 자아의 과(Schutz, 1971). ,
거와 미래를 의식하고 현재 행위를 통해 그 미래를 실현에 옮기는 과정이 사회적,
시간체계들과 해당 사회의 역사적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것임을 보여준다.
부르디외는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감각과 행위가 개인이 처한 경제사회적 조․ ․ ․

건에 대한 스스로의 감각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면서 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소외나 권력관계의 문제가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의식과 미래를 향한 기투행위에․ ․
영향을 미치는 양상에 주목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시간의 경험이 생성되는 순. , “
간순간의 미래와의 관계가 역량에 달려 있고 이 역량이 열어주는 객관적 찬스들,
에 달려 있다 쪽 즉 자신이 가진 경제사회적 조건이 미래를 지향하는 행위”(319 ). , ․
를 할 만한가에 대한 주체의 의식에 따라 시간의 경험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부르.
디외는 사회주체의 전략적 선택과 행위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게임 의 메타포를“ ”
통해서 설명하는데 주체의 행동은 합리적 계산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순간순,
간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체화된 게임감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다 이 때 게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게임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
경우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아비투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적 행위자들이 자신들을 시간화하는 것은 실제 속에서 그리고 실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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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이루어지며 실제가 함축하는 실제적인 예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게임의 구조 자체 속에 주어지는 순간순간의 미래들의 실제적 양식을 앞지르. . .

는 능력으로서의 게임 또는 배치 감각을 부여받은 정도 내에서만 시간을 만들( ) ‘ ’
수 있는 것이다 쪽 요컨대 미래와의 관계를 만들.”(Bourdieu, 2001[1997], 306 ). ,
어주는 역량 게임감각이 바로 아비투스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
부르디외는 하급 프롤레타리아들이 미래에 대한 목표지향적 의식 없이 삶을 꾸

려나가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게임에서 이익을 얻을. ,
수 있는 객관적 기회가 어느 수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주관적 성향과 객관적,
추세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서 욕망을 실현시킬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인식이 형성
되고 그 결과 순간순간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전략 자체를 세울 수 없게 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시간은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지내며 교묘한 대강 때“
우기 를 통해 죽여야 하는 대상이 되며 미래가 소멸되는 이러한 시간경험 앞에” ‘ ’ ,
서 이들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복권 도박 오토바이 폭주 같, ,
은 활동에 의존하게 된다 쪽(318 ). 대조적으로, 과로하는 간부들은 재화는 많고 시
간은 극도로 부족하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시간이 지니는 경제. ,
적상징적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기에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유지보수하려․ ․
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대신 이를 돈을 주고 구입한다 부르디외는 이들은 시간.
의 희소성에 대한 감각을 획득하고 있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시간이 주변 사람들,
에 의해 얼마나 희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가 여부가 이 인물의 사회
적 가치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또한 경제적문화적 자본들이 증가하면 할수록. , “ ․
사회적 게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찬스는 더 증가하며 그로 인해 이 게임에 시간,
과 에너지를 더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 결과 확장할 수 없는 생물학적. ,
시간의 한계 내에서 생산과 물질적 상징적 소비의 모든 가능성을 유지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진다 는 것이다 결국 게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감각” .
이 게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만들며 사회적상징, ․
적 인정 역시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는 원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행위자들이 가
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객관적 가능성은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고 이러,
한 차이가 시간의 아비투스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시간경험에 대한 슈츠와 부르디외의 현상학적사회행위론적․

설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 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된다 첫째 슈츠는. ,
가속화 사회의 시간의 망딸리떼가 주체들의 내적 의식과 행위에 어떻게 수용되는
지 사회적역사적 차원의 시간이 개인적 차원의 시간경험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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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준다 둘째 부르디외의 이론은 일상생활에서. ,
시간과 관련된 행동양식 시간의 흐름에 대한 주관적 경험 일대기적 삶 속에서, ,
정체성을 생산재생산 해나가는 방식 사회적 장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유지하,․ ․
려는 행위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구조적으로 조건화된다는,
점을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결국 슈츠와 부르디외는 시간경험이 주체의 과거현․
재미래에 대한 의식과 이에 의거한 행위이며 이러한 의식과 행위가 전적으로 사,․
회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생활리듬이 빨라. ,
지고 빠른 일처리와 정보교환이 기대되는 생활세계에서 주체들은 시간과 관련한,
어떤 상식과 코드를 배우고 수용하게 되는가 이를 얼마나 당연한 것으로 경험하?
며 살아가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슈츠는 상호주관성으로 구성된 생활세계?
에서 공유되는 가치와 규범과 상식들이 주체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의식과 행위․ ․
로 구현된다는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었다 나아가 부르디외는 주체가 사회의 시. ,
간구조에 대해 가지는 지식과 자신의 경제사회적 역량이 시간경험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준다.

3. “ ”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자아의 의식과 정체성이 구성되는 순간으로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현재는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 것일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체성은 어떻게 개념화될 수 있을까 리쾨르의 내러티브 정체성 개념은 내러티브?
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화자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의식과 사회적 시간체계 및․ ․
역사적 시간의 영향에 따라 정체성이 변화해 가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는 점에서 역사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애과정을 거치면서 정체성이 구축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게 유용한 이론적 자원이 되어줄 수 있다.18)

18) 주류 사회과학에서 정체성은 본질주의적 시각에서 자아의식의 특성 및 통합에 대한 내부의 감“

각 이성적 존재인 자아가 가지는 스스로의 특성에 대한 연속적통합적 의식의 특성으로 정의된”, ․
다 참조 한편 년대 이후 등장한 비판적 사회연구들은 자아의 의식이 개인의(Poster, 2007 ). , 70

지식과 행동의 근원이자 토대된다는 계몽주의적 정체성 개념이 권력과 지배 관계를 유지재생산․
하는 데 봉사한다고 비판하고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언어와 담론이 수행하는 역할에 초점,

을 맞췄다 하지만 정신분석학 후기 구조주의를 비롯하여 정체성을 복수의 담론들과 실천들이. , ,

접합된 결과로 보는 시각에서는 많은 경우 정체성을 담론이 제공한 위치에 봉합되면서 생겨난,

환영과 동일시하면서 담론이 구성한 주체위치를 정체성으로 간주했다 또한 이러한 관점은 언, . ,

어의 효과와 그를 통한 권력의 작동을 드러내는 데 경도된 나머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주체의 행위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정체성 구성 과정에 행위성을 복.

원하는 한 가지 해결책은 정체성을 시간차원에 놓고 조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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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쾨르는 삶에 대한 내러티브를 주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간의 흐
름 속에서 변화하는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일종의 매개체로 보았다 리쾨르는.
정체성을 존재론적 자아의 의미를 지닌 자체성 혹은 과 삶이 전개“ ”(idem, même)
되면서 일관성 속에서 변화하는 자기성 혹은 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 ”(ipse, soi)
적 과정으로 본다 자체성 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탄생에서 죽음까지 개인. “ ”(idem)
의 삶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존재론적 자아를 의미한다 반면 자기성 은 반. , “ ”(ipse)
성적성찰적인 자아이다 자체성 으로서의 자아가 내러티브화 되는 자아라. “ ”(idem)․
면 자기성 은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자아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리쾨르의, “ ”(ipse) . ,
내러티브 정체성 은 자체성 과 자기성 가 통합되어 이해될 수 있는“ ” “ ”(idem) “ ”(ipse)
형태를 띤다(McNay, 2000; Chanfrault-Duchet, 2000; Ricoeur, 1992).
맥나이는 내러티브 정체성 개념에 기대어 자아는 새롭게 유입되는 경험들을“ ” “

포괄하기 위해서 항상 재형성되는 상태에 있지만 정체성의 변화는 문화적 승인…
된 메타 내러티브에 의해서 제한되고 중층결정된다 고 설명했다” (McNay, 2000,

이러한 관점에서 맥나이는 지난 년 간 전개된 젠더관계 재구조화pp. 93~94). 30
과정에서 전통적 젠더규범에 맞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젠더 내러티브 및 실천들이
등장하는 현상과 여전히 전통적 가치에 동일시하는 젠더정체성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새로운 형태의 젠더 내러티.
브들은 역사적으로 배태되어 있는 가부장적 가치와 관습이라는 일정한 범주 안에
서 변화하게 되고 그 결과 젠더 정체성은 일정한 항구성을 유지하면서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급진적전통적 젠더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McNay,․

한편 샹프로 두쉐는 년대 말에서 년대 초에 수집된 여2000, pp. 89~98). , - 80 90
성들의 삶의 이야기들 이 차 대전 이후 등장한 새로운 여성 자아 모(life stories) 1
델을 내러티브에 통합시키고 있으나 여성들 개개인은 새로운 모델과 관련하여 각,
각 상이한 입장을 지닌 자아를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Chanfrault-Duchet,
2000).
이상의 연구들은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여성상을 각 개인들이 상이한

양상으로 수용하며 이러한 정체성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변화한다는 시각을 취한,
다 이는 역사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이 자아의 정체성을. ․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 이론적방법론적 함의를 가․
진다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은 생애내러티브 속에서 자신의 생애과정의 배경. ․
으로서 어떠한 역사적 사건들을 포함시키고 어떤 상황과 맥락들을 포함배제하면, ․
서 자아의 존재 즉 자체성 을 구축할 것인가 역사적 시간에 대한 사회적, (id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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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은 그 자체로서 주체의 자체성 즉 해당되는 역사적 시기에 생존에 있(idem),
던 존재론적 자아를 구축하게 해준다 한편 자기성 은 자체성 이라는. , “ ”(ipse) (idem)
존재론적 자아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성찰을 통해 구성된 것으로서 젠킨스의 이,
론을 빌어 표현하자면 주체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현재의 지위를 부여,
한 것이며 주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선별된 현재들 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나가, “ ”
는 지속적인 협상과 타협의 과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내러. , “
티브 정체성 개념은 역사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자”
아가 적응해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가되 자아의 항구성을 유지하는 상,
태를 포착할 수 있는 정체성 개념이라고 하겠다.

4 . ․
1.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면 흔히 시계시간을 떠올린다 하지만 오늘날 당연한 것. ,
으로 간주되는 시계시간 개념과 시간을 자원이자 상품으로 보는 시각은 서구사회
가 산업화되면서 만들어진 사회적 구성물이다 시간이 인간과(Thompson, 1967).
인간사의 다양한 차원과 측면에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에서 시간,
은 시계시간과 등치되거나 데카르트식 이분법 틀 안에서 자연과 사회 전통과 문, ,
명 등의 구도에서 논의되었다 하지만 시계시간 중심성에 문제를 제기한 연구들. ,
은 인간의 생활세 계에는 다양한 시간개념들이 다차원에서 교차하고 중첩되며 실,
제 인간의 시간경험은 이러한 다차원적이고 다종다양한 시간개념들에 대한 다중,
적 경험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아담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변화하는 과정
에서 시간개념이 주기적 시간 에서 선형적 시간 으“ ”(cyclical time) “ ”(linear time)
로 변화해 왔다는 논의가 시간에 대한 사회이론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
해 문제를 제기했다 시간을 이분법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근대 이후의 서구사회.
의 지배적 인식론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 모든 문화에는 주기적 시간과 선형적 시,
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아무리 원시적인 사회라 할지라도 반복적주기적. ․
시간이 이들의 시간경험을 대변할 수는 없으며 실제 인간의(Adams, 1995 p. 38),
삶은 다양한 시간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을 구성하는 시간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들은 한 사회에서

공유되는 시간개념이 지닌 문화적 특징을 밝히는데 주목하거나 동일한 시대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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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는 동일인에게도 다양한 시간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도 한 사회에서 공유되는 다양한 시간에 주목한 연구들은 인류학적 관심에서 시,
간에 접근한 연구들이었다 이들은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리듬 시. ,
간개념 시간규범이 이들의 관습과 세계관 집합적 기억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
지를 탐구하였다(Bourdieu, 1977; Fabian, 1983; Gell, 1992; Hall, 1959, 1966,

예컨대1983. 2000). , 홀(Hall, 1959, 1966, 1983. 2000) 은 여러 가지 활동이
복잡하게 섞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남미와 중동지방의 복합시간, “
적 문화와 정확한 측정과 분배 원칙에 따라 활동의 영역을 명확히”(polychronal)
분리하는 서구사회의 단일시간적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각 문화가“ ”(monochronal) ,
고유한 시간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한 문화의 고유한 시간질서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의식세계를 담지하,

고 있으며 이를 따르는 것은 집단의 상징적 질서를 수용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
이자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부르디외, (Bourdieu, 1977).

는 한 집단의 구성원은 집합적 리듬에 순종할 것을 요구받는데(Bourdieu, 1977) ,
이는 시간적 형태 혹은 공간적 구조가 그 집단이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집단 스스로를 표현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Bourdieu, 1977, p.
163).19) 요컨대 시간은 한 사회의 지배적 의식세계를 담고 있는 상징체계로서, ,
사회에 대한 소속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
의 논의들은 시간을 규범이자 질서 집합적 기억 세계관 등을 공유하는 이들이, , ,
공유하는 리듬 속도 타이밍 등에 대한 감각이자 규범으로서 문화적 차원에서 조, , ,
망하고 있었다.
망딸리떼 는 문화로서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적확하게 개념화하고 있다“ ” . 중세

시대 시간의 망딸리떼 에 대한 르 고프 의 분석은 한 사회의 구성“ ” (Le Goff, 1980)
원들이 서로 다른 시간개념들을 가지기도 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조합이 변,
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르고프는 서양 중세의 시간에 관한 망딸리떼를 설명.
하면서 중세인들에게 도시와 농촌 성직자와 상인의 시간이 모두 다르다고 설명, ,
했다 농사노동의 순환적 주기를 중심으로 한 농촌의 시간 농민의 세금납부군역. , ․ ․
대축일 등을 중심으로 한 영주의 시간 인류의 탄생에서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일,
직선적인 방향성을 가진 신학의 시간 종교적 제의를 중심으로 한 성직자의 시간,
등이 각각 존재하지만 개인의 시간경험은 어느 하나의 사회적 시간의 영향을 받,
19) 부르디외는 카바일 족 주택의 내부세계 시장 정원 일 년의 주기 및 밤낮의 구분 등(Kabyle) , , ,

을 분석함으로써 육체와 시공간에 대한 인식 사고 행동을 관장하는 이들의 신화가 존재하며, , ,

이러한 신화구조 속에서 시간과 집단적 실천이 조직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Bourdieu,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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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기독교 상인의 경우 성스러운 교회의. ,
시간과 세속적인 상인의 시간 속에서 공존하고 있으며 한 사람 안에서도 서로 다,
른 시간의 망딸리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영우 쪽 참( , 1999b, 216~223
조 이렇듯 시간의 망딸리떼 개념은 특정 문화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 , “ ”
간에 대한 동질적 요소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동질적 요소들이 공유되,
는 경계를 살펴보거나 시간의 성격이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
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변화와 사회적문화적 시간개념의 연관성․
을 보는데 그 유용성을 가진다.
르고프에 따르면 중세 초기에는 자연적 시간이 농촌 뿐 아니라 수공업과 상, ,

업의 세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지만 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노동시간과 상업, 13
활동을 보다 정확하게 계측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시간에 대한 망딸리떼에 변화가
일어났다 보초들의 외침이나 나팔소리 노동시간을 알리는 타종 초기적 형태의. , ,
시계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도시민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 질서와 문화적,
차원으로 스며들었고 다양한 맥락과 사회의 영역에서 통용되는 시간의 질서와 감,
각 즉 시간의 망딸리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박영우, ( , 1999b, 219~220
쪽 하지만 한 사회에서 지배적인 시간의 망딸리떼가 등장하는 것이 이전까지 존).
재하던 여타의 시간에 대한 개념들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시간들이,
공존하면서 해당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시간경험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다만 서.
로 다른 시간들 사이에 위계질서는 존재하게 된다 예컨대 산업사회에서 산업의. , “
시간 이 사회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산업의 시간 이 중시하는 합리” , “ ”
성과 기계적 인과관계의 질서가 상징적 중요성을 부여받게 되며 이러한 시간의,
망딸리떼에 부합하지 않는 시간들은 인간의 경험차원에서는 구현되지만 인식되지,
않거나 담론화 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Sue, 1994, p. 88).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인간의 시간경험은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

시간들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지만 그 중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의 망딸리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망딸리떼 개. , “ ”
념은 한 시대에 다양한 시간의 망딸리떼가 공존한다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상,
대적으로 축소된 시간들에 대한 경험까지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시간의 망딸리떼 개념은 사회적문화적으로 지배적인 시간에 대한 경험. “ ” ․
뿐 아니라 지배적인 시간의 망딸리떼의 영향력이 어떠한 지형을 그리며 공유되고,
있으며 어떠한 조건을 가진 이들의 시간경험이 주변화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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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시간의 다양한 측면과 복합적인 차원들을 어떻게 하나의 그림, ,
으로 통합할 수 있는가 아담은 이 모든 관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
에 가깝다고 언급하며 인간의 시간경험을 연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시간,
경험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의 시간들 간의 관계를 볼 것을 제안했다 이 차원. “ ‘ ’
들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 시간 육체의 생물학적 시간 사회. [ , ,
적 시간 인간의 경험 차원의 시간 등은 나란히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 ]
되어 존재 하며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관계들 이라는 것이다” , “ ” (Elias,

에서 재인용 아담은 다차원에서 우리의 일상1982, p. 1000; Adam, 1990, p. 45 ).
생활 및 인간으로서의 존재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간들이 모여 하나의
정경 을 이루는 양상과 각 차원들 간의 연관성을 보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 ,
이를 시간정경 적 접근이라고 명명했다 나아가 다양한 시간들이 의“ ”(timescape) . ,
심할 바 없는 하나의 응집된 통일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양립될 수 없는 시간들,
간의 긴장과 길항관계가 어떻게 관리표현되는지 일상생활의 복합성을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담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시간경험은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시간들이 서,

로 관계를 맺으면서 복합적으로 모여 만들어낸 응집된 통일체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시간들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며 중첩되고 있으며 타협. , , ․
조율을 거쳐 하나의 총체적 경험으로서 형성되는가 다양한 시간들은 어떻게 조합?
되어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시간경험을 이루고 있는가 이들의 시간경험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간들은 무엇인가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복합적다중적? ․ ․
시간경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시간들에 어떻게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다음 소절에서는 다양한 시간들로 구성된.
복합적다중적 시간경험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시간체계“ ”(temporal regime)․
개념을 검토해볼 것이다.

2. “ ”(temporal regimes)

시간체계들 간의 갈등과 타협1)
동시에 공존하는 다양한 시간들은 동시화와 조율을 통해 개인의 일상 속에서

하나의 행위 틀로 통합되게 된다 시간체계 개념은 다양한 삶. “ ”(temporal regime)
의 영역을 지배하는 서로 다른 시간규범들 사이에서 타협 적응 조율하면서 살아가· ·
는 주체들의 경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시간체계 는 특정 맥락에서의 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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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조 실천 시간사용 규칙 으로서 시간구조 라는 용어와 상, , ” (time structure)
호치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Kaufman-Scarborough, 예를 들면2006, p. 63~4). ,
톰슨 이 시간 구조 라는 용어로 산업자본주의(Thompson, 1967) “ ”(time structure)
의 시간에 규칙과 메커니즘을 부여하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시간체계를 설명했다.
또한 시간체계 개념을 재택근무자의 시간경험 분석에 적용하고 있는 카우프만과, “ ”
스카보로는 재택근무자들의 일상생활이 일의 시간체계와 가정의 시간체계가 충돌
하는 장이 되고 이들의 시간경험은 일의 시간체계와 가정의 시간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시간체(Kaufman-Scarborough, 2006). , “
계 란 앞서 살펴본 중세의 시간의 망딸리떼에 대한 르고프의 분석에서 농촌의 시”
간 도시민의 시간 성직자의 시간이 당시대에 서로 다른 맥락을 지배하던 시간의, ,
질서와 감각 즉 서로 다른 망딸리떼라는 점을 언급했듯이 농촌도시교회 등 다양, , ․ ․
한 삶의 맥락에서 통용되는 시간사용 규칙이자 규범 원리를 말한다고 볼 수 있,
다.
한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 여러 가지 시간체계 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고 보“ ”

았을 때 일상생활은 상호양립할 수 없는 시간체계 들 사이에 생겨나는 긴장과 갈, “ ”
등이 관리표현되는 장이 된다 사블리스 는(Adam, 1995, p. 96). (Sabelis, 2007)․
대학이 교수들의 연구가 창의적 사고를 요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합리화와 관료제의 시간체계 을 강요하면서 교수들이 수행하“ ”(temporal regime) ,
는 일들 중 합리화압축화되지 않는 것은 모두 비가시화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음․
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조직에서 관리주의 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 , (managerialism)
서 교수들은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택에 칩거하는 등 새로운 루틴이 등장하,
기도 했다 또한 맥락에 따라 특정 방식의 시간체계가 우세한 것(Sabelis, 2007). ,
으로 여겨지면서 여타 시간체계는 후면으로 후퇴하거나 타협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즉 다양한 시간체계 들은 일상생활(Kaufman-Scarborough, 2006, p. 64). , “ ”
속에 중첩되어 있으며 상황의 특성에 따라 특정 시간체계가 우위를 점하기도 하,
고 다른 시간체계가 부수적인 위치로 물러나기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
다양한 시간체계 들의 중첩은 일상생활이라는 공시적 차원 뿐 아니라 개인의“ ” ,

생애과정이라는 공시적 차원에서도 일어나며 이 두 차원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
는다 웨슐과 피슬러는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미래의 삶을 그리면서 유급노동의. “
시간체계”20)와 오래 사귄 파트너와의 관계 가족에 대해 예상되는 책임 등과 관련,
20) 웨슐과 피슬러는 시간체계 대신 시간구조 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 “ ” .

시간 규칙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시간체계 와 같은 의미로 간주되며 본 연구에서는 독자들의“ ” ,

편의를 위해 시간체계 라는 용어로 치환해서 제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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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인관계의 시간체계 에 어느 정도로 관여하고 거리두기를 할 것인가를 이미“ ”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성들은 일상생활(Oechsle & Feissler, 2003).
과 삶의 결정의 복잡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느 한쪽의 시간체계“ ”
에 보다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가치부여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
의지와 욕망 선택의 문제가 아닌 돌봄의 책임과 이에 대한 예상을 염두에 둔 젠,
더화된 타협이었다.21) 이렇듯 저자들은 다양한 시간체계 에 내재된 권력관계가, “ ”
서로 얽혀서 주체의 생애를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생애과정 자체가 하나의 시간체
계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한 사람의 생애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생애시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연,

관되어 있다 턴불은 퇴직을 암둔 임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자아의 생애시간과.
조직의 시간이 얽혀 개인의 정체성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Turnbull,

턴불에 따르면 퇴직을 앞둔 임원들의 내러티브 속에는 자아의 시간 과2004). , “ ”
당시 신자유주의적 원리에 따른 개편이 진행 중이던 조직의 시간 이 함께 얽혀“ ”
있었다 임원들은 성과압박 출산 휴가 축소 시니어 급 퇴직 등 조직차원의 변화. , ,
에 대해서 조직의 시간 이 빨라지고 압축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 ,
변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정하거나 익숙한 과거의 정체성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턴불 과 웨슐과 피슬러 의 연구는(Turnbull, 2004) (Oechsle & Feissler, 2003)

조직과 노동시장의 맥락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정체성
을 재조정하거나 미래의 삶을 예상하고 삶의 결정을 내리는 양상을 보여준다 턴, .
불의 임원들이 정체성을 재조정한 것은 신자유주의적 개편과 함께 조직의 게임의
원리가 변화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변화한 게임에서 자신들의 가능성이 축소되었,
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젊은 미혼 여성들은 아내(Turnbull, 2004). ,
와 어머니 역할수행을 미래에 대한 예상 속에 포함시키고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으
며 자신들이 결혼한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게임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유하거나 경,
력단절파트타임 노동이 게임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될 미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
고 있었다 즉 이들은 노동시장의 게임의 원리와 규(Oechsle & Feissler, 2003). ,

21) 예컨대 젊은 여성들은 노인가족에 대한 돌봄의 책임이 있는 여성들은 본인의 욕망과는 별개로,

파트타임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돌봄과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간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 “ ”

지고 삶의 설계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 역할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

여기는 여성은 분명한 커리어 목표를 향해 삶을 목적론적으로 꾸려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

하고 있었다(Oechsle & Feissl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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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따라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어떤 시간체계 에 투자할 것인지를 판, “ ”
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개인의 시간경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 시간들에 대한 논의,

들을 검토하고 시간체계 개념을 사용한 연구들을 모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시, “ ” ,
간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타협수용거부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 ․
시간체계 들의 충돌타협조율에 대한 개인의 경험은 일터와 조직의 구성과 행위“ ” ․ ․
의 윤리와 조직 내외의 권력관계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젠(Sabelis, 2007),
더화된 사회질서 신자유주의적 조직 개편과 노동시(Oechsle & Feisseler, 2003),
장의 생존법칙의 변화라는 사회적경제적 질서의 변화(Oechsle & Feisseler,․

라는 사회적 권력의 작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2003; Turnbull, 2004) ,
와 관련해서 주체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조율해 나가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턴불 과 웨슐과 피슬러 의, (Turnbull, 2004) (Oechsle & Feissler, 2003)

연구는 주체의 시간경험이 일터 조직 가정 등 다양한 생활세계들 고유의 시간체, , “
계 들이 중첩되는 공시적 수준과 시간의 흐름 속에 과거현재미래로 펼쳐지는 자” ․ ․
아의 생애시간이 구성되는 통시적 수준에서 맞물려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자아의 생애시간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시간체계에 대한 인식을 토. ,
대로 형성되며 사회적 시간체계에 맞춰 살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정체,
성과 생애시간의 재구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시간경험이 주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시간체계 들 사이에서 타협조율하“ ”① ․
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응집된 결합체이며 이는 사회적 시간체계에 대한 인, ②
식에 따라 정체성과 자아의 생애시간을 어떻게 조정형성해 나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시간경험은 해당 시기의 역사적 시간과도 교차하게 된다 르까.③

르디는 기계적선형적 시간논리가 붕괴되고 시간논리가 재구조화되는 이른바 제“․
근대성 의 환경 속에서 젊은 여성들이 존재론적 불안정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2 ”
여주었다 저자에 따르면 이태리의 젊은 여성들은 일상생활이 가속화되고 불확실. ,
성이 증대되는 사회문화역사적 맥락 속에서 삶의 단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 ․
감을 경험하며 그 결과 현재에 무언가를 생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
었다 또한 미래의 계획에 따라 삶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것의 의미를 상. ,
실했으며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사라지는 기회들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포착함으,
로써 현재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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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은 시간을 도둑맞는 것이며 시간은 자아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내야 하는 재산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즉 빠른 속도(Leccardi, 2005). ,
로 부상하고 사라지는 기회를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
는 것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했던 농촌의 시간 도시의 시간. , ,
종교의 시간 산업의 시간 등 사회적 시간들을 시간체계 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 ” ,
특정한 사회적 맥락별로 어떠한 시간틀 을 가지고 활동해야 하며 행(time frame) ,
위들을 어떠한 원리에 따라 동시화조율해야 하는지 어떠한 속도로 활동(timing),․
을 수행해야하는지 시간사용을 어떻게 규율통제해야 하는지(tempo), (time․

가discipline) 서로 다르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시간체계 개념은 첫째 주체. “ ” ,
들이 다양한 사회적 차원의 시간들을 자신의 행위 틀 안으로 동시화 시키고 조율
하는 실천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개인적 시간경험과 사회적,
차원의 시간에 대한 논의의 접점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강점이 있다 둘째 시간. ,
경험의 상이한 양상들을 타협과 조율이라는 주체의 실천을 매개로 설명함으로써,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체의 정체성 및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맥락을 함․ ․
께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이라는 연․
구대상의 고유성을 살리고자 하는 본 연구에 유용한 개념이 된다고 하겠다.

정보테크놀로지 사용과 시간체계들의 중첩조율2) ․
정보테크놀로지는 언제든지 연결되어 있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시공간의 제

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간경험을 다르게 만드
는 요인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번 절에서는 일상적 시간 차원에서 다.
양한 시간체계 들이 타협조율되는 과정에서 정보테크놀로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 ” ․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일가족이라는 상이한 영역 간의․
경계를 조율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 연구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
다.
무엇보다도 선행 연구들은 전화와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사용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개인들이 특정 공간과 연계된 시간체계 에 따르기 보“ ”
다는 자율적으로 시간체계 들 사이를 오가며 유연하게 활동을 조직해 나갈 수 있“ ”
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하는 여성들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특징들이 장소에 구애받.
지 않고 일가족에 대한 이중역할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부터 논의가․
전개되었다 우선 기존 연구들은 가족의 시간체계 가 일터로 유입되는 현상에 주. , “ ”
목했다 일하는 여성들은 일터에서 원격 어머니 노릇을 수행하면서 일의 시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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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돌봄의 시간체계에 대한 모두 파편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Morehead,
모어헤드는 여성 기혼 간호사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전화로 유입되는2001).

가족들의 요청이 업무의 리듬을 깨뜨리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이 업무와 어머니,
노릇 모두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Morehead, 2001). 이러
한 상황은 강도 높은 업무수행을 요하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와 가족생활에서의“ ”
시간사용 규칙을 관장하는 가족생활의 시간체계 가 투입되면서 시간갈등을 빚는“ ”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일하는 여성들이 전업주부들 김명혜 과는 달리 업무. ( , 2005)
의 동학과 리듬에 집중하느라 자유롭게 원격 어머니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정보테크놀로지는 부부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이 적은 맞,

벌이 부부들에게 부모노릇을 둘러싼 협상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오늘날 한.
국의 중산층 맞벌이 부부들은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가정생활에서는 자녀,
와의 정서적 소통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을 꾸려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산층.
맞벌이 부부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짧게 짧게 용건 위주로 자녀양육을“ ”, “ ”
위한 시간협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조주은 쪽 이러한 결과는( , 2009, 233 ).
남편과 아내가 가족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경제적 동맹자 관
계가 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의 중산층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 휴대전화 문자메시,
지가 가족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문제들을 조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로 인식되
고 있었다. 조주은의 연구는 오늘날 가족생활의 시간체계가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
향으로 변화하면서 휴대전화가 가족생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시간 체계들의 혼합 및 조율에 정보테크놀.
로지가 활용되는 양상을 의미화하기 위해서는 각 시간체계들이 가진 성격 그 변,
화들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성을 암시해주는 것이었다.
한편 전지구적 경제로 이행되고 일의 시공간적 유연성이 커지면서 정보테크, ,

놀로지 사용은 일가족의 경계를 재정의하고 있다(Araújo, 2008; Ladner, 2009;․
Hooks & Higgs, 2002; Kaufman-Scarborough, 2006; Nansen et al., 2009;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보테크놀로지가Tietze & Musson, 2002).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줄 수 있는 업무 연장 테크놀로지 라“ ”
는 사실에 주목했다 휴대전화 이메일 음성메일 휴대용 컴퓨터와 같은 정보테크. , , ,
놀로지들은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부추기는데 이러한 가정에, “
서의 보충노동 은 풀타임 직업을 가진 이”(SWAH: Supplement-work-at home)
들 전문직관리직 지식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 (Duxbury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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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는 정보테크놀로지를 사2006; Venkatesh & Vitalari, 1992, p. 1688).
용함으로써 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터로부터의 압박과 과중한 업무
요구 조직의 동학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
업무시간을 증가시키면서 유급노동으로 인한 시간의 식민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
을 보여주고 있었다 휴대폰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블랙베리 는 사무실. , , , , PDA
외의 공간 및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업무 연장 테크놀“
로지 이하 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Work Extending Technology, WET)
(Duxbury et al., 2006).22)
그렇다면 정보테크놀로지를 통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가 여타 삶의 영역을 침,

식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서로 다른 시간체계들 간의?
갈등과 타협의 문제는 작업환경이 일과 그 외의 생활 간의 시공간 경계가 뚜렷하
지 않은 재택근무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논의되었다(Felstead & Jewson, 2000;
Haddon & Brynin, 2005; Jackson & van der Wielen, 1998;

재택근무자들은 가족구Kaufman-Scarborough, 2006; Tietze & Musson, 2002).
성원들과 시간 사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업무시간과
업무 외적 시간 사이의 경계를 설정하려는 행동이나 의식 들 컴퓨터 사용(ritual) ,
시간 규칙이나 컴퓨터의 공간적 배치를 통해 일과 가족생활의 경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가족 간 경계 설정은 재택(Kaufman-Scarborough, 2006). , ․
근무자 개인의 단독 결정이 아니었으며 어떤 시간체계 를 우선시하고 행위들을, “ ” ,
어떻게 시퀀싱 할 것인지의 문제는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율되고
있었다(Mirchandani, 1998; Sullivan & Lewis, 2001; Tietze & Musson, 2000;
Kaufman-Scarborough, 2006).
특히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가족생활의 시간체계 간의 경계가 설정되는 양상,

은 젠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전문관리직 부부를 연구한 결과 휴대폰. ,․
을 통해 업무가 가족생활로 유입되는 현상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
었지만 역으로 가족관련 전화가 일터로 유입되는 현상은 아내에게서만 나타났고, ,
그 정도가 스트레스를 줄 정도로 과도하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었다(Chesley,

이러한 결과는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젠더화된 일가족 경계를 강화시키2005). ․
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으로 인한 시간체계들 간의 갈,

22) 정보테크놀로지 사용과 일가족의 갈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특히 재택근무자와 프리랜서들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 이들이 주 연구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공간적 현재부재와 관계없이 업. ․
무시간에 대한 자율권을 이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가족생활의 시간체계

간의 갈등을 상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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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타협이 사회적 권력의 질서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재택근무를 하는 여성들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녀와 배우자의 요구, ,
에 수시로 응대해줘야 하는 등 일과 돌봄의 역할을 오가며 유급노동을 수행하면
서 업무와 돌봄가사노동을 사이사이 끼워넣는 시간사용 스타일을, “ ”(dove-tailing)․
보이고 있었다 이는 남성들이 같은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선형적단일시간적. ․

시간사용 양상을 보여준 것과 대조적이었는데(monochronic) (Glennie & Thrift,
1996; Felstead & Jewson, 2000; Haddon, 1998), 이들 연구는 젠더화된 역할규
범이 시간 사용의 스타일을 다르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남편들의. ,
경우 가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족의 부양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고 있었지만 아내들이 오버타임 근무를 하거나 가정에서 연장업,
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Ladner, 2009).
한편 정보테크놀로지는 유급노동과 가족생활의 시간체계들 외에도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시간체계들이 한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중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다 이재현( , 2005, 2004; Adria, 2008, p. 5; Green, 2002). 모바일 테크
놀로지가 지닌 공간초월적 특성이 동일 공간에 존재하면서 다중적 시간에 노출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모바일 테크놀로지 사용이 생성하는 모바일 시간, “
성 은 시간사용을 두껍게 혹은 깊게 만들어주면서 시간의”(mobile temporalities) , ,
밀도를 제고 할 수 있다 이재현 쪽 같은(intensification of time) ( , 2004, 104~5 ).
맥락에서 아드리아 는 도심에 새롭게 등장한 무선 인터넷 존들이 시, (Adria, 2008)
간을 두껍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지적했다(thickening) (Fortunati,
2002; Adria, 2008, p. 5). 이러한 논의들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접합되면서
생성되는 시간 뿐 아니라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공간에 관계없이 여러 시간체계,
들을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사용자가 다양한 시간체계에 동시에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 개념들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일상 속에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며 이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경험은 어떠한 시간체계들이 충돌하도록,
만들고 있는가 이들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으로 인해 유입되는 시간체계와 여타?
시간체계들 사이에서 어떻게 타협해나가는가 이러한 타협의 경험은 시간에 대한?
어떠한 경험을 만들어 내는가?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유급노동과 가족의 시간체계들

간의 경계를 유연하게 만들면서 그 경계가 재설정되고 있으며 여러 시간체계들이,



- 50 -

동시에 중첩되게 만들면서 시간경험을 다중적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체계들 간의 충돌은 단순히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의 영. ,
향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적확한 이해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보테크.
놀로지 사용을 조율타협하는 양상은 사용 목적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시간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어떠한 시간체계들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에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체계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
펴볼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다양한 시간체계들이 조율되고 통합되어서,

형성되는 시간경험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첫째 시간경험을 구성하는 각 시간체계,
들의 성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성격 가족생활의 변화 등을 살펴볼 필요,
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이 어떠한 노동자 규범. , ․
에 영향을 받으며 노동자 규범 및 조직의 시간규율에 어떻게 타협하고 있는지, ,
젠더화된 역할을 얼마나 내면화하고 있는지 젠더화된 사회적 기대에 이들이 어떻,
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등을 정체성 전략을 통해 살펴보는 작업이 이들의 시간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보테크놀로지가 시간체계들 간의 경계를 흐트러뜨리는 양상은 어떠하,

며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은 이를 어떻게 조율타협해 나가는지 살펴보아야, ․ ․
할 것이다 시간경험이 정보테크놀로지 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시간체계들에 대한 주체의 경험과 연관되어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모바일 시간성 과 복합적 시간 이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위, “ ” “ ” ,
해서 창출되고 있는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과 시간경험이 접합되는 맥락과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들은 정보테크놀로지가 유급노동의 시간체.
계와 가족생활에 침투하도록 만들면서 업무시간이 길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과연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 휴대폰 노트북 데스. , ,․
크탑 컴퓨터 태블릿 등의 정보테크놀로지는 업무 연장 도구로서 의미를 가지, PC
고 있을까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 속에서 유급노, ․
동과 가족생활의 시간체계들을 비롯해서 어떠한 시간체계들이 서로 충돌하도록 만
들고 있는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시간경험에 작? ․
용하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테크놀로지를 업무연장 테크놀로“
지 로 선험적으로 정의하는 대신 이들이 어떠한 목적으로”(Duxbury et al.,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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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어떻게 자신들의 실천을 재조직 변화시키, ·
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

오늘날 일하는 여성들의 일상생활은 유급노동과 가족생활 외에도 여가생활 소,
비생활 여성으로서일하는 주체로서의 자기계발들과 관련된 다양한 기획, (project)‧
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여가는 유급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재생. ,
산이자 유급노동을 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로 간,
주되었지만 오늘날 여가생활은 자체로서 능동적으로 추구해야 할 별도의 기획으,
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근대. ,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이 심화되면서 생활세계의 제 영역이 성찰적으로 자기반성을
통해 기획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변모한 것과 관련이 있다 삶 자체가 다양한 기.
획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은 보다 다양한 활, ․
동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관리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소절에.
서는 유급노동과 가족생활의 시간체계 이외에 이들의 일상적 시간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체계들은 무엇이 있으며 그 성격은 어떻게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양질의 여가를 중시하는 시간체계의 등장1)
유급노동의 시간이 증가하고 일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시간의 양보다는 질을 강

조하는 담론들이 등장했는데 이는 중산층 여성들이 고용시장에 진입하면서 가족,
의 가처분 소득은 늘어났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한되면서 생긴 변화,
였다 그렉슨과 로위는 년대 영국에서 이른바 신 중산층. 1980~90 “ ”(new middle

을 중심으로 양질의 시간 에 대한 문화적 이상이 부상하면서class) (quality time) ,
가정을 즐거움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 대두했음을 보여주었다

기혼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가족(Gregson & Lowe, 1995, p. 235). ,
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희소해지면서 짧은 시간 안에 여가활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양질의 여가를 추구하는 경향이 대두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급노동 외의 시간은 양질의 시간을 만들(Linder, 1970).
수 있는 창조적이고 즐거운 활동들에 투자되어야 하는 희소재로서 인식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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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 중산층 가족은 이러한 양질의 여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사노동 서비스, “ ”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시간을 사고 있었다“ ”(buying time) .
하지만 모든 가사노동이 서비스 인력에게 일임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가족생, ,

활에 필요한 노동 중 일부는 일종의 여가로서 재규정되었다 할로우즈. (Hollows,
는 영국의 유명 요리사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각종 대중담론들이 요리와 살2003)

림 등 일부 가사노동 중 일상적이지 않은 활동들을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구축
하는 한도에서 심미화된 여가활동 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Lupton, 1996, p. 126)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 중산층 여성들 사이에서는 주중에는 일에 집중하고. , “ ” ,
주말에는 집중적으로 여가를 즐기는 일종의 계산하는 쾌락주의“ ”(calculating

의 윤리가 공유되고 있었다 이는 신 중산층 의hedonism) (Lupton, 1996, p. 151). “ ”
여가활동이 시간차원의 원칙을 가지고 행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즉 근. , “
무일과 주중은 생산과 심미화된 자기규율을 특징으로 하지만 저녁 주말 휴일, , , ,
축제일에는 소비와 쾌락주의적 사치 가 집중되고 있었는데” (Lupton, 1996, p.…

이는 여가가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방식151),
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소비가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
가활동으로서 여겨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성으로서의 외모관리의2) 시간체계
대 뿐 아니라 대 이상의 기혼 여성들도 외모관리 몸매관리패션 스타10~20 , 30 · ․

일을 통해 끊임없이 관리하는 자아가 될 것을 권유받는다 할로우즈는 새롭게 등.
장한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간주되는 영국의 텔레비전 페르소나를 분석하면서 그,
녀가 중상층 가족에서 성장하여 향유와 미식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서도 건강과,
미모를 위해 자기 통제를 할 줄 아는 여성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 사회에서도 각종 자기계발 담론들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Hollows, 2003). ,
다이어트 운동 성형 등 몸에 대한 관리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
있다 임인숙 여성잡지의 기사들은 여성의 몸을 결점이 많은 몸으( , 2002; 2004).
로 정의하고 이상화된 몸 이미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여성들이 끝없이 자신의, ,
몸을 변형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재생산 하고 있다 최옥선 또한 날씬한( , 2004). ,
몸을 가지는 것은 주체가 자신의 몸에 대해 자율권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윤태일( , 2004).
중년 여성들 역시 이러한 외모 가꾸기의 시간체계의 영향의 예외일 수 없다.

여성지의 몸 담론들은 성형과 다이어트를 통해 매력적인 여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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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몸을 가꾸어가는 주체로서 이들을 호명한다 또한 이들은 독자들로 하여. ,
금 노화의 시간법칙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남편 시선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부,
추기고 있으며 이러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언들을 제시하기도 했,
다 이는 더 젊고 아름다운 몸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대 미혼 여성. , 20
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각있는 교양주부 가 되기 위한 중년 여성의 자기, “ ”
계발로서 정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희영( , 2010).
한편 외모관리를 위한 자기계발을 자극하는 것은 일종의 계급성을 내포한다, .

링로즈와 워커다인은 변신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여성성이 보편적인 것이며TV ,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부르주아적 여성상이,
라고 지적했다 변신 프로그램들이 제시하는 개조의 대상들은 욕망과 소비의 주체.
및 대상이 되지 못하며 자기개조를 위해 필요한 자아성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
은 노동계급 여성으로 재현되며 변신 프로그램은 이들에게 이른바 전문가들의 지,
식과 손을 빌어 이들에게 중산층 여성성을 입혀준다는 것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
변신 프로그램들이 노동계급 여성들을 일종의 아브젝트TV “ ”(abject)로 정의하면

서 스스로를 변신시켜 갈 수 있는 성찰적 능력과 중산층의 취향과 소비능력을 가,
지지 못한 상태를 혐오와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다(Ringrose
& Walkerdine, 2008).
아름다운 여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외모를 변형시키고 가꾸어 나갈 것을 권유하

는 외모 계발의 행위들은 다양한 종류의 소비활동을 수반하며 지속적인 시간 투,
자를 요한다 옷을 구입하고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다이어트 식단을 구입하고 피. , , ,
부몸을 관리 받는 자기관리 행위들은 단순한 관리행위가 아닌 소비화된 자기관리,․
이자 시간집약적인 행위들이다 지속적인 외모몸 관리 담론들이 구성하는 결점이, . ․
있는 몸외모를 변형시키고 다방면에 능력을 갖추고 모든 것을 가진,․

여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만큼 장기간 규칙적으로 돈과 시(“having-it-all”)
간을 투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노동자로서의 자기계발을 관장하는 시간체계3)
서동진은 경제 위기 전후부터 시작된 새로운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시대정IMF

신을 자기계발로 요약한다 서동진 각종 자기 계발서들과 기업정책 담론( , 2009). ․
들은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갱신해가는
주체로 호명한다 서동진 은 이러한 자기계발의 윤리가 한국사회에 자리 잡. (2005)
게 된 현상을 년대 이후의 정책담론 기업담론 자기계발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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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일터에서 노동하는 주체를 지배관리하기 위해 생산된 경영담론들은. ․
경력 개발 연봉제 다양한 성과평가제도 인적자원 관리 등을 강조하면서 노“ ”, “ ”, , ,
동하는 주체가 자기를 관리하고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자극하고 있다 나아가. ,
이러한 담론들은 노동자들에게 성과와 역량을 획득하고 이를 발휘하기 위해서‘ ’ ‘ ’ ,
자신의 상태를 철저히 수량화해서 계산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발전시켜나가는,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가 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서동진( , 2009).
자기계발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규율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오늘날 직장인들은 플래너 기록 온라인 커. ,
뮤니티를 통한 자기계발 행위의 상호 응원 등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 더 역량있고,
경쟁력유연성을 지닌 성공하는 노동자로서 자아를 가꾸어 가는 것을 노동자의‘ ’․
규범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이범준 전상진 나아가 자기계발 담( , 2009; , 2008). ,
론들은 단순히 직장인으로서 피고용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의 의무에 충실 하는, ,
것을 넘어 삶에 대한 열정을 지닌 개인으로서 꿈을 추구하는 자로서 자신의 한, ,
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자기, .
경영의 정신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다만 본 소절에서는. ,
노동자로서의 역량계발 경쟁력과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한,
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일하는 주체들에게 중요한 삶의 한 영역이 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일하는 주체로서의 자기계발의 시간체계는 현재보다 더 나은 자신을.
목표로 자아의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규범으로 하는 것,
이었고 이를 위해 외국어 배우기 직업능력 교육 독서를 통한 교양지식 축적 등, , ,
자기계발에 필요한 다양한 행위들을 제한된 시간 안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24
의미했다.

4) 소비의 열망을 가속화하는 소비의 시간체계
그 외에 오늘날 확장되고 있는 또 다른 삶의 영역은 소비이다 앞서 살펴본 시.

간부족감에 대한 논의들은 소비에 대한 열망과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자들,
이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차별화되고 보다 고도화되는 소비(Linder, 1970; Schor, 1998). ,
활동을 부추기는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쇼어는 오늘날. 전지구적 자본주의가 소수
부유층의 라이프스타일을 핵심 소비자 준거집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일과 소비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소비열망을 부추기는 이러한 사회문화․
적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Scho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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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소비에 대한 열망을 부추기는 문화는 이상적인 부모노릇하기 가족과의,
친밀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중산층으로서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더튼은 영국의 중산층 가족의 시간압착. (time

의 경험을 조사한 결과 첫째 자녀들에게 고급 교육을 제공해줄 수 있는squeeze) , ,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을 부모의 핵심적인 역할로 인식하는 것과 둘째 주변 사,
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미디어가 제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추,
구하기 위한 열망이 시간압착의 주원인 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우선 젊은 중산층. ,
부모들은 바이올린 렛슨 승마렛슨 등 자신이 누리지 못한 혜택을 자녀에게 주려,
는 강한 욕망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소비주의적 부모역할 수행을 실행에 옮,
기기 위해서 맞벌이가 필수가 되는 현실이 시간압착감을 낳는 이유가 되고 있었
다 또한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키고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은 결. , ,․
국 소비행위를 통해 구현되고 있었고 이는 다양한 소비의 선택권들을 검토하는,
행위와 소비에 필요한 수입을 얻는 노동으로 이어지면서 시간압착감의 원인이 되
고 있었다(Southerton, 2003).
결국 오늘날 소비에 대한 열망은 미디어가 구성하는 소수 부유층의 라이프스타

일 주변인들의 삶의 질과 수준 등 현재 자신의 소비수준 라이프스타일을 갱신하, ,
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소비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 .
상은 서동진 이 말하는 소비문화 비판을 소비문화로 대신 하는 근래에 생겨(2005) “ ”
난 현상과 유사하다 예컨대 웰빙 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 규범이 지닌. , “ ”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생활방식으로 비판하면서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배려하는, ,
로하스 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새로운 소비규범이 등장하는 현상이 그것이“ ”
다 서동진 쪽 이렇듯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 2005, 75 ). , ,
또 다른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등장하는 상황은 오늘날 소비문화가 지속적인 차
별화를 통해 정교화 영속화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문화, .
의 진화를 소비자들의 생활 차원에서 조망하자면 결국 소비문화가 전환되는 사이,
클이 빨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보다 향상된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하기 위해서 이를,
실현해줄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찾고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상으로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시간체계들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일과 가족의 시간체계 외의 여타 삶의 영역들,
과 관련된 시간체계들이 어떻게 새롭게 정의되고 확장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
다 이러한 시간체계들이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데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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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얼마나 관여할 것인가 이들의 시간경험에 관여한다면 이러한 시간체계들, ? ,
은 시간경험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고 있을까 또한 그 양상은 참여자들마다 어떻? ,
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까?

5 . (entrepreneurship)

시간경험이 일상생활을 관통하는 다양한 시간체계들이 타협되면서 만들어진다
고 보았을 때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시간경험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시간, ․
체계로서 오늘날 유급노동과 가족생활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노동에 대한 담론들은 생계유지 경제활동보다는 자아실현 자기계발 일에, , ,
대한 열정을 강조하면서 유급노동을 하는 이들은 누구나 사업의 경영자임을 강조
한다 한편 가족생활 관련된 담론들은 여성들이 가(McGee, 2005, pp. 126~138). ,
족생활을 책임지고 관리경영하는 기업가이자 경영자임을 강조한다 서로 상이한, .․
성격을 띤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가족생활의 시간체계가 공통적으로 기업가경영․
자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절에서는 유급노동과 가족생? 4
활을 지배하는 시간체계들의 변화를 비롯해서 시간집약적 행위들을 요하는 새로운
시간체계들의 등장을 신자유주의적 정치적 합리성 신자유주의적 행위양식의 등장,
으로 보았던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커리어와 유급노동은 존재론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경험으로서 정체성
구축에 핵심적인 축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전지구화와 전문가에 대한 요구 값싼. , ,
노동력에 대한 수요 맞춤형 생산 등 시장의 요구 변화에 따라 노동문화가 유연성,
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Catalyst, 1994, 1998; Hooks & Higgs, 2002;
Sladek, 1995), 직업은 한 개인의 노동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
라 개인의 역량을 계발하고 경력을 관리할 때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하,
고 있다 서동진(Rosa, 2003, pp. 5~10; Sennet, 1998; , 2009, 장3 ).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성찰적 근대화론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일생을

두고 수행해 나가야 하는 하나의 성찰적 프로젝트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존재론,
적 불안감을 해속하기 위해서는 자아에 대한 성찰성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료주의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노동자들(Gidden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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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스로 성찰적으로 커리어 행로 생애과정을 설계구성해 나간다는 시각에서 그, ․
양상을 살펴보고 있었다(Arthur & Russeau, 1996; Kanter, 1989; Leccardi,

일과 직장에 대한 충성과 직업 안정성은 더 이상 유효하2005; Sullivan, 1999).
지 않은 오늘날 빈번한 직장이동이 일어나는데 그 배경에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 ,
의 커리어를 관리하는 실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Arthur & Russeau, 1996).
한 평생직장과 안정적인 고용이 존재론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던 사회적 제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탈전통화된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자아성찰을 통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생애과정을 전개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삶과 결혼이 병,
행될 수 없다는 인식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팽배해 있었다 하(Leccardi, 2005).
지만 성찰성을 강조한 연구들은 커리어 이동과 생애설계가 주체의 성찰에 의한,
것인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그 구분이, ,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자의적이라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통치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에 접근한 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의 문제를 복지국가가 사회적으로 통치하던 각종 사회적 문제와 국가가 제공하던
사회적 보호가 개인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대상이 되는 현상으로,
조망했다 통치성론자들은 이러한 변화와 함께 개인은 기업가적 정. , “
신 을 발휘해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가꾸어 나가고 그 결”(entrepreneurship) ,
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아가 될 것을 권유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가, “
적 정신 이 사회적 삶의 제 영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신자유주의 사회의 특징으”
로 설명하고 있었다 서동진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 , 2010, 2009; Gordon, 1991).
가 외의 영역이 나름의 고유한 질서에 따라 작동할 수 있게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국가의 권력을 개인의 권한과 자율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수준에 국한 지었,
다면 신자유주의적 통치 프로그램은 개인을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자이자 경영자,
로서 정의하는 각종 담론들을 통해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권한과 자율
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인위적으로 창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기업가. , “
적 자아 는 자신의 삶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삶의 질을”(enterprising self)
극대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신자유주의 주체성의 범형으로 제시된 개념이라
고 볼 수 있다(Rose, 1998, Miller & Rose, 1995).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각종 기업담론 정책 담론 자기계발서들은 일하는 주, ,

체들을 능동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계발개척해나가는 자기계발적 주체이자 기, “․
업가적 자아 로서 주체화하고 있다 서동진 맥기는 년” ( , 2009. McGee, 2005). 1980
대 초 실업률이 대공황 이래 최고치에 달했던 미국의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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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기계발서들이 직업 안정성과 임금수준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높았던 노동
자들을 단순히 노동하는 주체가 아닌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즐기는, ,
사람으로서 재구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McGee,

이러한 자기계발 담론들은 노동자로서 보다 완벽한 경지에 이2005, pp. 131~8).
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노동자의 기본적인 윤리로 재규정 하면서 경제 구조,
적 문제점을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년대 경제위기를 전. 90
후로 기업가 정신 을 가진 역량있는 노동자를 이상적인 노동자로 규정하는 자기“ ”
계발서가 범람했으며 이러한 노동자 상을 기업문화의 일부로 정의하는 각종 경영,
담론 국민들을 경쟁력을 갖춘 자기계발하는 시민으로 호명하는 국가 정책 담론들,
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서동진( , 2010; 2009).
이러한 담론들의 확산은 자발적인 인 기업으로서 자아를 실현해간다는 미명1

하에 노동자들이 늘어난 업무량과 근무시간 과도한 스트레스 비현실적인 회사, ,
측의 요구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었다(Fraser,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이저의 연구대상들은 기업의 노동착취적 요2004[2002]).
구에 대해서 고도의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에 대한 불신과 절망 피로감을, ,
토로하고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회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
각하고 있었으며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휴가지에 업무를 들고 가는 등 자발적,
으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었다 이는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기업문화를 전.
적으로 내면화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 ,
체의 행위성과 기업조직시장의 구조적 영향력 중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강조점․ ․
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주체가 일 커리어 시장 등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취, , ,
사선택하여 새로운 존재양식을 구축해 나가는 양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23)
한편 노동자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속적인, ,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이상적인 노동자의 자격조건으로 보는 시
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자녀를 둔 어머니 노동자들은 가장 고통 받는 이들,
로 주목받고 있다 일터에서는 가외의 프로젝트에 하겠다고 대답해야 하고 사업. “ ,
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근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무보수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과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적극적인
노동자로서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를 경영해 나가는 삶의 기업가로서 살아가기 위,
해 필요한 활동들이었다 이는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그만큼 희생하는 것을 의미.

23) 국내에서 자기계발 담론이 수용되는 양상을 분석한 연구로는 전상진 이범준 를(2008), (2009)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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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자녀보육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기에 자녀를, ,
둔 어머니 노동자들에게 특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었다(McGee, 2005, p. 136).
커리어와 업무에 대한 헌신을 중시하는 것이 이상적 노동자 규범이 된 사회에

서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역할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출산이라는 생애시간의 단,
절 가능성을 가진 기혼 여성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상이한 시간체계들을
조율하며 생애시간을 꾸려나가고 있을까 앞선 연구들은 이에 대해 일관적인 답, ?
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일련의 연구들은 이른바 좋은 직업 을 가진 전문관리. “ ” ․
직 여성들이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자기계발의 시간체계를 중심으로 시간자원을
배분하고 생애시간을 설계해 나간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Blair-Loy, 2003;
Williams, 2001).24) 반면 또 다른 연구들은 남녀 관리자들이 자신의 커리어와 일,
관련 생활을 신자본주의 담론“ ” 25)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효율성과,
이익에 따른 선택을 중요한 원리로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지만 여성 관,
리직 종사자들의 경우 가족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신자본주의 내러티브 안에서, “ ”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분절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Wacjman & Martin,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효율성 이익 개인의 선택 등의 가치로 대변되는2002). , ,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을 일상생활의 양식으로 수용하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진, “
지한 커리어 추구자 로서의 정체성과 어머니와 아내 로서의 정체성 사이의 갈등” “ ”
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Wacjman & Martin, 2002).
이상의 연구들은 기업가적 정신에 의거한 노동의 윤리가 강화되면서 유급노동

의 시간체계 커리어 발전의 시간체계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유연하게, ,
시간을 구사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24) 하지만 이들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경험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에는 주의를 요한

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은 일과 커리어의 의미를 강조하는 담론에 강한 거부감.

을 드러내고 있으며 직업정체성 형성에 대한 성찰성과 자율성의 정도 역시 다르(Smith, 2001),

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25) 신자유주의는 신경제 신 자본주의 심화된 자본주의 등 서로 다른 용어들로 표현되고“ ”, “ ”, “ ”

있었지만 포디즘적 생산양식을 통한 이윤창출의 한계 유연한 생산 및 노동 복지국가의 쇠락과, , ,

시장원리에 따른 사회의 규제 주체화를 통한 통치 기업가 정신의 확산 고도의 상품화 안전보, , , , ․
건교육 등 복지차원에 대한 공적 가치의 몰락과 사회양극화 등 년대 이후 서구사회의 경1970․
제사회문화적 변화를 총칭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용어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현상은․ ․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주체화 양상 사회적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측면 등을 부각시키는. , ,

연구들은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신경제는 생산 양식 및 경제적 변화와 관련해서‘ ’ , ‘ ’ ,

신 자본주의 심화된 자본주의 는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변화를 일반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 “ ” ․ ․
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년대 전후에 본격적으로 시작. 90

되었다고 논의되고 있으며 서동진 경제 위기는 이러한 변화의 계기에 대한 상징으( , 2009), IMF

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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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터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요구하는 이상적인 노동,
자 규범이 이른바 좋은 직업 을 가진 이들을 중심으로 공유되면서 이러한 노동규“ ” ,
범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를 둔 여성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더
많은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사용하게 될지 스스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고학력 전문사. , ․
무직여성들은 자발성유연성의 노동자 윤리가 강화되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보다,․
더 완벽하고 역량있는 노동자로서 커리어를 계발해갈 것을 요구하는 커리어 발전
의 시간체계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들과 가족생활의 시간체계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타협하고 있을까?․

2. ․
자신의 삶의 관리자가 될 것을 권유하는 기업가 정신 은 가족생활에서도 확산“ ”

되어 가족생활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문화적 이상과 역할 역시 재정의되고 있다, .
어머니 주부들을 호명하는 각종 담론들은 가족생활과 그 안에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정체성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이는 여성들의 일상적,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 연구들은 기업가 정신이 가족생활 여성에 적용되면서 모성이 가족생활, ,

에 대한 효율적 관리자 역할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서구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테일러주의 버전의 어머니 노릇하기 담론이 확산되고 있“ ”
으며 이에 집중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새로운 종류의 전업 엄마들, “ ”(new

에 대한 담론들도 증가하고 있었다stay-at-home mothers; SAH mothers)
(Medved & Kirby, 2005, p. 462).

년대 후반 한국 사회에서도 자녀 양육에 대한 담론들이 폭증했으며 이재1990 , (
경 윤택림 차우미 주부를 가족생활의 최고 경영자로 주체, 1998; , 1996; , 1997),
화하는 담론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박혜경 박혜경 은 지난( , 2008). (2010) 1990
년대 이후 신문기사의 주부담론의 계보를 분석한 결과 오늘날 주부들이 가부장제,
권력에 억압받는 주체가 아니라 주부라는 전문가 경영자로 주체화되고 있음을, ,
보여주었다 신자유주의적 주부 주체화 담론 들은 주부를 프로 주부가 되기를 스. “ ” ‘ ’
스로 선택한 이들로 묘사하면서 개인화된 자율적 선택 을 중시하고 있었는데 박“ ” ,
혜경 은 이러한 지점들을 들어 신자유주의적 주부 주체화 담론 이 주부들을(2010) “ ”
가족생활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기업가적 자아 로서 주체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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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담론들은 궁극적으로 주부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부가하게 되고 성, ,
별분업을 재강화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권력의 작동은 담론들이 개인의 선택 이라, “ ”
는 틀 속에서 제시됨으로써 가려지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이러한 담론들이 실제 여성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중간계급의 일하는,

기혼 여성들은 가족생활을 테일러주의화 하면서 가족구성원들이 시간을 효율적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조주은 오늘날의 여성( , 2008).
들은 시장에서의 역할을 측정 잣대로 가족생활에 필요한 선택을 하고 유급 노“ ” “
동자로서 삶의 그림에 견주어 보며 자신의 행위를 측정 하면서 가족생활을 테일, ”
러주의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간집약적인 고도화(Hochschild, 2003, p. 43). ,
된 어머니 노릇을 전제로 형성된 테일러주의 버전의 어머니 상이 사회적으로 확‘ ’
산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백인 전문직 중산층 여성들이 어머니 노릇에 전념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Medved &

이러한 변화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위험사회적 요소들이 주부들Kirby, 2005).
의 소비를 부추기며 가정 내 여성들의 역할을 고도화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화영 생산중심의 자본주의가 야기한 위험이 환경과( , 2006).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을 고려한 살림,
과 요리 가족의 건강을 고려한 쇼핑과 건강정보의 수집 및 실천 등을 포함한 사, “
회적 가사노동 이 주부의 새로운 역할이 되면서 가사노동이 확대되고 정교화되고” ,
있었다 나아가 고도화된 가족생활의 경영자 역할들을 척척 해내는 여성들은 이. ,
른바 프로 주부 오화영 라는 사회적 인정을 얻고 있었는데 이는 주부들“ ”( , 2006) ,
이 가족생활에 침투하는 사회적 위험요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이자 전문적 지식,
을 가지고 가족생활을 경영하는 전문가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
을 부추기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경영담론들이 사적영역으로 확산되면

서 비정상적으로 시간소모적 인 신 가정성, “ ”(perversely time-consuming) “ ”(new
이 중산층 가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domesticity)

가족생활이 효율적(Campbell, 2001, p. 4; Hay, 1996; Hollows, 2003, p. 190).
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곳으로 변화하고 어머니주부로서의 역할이 확장심화되면, ․ ․
서 이는 다른 역할과 병행할 수 없을 만큼 감정적 육체적 지적 노동을 요하는 일, · ·
종의 프로젝트가 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론적 환경은 고학력 전문사무‘ ’ . , ․
직 여성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고도화된 기업가적 어머니주부 역? ․
할을 이들은 어떻게 내면화하고 있는가 가족생활 주부 기업가 담론들은 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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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시간경험을 형성하는데 영․
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신자유주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스스로를 경영해 나가는 자기계

발적 주체로서 기업가 모델이 생활세계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면서(entrepreneur) ,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커리어 발전의 시간체계 가족생활의 시간체계가 더 많은, ,
행위 열망 더 많은 활동을 부추기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업적, . “
인 실천이 정체성을 제공하고 시간과 경험을 구조화하며 교육과 지식생산에 영, ,
향을 줌으로써 근대적 삶에 널리 퍼져 있는 신자유주의적 행위양식이 노동자로”
서 어머니로서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이를 이행하는 양상에도 영향을 주, ,
고 있었다 노동자와 어머니들을(Deetz, 1992, p. 2; Medved & Kirby, 2005).
기업가적 자아 로 호명하는 신자유주의 담론들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상호모“ ”
순적인 노동자 상 어머니상을 제시하고 있었고 이는 이들의 삶을 보다 시간집약, ,
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담론들은 기업가 정신 이 중시되는 신자유주. “ ”
의 사회에서 일하는 기혼 여성들이 일과 가족을 병행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담론의 지형 속에서 조직의 가속화와 경쟁 논리의 영향을

받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다양한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높아져 가는 교차점
에 서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일터에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성찰과 자기계발에 힘써야 하며 동시에 같은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남편의 자기관리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관리자보조자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까지 받는다 또한 가족이 경쟁사회에서 중산층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 ,
록 자녀의 교육경쟁을 지원하고 자녀의 경력관리 차원에서 이들의 생애 프로젝, ,
트를 관리해 주는 것 역시 어머니의 몫이다. 하지만 관리적 모성이 가족생활의,
소비주의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생애를 하나(Hallden, 1991),
의 프로젝트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확보해주는 생산노동과 자녀에 대한‘ ’
돌봄이 모두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 생산노동을 포기하면 관리적 모성에 필요한.
소비를 충족시킬 수 없고 관리적 모성의 소비차원을 추구하면 자녀교육 자녀의, ,
경력 관리 등 재생산 역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듯 각 영역의 역할기대들이 모두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하는 여성들, ,

은 삶의 각 영역에서 기업가 정신 을 얼마나 내면화하고 실천해 가고 있는가 이“ ” ?
들은 어떠한 역할과 관련된 기대와 욕망을 낮추거나 조정함으로써 정체성을 구축
하는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역할을 실행하는 것이 정체성을 구현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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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을 때 이들은 다양한 역할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 역할들, ,
사이에서 조정타협하는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간전략을 사용하는가 경쟁 성취 속도를 쫓으며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 , “ ”
를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상황에서 관리적 모성을 중심으로 정의되는 중산층,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구축되는가 혹은 고도화된 관리자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산층 가족생활을 관장하는 시간체계 를 따르는 이들에게 일하는 여“ ”
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타협되는가 이러한 정체성 차원의 딜레마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시간과 여성들 본인의 시간경험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의 시간경험을 이해하기, ․
위해서는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

절의 말미에서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강조4
한 각종 주체화 담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저항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절에서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권력이 주체화를 통해 작동하는.
방식 그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절제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이,
론으로서 푸코의 통치성 과 장치 자기의 테크놀로지 에 대한 논의“ ” “ ”(dispositif), “ ”
들과 아감벤의 신성모독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profanation) .

1. (dispositif)

절에서 살펴본 각종 담론들은 개인이 자신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를 형성해4
나가는 양상을 규정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담론들을 통해 작동하는.
사회적 권력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푸코의 통치성? “ ”(governmentality)
개념은 오늘날 권력이 작동하는 양상에 대한 통찰을 제시해 준다. 푸코는 오늘날
문화에서 권력의 작동은 훈육이나 감시를 통한 사회통제적 지배가 아닌 개인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권(guide) ,
력의 작동 방식의 합리성이자 테크닉을 통치성 개념으로 설명했다“ ” (Foucault,
2011[2004]).26)

26) 정치적 합리성으로서의 통치성 이 넓은 의미의 정의라면 좁은 의미에서는 인구를 주요 목표“ ” , “

로 설정하고 정치경제학을 주된 지식의 형태로 삼고 안전장치를 주된 기술적 도구로 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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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성 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푸코가 어떠한 맥락에서 통치 를 개념화“ ” “ ”
했는지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푸코는 세기 근대국가와 영토의 개념. 17~18
이 생겨나면서 닫힌 국경 안에 거주하는 인간들의 이동을 인위적으로 막고 이들, ,
의 노동력을 토대로 국가가 부강해지기 위해서 개인 삶의 많은 부분을 정부가 합
리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는데 당 시대의 권력 작동 방식을 통치 라는 용어로 설명, “ ”
하고 있었다 근대국가의 출현 이전에는 일종의 군림의 형태로 권력이 행사되었다.
면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노동을 할 수 있게 삶의,
수단을 마련해주고 이들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신체 위생에,
힘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통해 국가가 영토 유지 노동력 확보 국가의 권, , ,
위 구축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권력이 원하는. ,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위방식을 유도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권력 행사
가 통치 이며 그 관여 방식의 정치적 합리성과 테크닉이 통치성 이라는 것이다“ ” , “ ”

쪽(Foucault, 2011[2004], 162 ).
당시의 통치성 은 인간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역들을 국가가 관리“ ”

하되 그 개입을 최소화 하면서 주민 개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번영과 일신의 안녕,
을 위해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를 운영해 가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는 자유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가격 조정의 한계. , ,
자유를 보장하려는 노력들이 자유를 제약하는 역설적인 현상 등 이른바 자유주, “
의의 위기 라고 불리는 조짐들이 드러나면서 세기에는 새로운 통치의 합리성이” , 20
등장하게 되었다(Foucault, 2011[2004]).27) 그 대응책으로 나타난 것이 사법제도
를 통해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의 합리성을 삶의 제 영역으로 인위적으
로 확장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었다는 것이다 근대국가에서 자유주의 국가로.
발전해갔던 시기 서구사회의 권력 작동 방식이 주민들의 삶과 생명에 관여하되,
이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자율적 복종을 이끌어 냈다면 오늘,․
날 신자유주의 사회의 통치성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절대목표로 개인의
자율권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조건을 인위적으로 창출하고 삶의 질 존재, ,
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인의 열망을 자극함으로써 이러한 통치권력을 행
사유지 하고 있다(Foucault, 2011[2004]; Rose, 1996).‧

지극히 복잡하지만 아주 특수한 형태의 권력 을 행사하게 해주는 제도절차고찰계측전술의 총” “ ․ ․ ․ ․
체 로 정의되었다 쪽” (Foucault, 2011[2004], 162~3 )

27) 역사적 시기 차원에서 보면 자유주의적 통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은 복지국가,

모델이었고 세기 말엽 세기 초반 복지국가 모델이 실패하면서 이후 세기에 들어 신자(19 ~20 ), 20

유주의 통치성이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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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 살펴보았던 신자유주의 주체화 담론들이 개인의 자기관리경영을 강조4 ․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앞서 논의했듯이 신자유주의적 통치권력은. ,
이상적인 자기계발적 노동자로서 가족생활의 면면을 관리경영하는 주부 전문가로, ‧
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삶 가족의 삶을 스스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
하고 자율적으로 관리경영해 나가도록 유도 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앞서, (guide) .‧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담론들이 노동자 어머니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도록 자극하,
고 있으며 이들이 보다 고도화된 시간체계에 노출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은 연봉제 목표관리제 그 외 시장에서의 자유경쟁. , , ,
을 보장해줄 수 있는 법제도의 강화 등 각종 제도적 변화와 조우하며 일어나고 있
었다 서동진 푸코의 시각에 따르면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통치권력은 이( , 2009). ,
러한 담론적비담론적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행사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서,‧
로 연계되어 권력효과를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통치권력의 장치 가 작동하는“ ”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장치 란 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다양한 담론“ ”(dispositif)

적비담론적 요소들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층적 으로 결정 하며 형성하는 상호“ [ ] [ ] ”‧
연관적 관계를 의미한다 담화나 제도 건축의 형태 규칙적인 결정들 법치 행정. “ , , , ,
적인 조치 과학적인 언술 철학적이고 도덕적이며 박애주의적인 명제 등의 다양, , ”
한 이질적인 요소들이 그 시대의 전략적인 요구 즉 해당 시점에 그 시대에 가장“ ”,
필요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작동하는 관계의 체계 이자 사회적으로 형성된 구“ ” ,
조가 바로 장치 인 것이다 쪽 이러한 시각에서“ ” (Foucault, 1991[1977], 235~6 ).
보았을 때 앞 소절들에서 살펴본 이윤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유연화된 생,
산체제와 유연화된 노동 기혼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등의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
기업가적 노동자어머니 상을 추구하는 문화의 출현 이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를,․
통치하는 주체들의 실천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경제적 차원의 실질적 효과․ 등의
지속적인 순환과 복잡한 얽힘이 장치 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장치 를 규명한다는 것은 시대의 정치적 합리성, “ ”

에 따라 권력이 구현되는 양상 서로 다른 이질적 요소들이 도처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권력을 이행하고 있는 관계들의 지형을 그려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임동근 은 장치 를 분석하는 작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금 작. (2012) “ ” . “
동하는 장치를 실험대 위에 올려놓고 그 동작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 각 요소,
들이 결합된 계기들과 기능들의 제작명세서를 작성하는 것 이를 장치의 출발까지,
끌고 올라가 괴물 같은 덩어리인 장치가 작동하며 동사의 앞뒤로 잡아끌고 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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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사람을 포함하는 사물들의 효과를 추적해보는 것 마지막으로 지금 그 기계( ) ,
가 힘을 전달하는 사람의 몸 특히 자기의 몸에 미치는 효과들을 전시하는 작업, ‘ ’ ”
이 장치 의 작동 양상을 보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임동근 쪽 결국“ ” ( , 2012, 294~5 ). ,
장치 분석의 힘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작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 ,
복잡하게 얽혀서 시대의 합리성에 동원되고 권력의 작동에 기여하는 방식 즉 이, ,
들 요소들의 관계맺음의 양상을 그려내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Foucault,

쪽1991[1977], 239~240 ).
본 장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시간경험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로서 새로운 생산재생산 체계 정보테크놀로지 각종 주체화, ,‧
담론들을 검토했다. 장치“ ”(dispositif) 개념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유기적
으로 작동하면서 여성들의 시간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지식 시간사용 행위 정보, ,
테크놀로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양상을 현실세계,
의 권력관계들과 연관시켜 볼 수 있게 해준다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시간경. ․
험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이때 어떠한 요소들이 동원되어 권력이 작,
동하게 되는가 가속화 사회의 시간경험이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정보테크? ,
놀로지가 발전되면서 생성되는 것이라면 그 다양한 요소들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
는가 어떠한 요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주체들의 시간경험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가속화 사회의 시간경험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바쁨 시간부족감에 대한? ,
단편적인 연구가 아니라 다양한 경제사회적 차원의 요인들과 사회문화적 요인들, ‧ ‧
이 이 주체들의 실천과 행위를 매개로 구현되는 양상 다양한 차원의 시간들이 상,
호 연관을 맺고 있는 양상에 대한 복합적 고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치 개념은. “ ”
시간경험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간체계들의 복합성다중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 “ ”(technologies of the

self) “ ”(profanation)

이번 소절에서는 푸코의 장치 개념을 중심으로 문제를 설정했을 때 공백으로“ ”
남게 되는 주체와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푸코의 장치 는 시대의. “ ”
정치적 합리성에 따라 권력이 작동하는 양상에 주목했지만 권력이 미시적인 수준,
에서 주체들의 실천들과 주체성 차원에서 작동하는 양상을 보기 위해서는 이론적
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푸코의 자기 테크놀로지 개념과 장치와 주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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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장치의 작동에 생기는 균열의 가능성에 천착했던 아감벤의 논의들을 살펴볼,
것이다.
푸코의 자기의 테크놀로지 개념은 자기가 그 자신을 어떻게 주체로서 정립“ ” “ ‘ ’

시키는가에 관한 계보학 을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로마시대의 성 윤리에” ․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제시되었다 인간이 행복하고 충만한 상태에 도달하고. ,
완성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체 사고 행위를 성찰통제제어함으, , ․ ․
로써 자기자신과 맺는 관계 즉 자신의 존재 양식을 형성해나가는 논리이자 방법, ,
테크닉이 자기의 테크놀로지 라는 것이다 쪽 이러한“ ” (Foucault, 1997[1988], 36 ).
테크닉들을 통해 주체는 자기를 돌보고 배려하는 윤리적 주체로서 스스로의 존재
양식을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다 푸코에 따(Foucault, 2004[1984], 1997[1988]).
르면 그리스로마시대 초기에서 스토아 학파 이후인 세기 사이로 넘어가면서, 4, 5․
성 윤리가 삶 전반이 아닌 자기의 문제로 초점을 맞추어가는 변화가 나타났는데, ,
이는 개인이 행하는 자기에 대한 실천들이 사회제도의 변화 및 문화적 환경에 따
라 조건 지어 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예컨대 일부일처제로 결혼관습이 변화하고. ,
집권 정치가 변화해가면서 육욕의 절제 동성애의 배제 양생술 등 신체를 중심으, , ,
로 자기와의 윤리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인 존재 양식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 관찰(Foucault, 2004[1984]).
과 해석 자신의 사고감정행위를 제어하는 실천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는데, ,․ ․
이렇듯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행하는 자기에 대한 실천 들의 윤리적인 논“ ”
리와 절차를 푸코는 자기의 테크놀로지 로 개념화하고 있었다“ ” .
푸코의 자기의 테크놀로지 개념은 두 가지 지점에서 본 연구에 중요한 의미“ ”

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주체를 성찰과 행위성 을 발휘해 자율적. (agency)
으로 자기의 존재양식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개념화했다는 점이다(Foucault,

이러한 개념화는 주체를 담론의 호명이 상정하는 주체위치나 담론2004[1984]).
에 포획된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서 행위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
하면서 주체를 권력의 작동에 대해 성찰적윤리적으로사고하면서 자기의 존재양, ,․
식을 만들어가는 행위성을 가진 주체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둘째. ,
푸코는 자기의 테크놀로지 가 그리스로마 시대의 정치적사회적 변화라는 역사적“ ” ․ ․
특수성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통해 형성되는 윤리적성찰적 주, ․
체가 데카르트 철학에서 가정하는 보편적 불변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시대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자. “
기의 테크놀로지 개념의 이러한 특징들은 시간장치가 구현하는 사회적 권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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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윤리적성찰적 태도와 실천을 조망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자기의 테크놀. “․
로지 개념은 오늘날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시간경험에 영향을 주는 지배적” ․
인 시간체계들에 이들이 어떠한 시간전략들로 대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들이,
자기에 대한 윤리적성찰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개․
념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푸코의 장치 를 주체화, (dispositif) 28)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보다 확장시

킨 아감벤의 이론은 장치와 행위성을 지닌 주체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 푸코의 통치성 자기의 테크놀로지 개념을 보완해줄 수“ ”, “ ”
있는 지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아감벤은. 푸코의 장치 개념에 대한 기본 전제들과
주장들을 공유하지만 이를 발전확장하여 주체화의 기제로 재개념화하고 있었는, ․
데 이러한, 개념화는 푸코의 장치 개념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주체의 문제를 볼
수 있기 해준다는 강점을 가진다 아감벤은 장치 를 주체화를 생산하는 하나의. “ ” “
기계 쪽 로 정의하고 감옥 정신병원 학교 법적 조치”(Agamben, 2010[2006], 41 ) , , ,
뿐만 아니라 펜 글쓰기 문학 담배 컴퓨터 휴대전화에 이르기까지 장치 로 포, , , , , “ ”
괄하고 있는데 쪽 이는 푸코가 권력의 작용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관계(33 ),
와 그 조합을 장치로 보았던 것을 재해석하여 각각의 요소들 자체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었다 아감벤의 확장된 장치 개념은 장치 를 통한 권력의 포획. “ ” “ ”
과 더불어 권력의 작동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지점들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강점을 가진다 아감벤은 장치 가 인간을 주체화하는 양상을 생명체들 이들을. “ ” ,
끊임없이 포획하는 장치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맺음의 결과물로서의 주체라는“ ”,
삼원 구도에 놓고 설명했다 권력은 장치를 통해 끊임없이 인간을 포획하려고 하.
지만 행위자로서의 인간은 이에 전적으로 포획되지 않는데 이러한 관계를 주체, , “
화 와 탈주체화 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 .
이러한 구도에서 권력과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

를 알아보는 것은 장치 를 통한 통치권력의 작동이 인간들에 의해서 어떻게 극복“ ”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아감벤은 오늘날 장치. “ ”
와 생명체 사이에 존재하는 팽팽한 긴장상태가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쪽 오늘날 장치 가 무한 증가하면서 생명체를 포(Agamben, 2010[2006], 43~5 ), “ ”
획하려는 끌어당김이 그만큼 커졌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장치 의 포획과는 반, “ ”

28) 이때 아감벤이 말하는 주체화 의 주체 는 장치에 의해 포섭되는 주체로서 푸코의 자기의, “ ” “ ” , “

테크놀로지 개념이 가정하는 윤리적 성찰적 주체 와는 다른 의미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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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는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며 주체화를 통한 장치 의 통치를 방해하, “ ”
는 요소들이 더 많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치의 작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이며 장치를 통한 권력행사, , ,

즉 주체화가 무력해지는 지점은 어디에서 형성되고 있을까 아감벤은 장치의 작동?
에 균열을 만들 수 있는 실천을 신성모독 개념으로 설명했다 아감“ ”(profanation) .
벤은 근대 자본주의 세계 자체를 종교적 현상으로 보고 이 세계를 형성조직하는, ‧
원리이자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종교적 비유를 사용해 설명했다, (Agamben,

종교는 신과 인간의 세계 인간이 사용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함2007). ,
으로서 그 권력을 영속시키고 유지하는데 이때 희생제의는 이러한 분리를 실행, ‘ ’
함으로서 종교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빗대어. ,
아감벤은 자본주의라는 일종의 종교는 권력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의 분리를 무효
화하고 이를 분리시키는 질서에서 빠져나오고 교란시키고자 하는 신성모독 의, , “ ”
행위들을 끊임없이 포획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주의적 종교는 절대적으로. “
신성모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창조 쪽 하고자 하며”(Agamben, 2010[2005], 119 ) ,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인간들이 사용하고 경험할 수 없는 불가능성의 상태 즉, ,
박물관 의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거대한 장치라는 것이다“ ” .
나아가 아감벤은 종교의 희생 제의로 바쳐진 제물들을 다시금 세속의 세계로,

되돌려 놓는 것처럼 장치 에 포획된 것들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돌려 놓, “ ”
아야 하며 이러한 신성모독 만이 통치될 수 없는 영역을 만들면서 새로운 가능, “ ” “ ”
성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Agamben, 2010[2006], 쪽48 ). 그렇다면 신성모, “
독 은 어떠한 상태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아감벤은 몇 가지 전” , ?
략들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설명했다 이러한 전략들은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 ․
사용하는 다양한 시간전략들의 의미를 분석해내기 위한 개념틀이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패러디 라는 문학장르는 모방에 의해 타인에게는 진지한 것이, “ ”(parody) “

우스꽝스럽고 희극적이거나 기괴한 것이 되 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문학장르들이, ” ,
통일성을 띤 허구의 세계 소설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패러디 는 소, “ ”
설의 세계 안이 아닌 그 바깥으로 시선을 유도하면서 욕망의 대상으로 제시되는
허구의 세계와 애매한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아감벤은 이러한 패러디적 요소로서.
배우가 무대에서 퇴장하고 합창단이 관객들에게 직접 향하는 파라바시스 의 몸“ ” “ ”
짓과 순간을 언급하는데 이는 연극이 구축하는 허구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
며 배우와 관계 작가와 청중의 위치가 전도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는 자본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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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력 장치의 주체화를 소설과 연극이 욕망의 대상으로 구축한 허구의 세계를,
욕망하는 것에 비유함으로써 권력 장치의 작동이 교란되는 신성모독 의 순간을, “ ”
욕망의 대상이 전도되는 패러디 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 (Agamben,

장2010[2005], 5 ).
둘째 놀이 는 종교적 희생제의들이 게임으로 진화되면서 나온 것으로, “ ”(play)

서 고대에는 성스러운 종교의 영역에 있던 것이 역사 속에서 진화하면서 세속의,
영역으로 이양된 신성모독 의 행위들이다 그 예로 아감벤은 공 놀이가 태양을 잡“ ” .
으려는 신들의 투쟁을 모사한 것이며 팽이나 체스판도 원래는 신들의 도구 였음, “ ”
을 지적했다 즉 게임은 신의 영역의 물건들을 없애버리는 대신 종교의 분리의. , ,
원리를 무시하고 인간의 영역으로 가져오고 그 원 목적과는 다르게 새롭게 사용,
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권력의 작동을 무력화시키는 측면을 가진다는 것이다 하.
지만 놀이 와 게임이 오용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신성모독, “ ” “ ” , “ ”
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었다 오늘날 놀이와 게임이 확산되고 그 신성모독. , “ ”
의 의미가 휘발된 상황에서 이는 오히려 환속화 의 종교적 권력을, (secularizing) -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양했다는 것에 빗대어 자본주의적 권력 장치에 귀속되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결국 장치의 주체화에 대응하는 실천- .

들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권력에의 복속 혹은 그로부터의 해방으로 분류할 수 없으
며 실천의 맥락과 그 결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 하
겠다.
셋째 욕망과 이미지를 분리시키는 전략이다 무엇을 욕망한다는 것은 상징적, .

질서 안에서 만들어지는 타자의 욕망인데 이러한 욕망을 자극 하는 이미지와 자,
신의 욕망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연결 고리를 해제시킬 수 있다는 것
이다 아감벤은 장치의 작동과 신성모독 의 가능성을 거울과 사랑에 빗대어 설명. “ ”
했다 거울 속의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나르키소스적인 사랑 연인에 대한 사랑은. ,
실재를 알 수 없는 이미지에 대한 욕망이자 사랑이며 이는 이미지를 실제 대상으,
로 오인한 채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고 보았다 장치의 작동 역시 이러한 오인된 대.
상에 대한 욕망을 통해 이루어지며 실재하는 대상과 이미지 사이의 간극이 깨지,
면 더 이상 사랑이 권력의 작동이 성립되지 않는다 아감벤은 진정한 해방에 이, .
르기 위해서 이 간극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대상의 관계를 애매한 상,
태로 놓고 자유롭게 풀어두는 상태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간극을 깨뜨림으로써.
장치와의 소통 가능성을 닫아버린 닫힌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치의 보편적,
언어와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둔 채 장치와의 관계를 이중적이며 애매하게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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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며 오히려 장치의 작동에 균열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장(Agamben, 2010[2005], 7 ).

결국 아감벤이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세계와 신,
성한 세계를 나누는 분리의 형식을 폐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성 애매“ ” , ,
모호함 다양성들이 만들어냄으로써 기성의 질서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으,
로 분류해 놓은 이분법적 체제를 교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모독 의. “ ”
행위들은 인간이 장치로부터 벗어나는 탈주체화이자 장치의 예외상태이며 장치, ,
의 변화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성모독 개념과. “ ”
그 구체적인 전략들은 시간을 매개로 사회적 권력이 작동하는 양상과 그로부터,
벗어나 인간 본연의 존재로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을 더불어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 아감벤의 개념들은 오늘날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시간. ․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시간체계들이 조율타협되는 다양한 양상들의 정․
치적 가능성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적 강점을 가진다 나아가 정보테. ,
크놀로지 사용을 통해 새로운 시간체계가 유입되면서 물리적 맥락을 지배하는 시
간체계와 충돌이 생기는 양상이 장치의 작동을 강화 혹은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지 그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 유용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

7 .

1. ․

장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시간경험을 고찰하는데 필요한 다종다2 ․
양한 연구들을 모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선행 연구들이 사회변화의 속도와. ,
일상생활의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지점으로서 일하는 여성 맞벌이 가,
족에 주목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시간경험에 대한 논의들은 생활시간 패턴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류 사회과학에서 시간에 대한 연구.
기 추상화객관화양화된 시계시간 개념을 토대로 한 시간예산 연구(time-budget․ ․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었다 시간부족감에 대한studies) .
연구들도 이러한 경향성에서 예외가 아니어서 맞벌이 가족의 성인 남녀가 가족, ,
일 여가 등의 생활영역에 시간자원을 배분하는 양상을 조사하고 생활시간의 수, ,
량적 배분 패턴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전통에서 시간은 인.
간 행동의 시작과 종료 지속을 측정하는 추상적인 단위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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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량적 접근은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에 배태되어 있는 다양한 시간들과
그에 대한 주체의 경험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시간경험은 시계시간의 수량적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복잡하고

맥락적인 측면을 지닌다 여성들의 일상생활에는 육체의 주기와 리듬 돌봄감정노. , ․
동의 반복적상황적인 성격 등의 영향 등이 얽혀 있으며 이는 시계시간을 토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남성과 여성의 여가시간의 산술적. ,
합이 같다고 해도 여성들의 시간주기 에 대한 젠더화된 시간규범으로 인해 그 활, “ ”
동의 내용과 질은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량의 여가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휴,
식이나 즐거움의 효과 역시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윤대혁( , 2008;

따라서 여성의 시간경험을Bittman & Wajcman, 2000; Stanley, 1992, 1993). ,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량적 접근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이들의 일상생활의 복잡한,
맥락성과 내용을 드러낼 수 있는 질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간을, 사회적으로 구성공유되는 상징으로 보았던 인류학적 연구와 역사․

연구들은 주체와 인간의 의식 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 구성물로서 시간이 간주관적으로 구축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주체와 의식의 문제에 직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연구의 관심을,
타문화와 역사 속의 과거로 설정함으로써 시간의 문제를 주로 담론과 사회적 상징
에 의존해서 풀어가고 있었다 오늘날 시간에 대한 논의의 지형에 대한 베르그만.
의 비판은 본 연구의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사회학은 애초부터 시간을 연구대상. “
분야로 만들기 위해 사회적 구성물로서 개념화한 후 존재의 문제를 의미의 문제,
로 전환시켰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의 근원과 시간의 현실에 대한 문제는 외면할.
수 있다 실상 시간의 문제를 다룬 대부분의 사회학적 논문에서 변화 과정들 간의.
관계 시간과 시간의식 간의 관계는 심지어 별개의 주제로 인식되지도 못하고 있,
다 사회학은 시간을 사회학적 지식의 대상으로 여기고 연구를 시작하지도 못. …
했고 시간의 간주관적 구성의 토대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하지 못한 상태이,
다 에서 재인용 베르그만의 지적은”(Bergmann, 1981, p. 17; Adam, 1990, p. 43 ).
단순히 학제로서 사회학 뿐 아니라 시간의 문제를 다루면서 주체와 의식 존재의, ,
문제를 다루지 않는 모든 시간연구들에 해당되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간연
구에서 주체에 대한 관심이 공백으로 남아 있는 현재 논의의 지형은 역사 속 과거
가 아닌 현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시간경험을 이들의 시간에 대한 실천과 시,
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메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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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선 연구들은 인간의 시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차원의 시간,
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해서 고려한 연구들은 전무한 상태이다 지금까, .
지의 시간에 대한 논의들은 일상적 시간사용 패턴만을 연구한다거나 개인의 미래,
에 대한 불안감과 생애시간의 문제를 다루거나 또한 한 사회에서 공유되는 상징,
체계로서의 시간을 밝혀내는 식으로 일상적 시간 생애시간 사회적 시간차원에, ,
대한 논의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차원의 시간들은 주체의. ,
경험 속에서는 분리되지 않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얽혀 있다, (Adam,

또한 이러한 서로 다른 차원들이 연계되는 양상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2008). ,
을 때만이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시간의 장치와 그와 관련된 주체의 실천,
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사회문화적 메커, ․
니즘과 그 권력차원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적 시간사용 패턴에 대.
한 연구만으로는 그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심도 깊은 해석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생애시간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
개인화된 경험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사회적 시간차원에 대한 논의. ,
는 주체의 경험이 부재인 상태로 남아있게 되면서 실제 주체의 시간경험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경험에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들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양상을 인터뷰와 시간일지 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있었
다 첫째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이루어지는 맥락정보. ,
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지극히 일상화. ,
된 상황에서 참여자들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함으로써 사용 양상을 복기하는 방법
은 측정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전체적인 패턴을 파악하는 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뷰 수행과정에서 정보테크놀로지가 사용된 구체적인 맥락으로 참여자의,
인지적 관심을 끌어오기까지의 과정이 지극히 비효율적이다 둘째 시간일지 조사. ,
는 인터뷰에 비해 측정의 정확도가 다소 높지만 분 단위로 측정이 이루어, 10~15
지면서 초분 단위로 활동이 전환되는 인터넷 사용 행위의 미세한 양상을 포착하․
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방법론적 문제점을 인지하고 본 연구에서는 첫,․

째 주류 사회과학에서의 시간연구의 시계시간 중심성을 극복하고자 고학력 전문, ․
사무직여성들의 시간경험을 다양한 차원에서 조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시간경험을 일상적 시간 생애시간 역사사회적 시간의 관계를 토대로, , ․
형성되는 것으로 다차원적으로 이론화하고자 한다 둘째 주류 사회과학의 연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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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험적으로 정의한 일상생활의 영역들에 자원으로서의 시간이 수량적으로 배분
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시간일지 자료와 인터뷰 자료를 병용해,
서 인터뷰 자료가 가지는 정확도의 문제를 보완하고 시간일지 자료의 비맥락성, ,
을 극복하고자 한다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일상적 시. ․
간경험의 복잡성과 맥락성을 포착해보고자 한다.
셋째 사회적 차원의 시간에 대한 논의들이 주체에 대한 고려가 부재한 상태에,

서 상징과 담론 차원에서 시간에 대해 논의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 전문사, ․
무직여성들의 시간사용 실천과 시간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경험적 고찰을 토대로 이
들의 시간경험이 지닌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의미를 찾아낼 것이다 이를 위해 푸.․ ․
코의 장치 개념과 자기의 테크놀로지 아감벤의 신성모독 개념에 의존해서 시“ ” “ ”, “ ”
간경험이 형성되는 과정에 사회적문화적 권력이 개입하는 양상과 주체의 자기의․
윤리가 작동하는 양상을 함께 고려하도록 할 것이다.
넷째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소프트웨,

어를 사용해 실시간 컴퓨터 사용 내역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에 할애,
된 시간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실시간 인터넷 사용내역 자료를 인. ,
터뷰에서 활용함으로써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행위를 참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상
기시키고 그 사용 맥락을 조사함으로써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의 행위와 그 맥락에,
보다 정확하게 접근하도록 할 것이다 유급노동의 수행에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전문사무직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컴퓨터․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컴퓨터 사용 양상을 보는 것 이상
의 의미를 가진다 유급노동과 그 외의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오늘날. ,
활동에 대한 인간의 인지적 구분을 토대로 기록되는 시간일지 자료는 놀이의 형태
로 수행되는 유급노동 수시로 침입하는 짧은 회기의 업무 수행 등을 포착하기 어,
렵다 실시간 컴퓨터 사용 내역자료를 수집하고 시간사용의 맥락을 인터뷰로 추. ,
가로 조사하는 방법은 수행되는 활동의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게 해
주며 이는 전통적인 시간예산 연구들이 포착하지 못했던 여가화파편화된 형태로, ․
정보테크놀로지를 통해 수행되는 유급노동이 노동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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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경험의 개념화1)
기존 연구들과 이론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시간경험을 첫째 일상적 시간,

경험과 둘째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의식을 고려한 생애시간 경험이라는 두 가지 차,
원에서 개념화했다.29) 본 연구에서 일상적 시간경험은 주체가 일상생활 속에서①
다양한 시간체계 들 사이에서 타협조율하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응집된 결합체“ ” ․
로 생애시간 경험은 역사적 시간과 사회적 시간체계들에 대한 인식에 따라 자, ②
아의 생애가 전개되는 속도와 방향을 조정형성해 나가는 양상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개념화는 일상적 시간 생애시간 역사적 시간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에, ,

대한 구분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펠스키가 제시한 시간경험의 하위.
개념들에 기대었다 펠스키는 역사적 시기구분(Felski, 2000). (historical

과 여성이론의 연관성에 대해 논의에서 어떠한 시간틀을 가지고 여성peridization)
들의 삶을 볼 것인가의 문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 과정에서 펠스키는 여성들
의 시간경험을 일상적 시간 생애시간 역사적 시간의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시간경험 개념의 타당성을 제공해주면서, ,
동시에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복잡하고 다중적인 시간경험을 구체적으로 어,․
떠한 차원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론적 지침틀을
제공해준다 펠스키가 제안하는 시간경험의 하위차원들을 본 연구가 취하는 시간. “
체계 개념들을 사용해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의 삶을 교차하는 시간경험은 첫째 일상적 시간 의 차원, (everyday time)

에서 접근가능하다 펠스키는 일상적 시간의 차원의 시간경험에 대한 질문들을 다.
음과 같이 예시했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지 그렇지 않으면 늦게 간다고 느끼는가 시간이 가다가, ?
말다가 하는 것처럼 느끼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계의 규칙적인 리듬에 따라 간다고,
느끼는가 우리의 일상적 시간감각은 가차 없이 무자비한 시계와 시간표의 규칙성?
에 강하게 영향을 받나 그렇지 않으면 텔레비전과 미디어 문화의 광란적이고 명멸? ,
하는 페이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아니면 자연 상태의 육체적 리듬의 은밀한 흐? ,
름의 영향을 받는가 이러한 경험들은 상이한 사회적 역할을 지고 있는 육화성화? ․

된 우리의 존재의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우리는 시간에 의해서 통제(sexed) ?

29) 시간은 항상 시간성이라는 그 흐름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기계적이기는 하지만 개,

념의 전달성을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이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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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통제하는가 시간은 특정한 방향으로, ?
흐르나 아니면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것 같은가, ? (Felski, 2000, p. 17).

이러한 설명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결국 일상적 시간차원의 경험은 우리가, ①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시간체계들의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를,
따르면서 시간의 흐름 및 시간자원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받는지,
자원으로서 시간을 관리통제하는 실천은 어떠하며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② ․

다고 느끼는지 시간에 대한 인식과 실천들이 육체의 유한성과 생물학적 한계, ③
안에서 형성구현 된다고 보았을 때 우리는 시간체계들과 육체의 리듬을 어떻게,․
실천하고 타협시켜 가는가의 문제들을 포괄한다.
둘째 시간경험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하위 차원은 생애시간 이다 펠, “ ”(life time) .

스키에 따르면 생애시간은 정체성에 시간적 형태 를 부여하면, “ (temporal Gestalt)”
서 정체성을 의미화하는 방식 자신을 전기적인 주체, “ ”(autobiographical subject)
로 생성해 나가는 과정의 시간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생명의 유한성에(p. 17). ,
직면하고 육체의 리듬을 따르는 육화된 존재이자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 , ,
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과 그 흐름 속에서의 자아를 의식하고 있는 존재로서,
다양한 시간체계에 대한 경험들을 자아의 유한한 생애라는 시간틀 속에서 배치하
고 자신의 생애과정의 전개에 대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미를 만들어나가게, ,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앞서 살펴본 슈츠의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결국. .
생애시간 은 자아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다양한 행위들을 통해 자아의“ ” ,
미래를 향해 만들어 가는 존재론적 자아의 전기적인 시간이자 정체성을 구축해가
는 자아의 시간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시간경험을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차원,
으로서 고려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대규모의 시간 은 역사적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 (large-scale time)” ․

과거와 미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인식과 이,
를 설명하는 신화 이야기 등을 포괄한다 결국, (Felski, 2000, p. 18). , 공동체의 구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흐름과 역사적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들이 역
사적인 사건과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사회적 투쟁의 역사,
속에 위치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몰락해가는 시대의 슬픈 자화상의,
주인공으로 의미화할 것인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시간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
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3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사회적 시간 을 한, “ ”․
30) 펠스키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근대성과 역사의 시대구분에 대한 논의들을 전개하면서, ,

우리가 역사적 시간을 어떠한 시간틀을 가지고 조망하느냐에 따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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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그 변화가 진행되는 시간 이러한 변화를 중심으로 한 한,․
국사회의 역사적 흐름으로 보고자 한다.
펠스키는 젠더가 시간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위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세 가지 차원의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통합되는 과정이 지속되어 간다고 보았다 본 연.
구는 펠스키의 개념과 시각을수용해서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시간경험을 첫, ․
째 일상적 시간 둘째 생애시간 및 역사적사회적, “ ”(everyday time), , “ ”(life time) ․
시간의 차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셋째 일상적 시간을 구성하는 중요. , ,
한 부분으로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시간경험을 논의하고자 한,
다 정보테크놀로지 사용과 더불어 생성되는 시간에 대한 감정 및 인식 정보테크. ,
놀로지 사용으로 인해 생겨나는 일상적인 시간실천들은 일상적 시간 차원의 시간
경험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일상생활의. ,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단편적이고 선언적인 논의들에 대한 경험적 근거 혹은 반,
증을 찾아보고자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생성하는 미디어화된 시간을 시간경험을,
구성하는 별도의 차원으로 분리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체계 의2) “ ” 하위차원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시간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시간체계, “ ”

개념에 기대고 있다 시간체계 는 한 개인의 시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 “ ”
회적 시간들로서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 통용되는 시간사용 규칙이자 규범 실천, ,
의 원리를 의미한다 맥락별로 어떠한 시간틀 을 가지고 활동해야 하. (time frame)
며 행위들을 어떠한 원리에 따라 동시화조율해야 하는지 어떠한 속도로, (timing),․
활동을 수행해야하는지 시간사용을 어떻게 규율통제해야 하는지(tempo), (time․

가 서로 다르다는 입장을 취하고자discipline) 한다. 시간체계 를 구성하는 세부“ ”
요소들로 다음 다섯 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시간틀 이다 이는 시계시간 달력시간 일 해 일생 등(time frame) . , , , ,●
시작과 끝을 가진 일종의 시간 단위를 의미한다 이는 연구자가 어떤 시간틀을 기.
준으로 시간에 접근할지와 연관되어 있으며 연구자가 분석대상을 보기 위해 어떤,
시간틀을 취하느냐에 따라 시간의 주기나 리듬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하루 일과의 틀에서 보았을 때 시간의 리듬은 한 활동 뒤에 다른 활동이,

대한 문화적정치적 시각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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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등 선형적인 성격을 띠지만 학사 년을 분석의 시간틀로 하게 되면 강, ,
의와 시험의 리듬은 주기적반복적 성격을 띠게 된다 또한 달력시계 시간 등 사. ,․ ․
회적으로 구성된 틀 안에서 연구대상자를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지닌 주관,
적인 시간틀에 의거하여 이들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현재는 상. ,
대적 유동적인 것 매 순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개념화되며 현, , ,
재 속에 내재된 과거와 미래 역시 이들이 생애과정을 통해서 확대축소되기도 한․
다 따라서 고학력 전문사무직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간체계들이 어. , ․
떠한 시간틀을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지를 분석 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Adam,
2008).

둘째 타이밍 은 일상생활을 관통하는 다양한 시간체계들이 어떻게(timing)●
동시화 조율되는가 어떤 행위를 하기에 좋은 시점은 언제인가를 관장하는 개념, ,
이다 타이밍에서는 어떤 종류의 시간이 동시화의 기준이 되는지 동시화 되고 있. ,
는 시간들이 상호조율 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다 일상생활 속에서 동시화 되는 시간들로는 달력시간 시계시간 육체의. ,① ②
시간 계절 제도 가게 일터의 운영시간 일 업무 자체의 성격이 지닌, , ,③ ④ ⑤
시간 테크놀로지 자체의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은 우리의 행위를 동시화조율하, ,⑥ ․
는데 상이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시간들은(Adam, 2008). ,
주체의 한 행위틀 안으로 조합되게 된다는 점에서 동시화 조“ ”(synchronization), “
율 다양한 시간들 간의 타협은 필수적인 문제로 대두된다”(coordination), .
예컨대 사블리스 는 대학의 교직원들과 교수들의 일처리 습관, (Sabelis, 2007) ,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용도가 서로 달라서 이들이 상호 업, ,
무를 조율하는 데 갈등을 빚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교수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
에 대한 자율권이고 정보 테크놀로지는 집에서나 여행 중에 이동 중에 연구를, , ,
지속하기 위해서 사용되지만 교직원들은 시 시 체제로 근무하며 관료체계에서, 9 ~5 ,
필요한 정보를 얻고 공유하는데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
다 사블리스의 연구는 교수들은 교직원들이 보내는 이메일이 연구의 리듬을 방해.
한다고 토로하고 교직원들은 교수들의 불규칙적인 출퇴근 시간으로 업무에 불편,
함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 자체의 성격에.
따라 두 직군의 시간경험에 영향을 주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의 성격이 다르게 형
성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의 습관적 사용 패턴이나 루. ,
틴들 역시 시간조율 에 문제와 관련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의 구성(coordinaton)
요소로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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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템포는 다양한 활동의 수행과 업무의 완결에 대한 사회적 기대 그리, ,●
고 이와 관련된 속도 페이스 강도 를 의미하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 (intensity) ,
일을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템포와(Southerton, 2006, p. 437).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는 다양한 사회영역의 속도가 동일한가의 문제와 누가 무엇
을 토대로 누구를 위해서 페이스를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각 시간체계가. ,
암묵적 혹은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행위의 템포가 달라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속도가 달라서 갈등이 생길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역시 템포와 문. ,
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담은 학생은 대학의 제도적 템포에 맞춰야 하고. , ,
직장인은 일의 양과 관계없이 일터의 효율성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노인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의 속도와 제도적 스케줄에 맞춰야 하는 경우들을 서로
다른 템포가 충돌하는 예로 제시한다 또한 대학에서 관리주의가 확산되고 정보. ,
테크놀로지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교수들은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대학이 조,
성한 생산성 중심의 경쟁적 업무환경의 속도에 맞춰 업무를 가속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템포의 충돌과 타협 양상이(Sabelis, 2007). 누가 가장 많이 적“
응해야하며 왜 그런 것인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의 문제 즉 사회적, , ” ,
권력 관계를 시간체계 분석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
고 있었다 앞서 재택근무자들의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살펴보았듯(Adam, 2008). ,
이 일의 페이스와 강도를 높임으로써 어떠한 시간이 절약되며 그 절약된 시간은, , ,
어떠한 활동에 투자되는지 이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권력의 작동에 이바지하는 것,
인지가 분석의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Tietze & Musson, 2002).

넷째 시간규율 은 시간에 대한 사회적인 약속이자 시간사용, (time discipline) ,●
행위를 지배하는 규범으로서 개인의 행위를 규율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산업 자.․
본주의사회에서는 시계시간을 중심으로 한 정확한 시간 준수와 노동과 여가의 분
리 이를 토대로 한 노동시간의 규율이 노동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되었다 산, .
업이 발전하면서 기술과 노동력이 동시화된 상태에서 유기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고 시간엄수가 중요한 노동의 윤리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Thompson, 1967). , 노동이 유연화되고 생산리듬이 탈획일화된 오늘날 후
기산업사회에서 시간규율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 되었다(Glennie & Thrift, 1996;

이는 시간규율의 문제는 유Lee & Liebenau, 2002; Neary & Rikowski, 2002).
급노동의 성격과 그와 관련된 노동규범의 측면에서 조망될 필요가 있으며(Schor,

그 변화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다르1991; Robinson & Goodbey, 1997),
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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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실드(Kaufman-Scarborough & Linquist, 1999; , 1997; Robinson & Goodbey,
1997; Gershun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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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연구문제 연구대상 연구방법3 . , ,

1 .

본 연구는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 정보테크놀로지 발달과 함께 일상생활의 속,․
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속화 사회를 살아가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시간경
험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시간경험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
첫 번째 연구문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생애시간 차원의(life time)

시간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이 연구문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한국 사회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설계해 나갔는지 생애과,
정에서 이들이 겪은 경험은 이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들이 역사적 시간의 흐름의 영향을 받는 사회적 존재로.
서 생애시간이라는 자아의 시간을 지닌 존재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지를 생애 내러티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이들이 생애내. ,
러티브에서 제시하는 자아가 얼마나 미래지향적인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서로 다
른 경제사회문화적 자본을 가진 이들이 시간의 흐름과 자아의 관계를 설정해 나․ ․
가는 상이한 방식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가속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하는 여성들의 생애시간1. 경험은 어떠
한가 이들의 생애시간 경험은 정체성의 형성 및 변화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들은 생애내러티브에서 생애과정이 전개되는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어1-1. ․
떻게 구성하는가 역사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사회경제적 변화는? ․
이들의 생애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들은 생애내러티브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것은 역사1-2. ,
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개된 생애과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생애과정에 따라 이들의 시간전망은 어떻게 확장축소되며 미래에 대한1-3. ,․
인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사회문화적 의미는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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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구문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적 시간(everyday time)
차원의 시간경험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선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
속화 사회에서의 시간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시간에 대,
한 감정 시간관리 전략 등 미시적 접근과 사회가속화로 인해 생기는 개인의 생애,
시간의 변화 역사적 시간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된 거시적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시간사용.
양상 바쁨의 경험 시간전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미시적, ,
시각에서 나온 문제이다 이를 통해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간사용의 원리 규범은 무엇인지 즉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새로운 시간체계가, ,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가속화 사회를 살아가는 일하는 여성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은 어떠2.
한가?

이들의 생활시간 양상은 어떠한가 이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은 어떠한 시2-1. ?
간체계들로 구성되는가 이들은 상이한 시간체계들 사이에서 타협해나가?
기 위해 어떠한 전략들을 사용하는가?
일하는 여성들의 시간부족감과 바쁨의 경험은 어떠하며 이는 시간체계들2-2. ,
간 타협 양상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일하는 여성들의 생활시간 양상 시간체계 간 타협 양상 시간부족감과2-3. , ,
바쁨의 경험 시간사용 전략은 어떻게 젠더화 되는가, ?
이들의 시간경험은 경제사회문화적 상황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가2-4. ?․ ․

세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서는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
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정보테크놀.
로지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시간체계들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보, ,
테크놀로지 사용이 시간체계들 간의 조율과 타협 양상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정보테크놀로지가 정보처리 속도를 빠르게 해줌으로써 시
간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기존의 논의들을 고려하여 정보테크놀로지가 고학력 전문,
사무직 여성들의 일상 속에서 시간관리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나아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일상적 시간경험에 관여함으로써 강화. ,
되는 시간체계는 무엇이며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 ․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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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일하는 여성들의 시간경험에 어떻게 작용3.
하는가?

인터넷 사용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간체계 속에서 어떻3-1.
게 작용하며 그 타협양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는 일상적 시간사용 전략에 어떻게 동원되며 시간3-2. ,
관리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인터넷 사용이 생성하는 시간은 이들의 실천을 어떻게 유도하는가 이를3-3. ?
통해 어떠한 시간체계가 강화되는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이들을 어떻?
게 주체화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통치권력이 작동하는가, ?

네 번째 연구문제는 연구문제 을 통해서 알아본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1, 2, 3 ,
성들의 일상적 시간경험과 생애시간 경험 정체성이 어떻게 상호연관 되어 있는가,
를 묻는 질문이다 연구문제 를 통해서는 생애시간 차원의 시간경험들이 일하는. 4
여성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양상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
은 서로 다른 시간 체계들 사이에서 타협하는 양상과 이들이 느끼는 바쁨의 감정
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생애시. ,
간 정체성 일상적 시간이 관계 맺는 양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

연구문제 가속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하는 여성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이 형4.
성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들의 생애시간 경험 정체성 정보테크? , ,
놀로지 사용 등의 다차원적 요소들은 어떻게 연관되어 이들의 일
상적 시간경험을 구축하는가?

일하는 여성들의 생애시간 경험은 일상적 시간경험과 어떻게 연관되는4-1.
가?
이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은 정체성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4-2. ?
생애시간 경험 정체성 일상적 시간경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상호4-3. , , ,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 양상은 경제사회문화적 상황과 어떤 연관성을 지? ․ ․
니는가?
이들의 시간경험 구축방식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유형별 차이와4-4. ?
공통점으로부터 일반화 될 수 있는 시간경험 구축방식은 어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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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본 연구는 일하는 여성들의 다층적 시간경험과 정체성 형성과정을 탐구하려는
목적에 따라 맞벌이 가구에서 전일제 근무를 하는 대 고학력 전문사무직 기혼30 ․
여성으로서 자녀가 있는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다른 집단보다.
복잡한 시간체계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이다 우선 경제활동을 하는 기.
혼여성들은 전업주부와 달리 일터의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가족생,
활에서 젠더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를 직면하게 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 ,
았듯이 전문사무직 종사자들을 높은 강도의 시간부족감을 느끼고 있는 직군들이, ․
며 자녀의 유무는 여성들의 생활시간에 많은 차이를 만든다, (Barnett & Baruch,
1987; Casper & Bianchi, 2002; Mattingly, M., & Sayer, L. C., 2006; Jacobs

직업인으로서 이들은 파트타임 근무나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이& Gerson, 2004).
들에 비해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맥락 속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행하기 위해 일에․
전력투구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쟁에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불안, ․
감과 자기발전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린다 또한 이들은 어머니로서 출산돌봄가사. , ․ ․
노동과 관련된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으며 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자본, 90 ․
시간집약적 모성의 시간체계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연구대상의 연령대를 대로 한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30

고려하였다 우선 대는 커리어 발전의 토대를 쌓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 30
해야 하는 시기이자 생애 주기적 측면에서 출산과 육아의 역할의 요구가 집중되,
어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는 다른 연령(Thorne, 1999). , 30
대에 비해 여가활동에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일과,
육아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윤인진 김상운 쪽( · , 2005, 187 ).31)
또한 대 여성의 경우는 결혼에 진입한지 오래되지 않아 직업애착이 크며 중년, 30 ,
층에 비해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해 불안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는 전통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대나, 30 40~50
상대적으로 탈전통화된 젠더관념을 지니고 있는 대에 비해 모성과 젠더 정체성20 ,

31) 대는 대 다음으로 일에 할애하는 시간이 가장 길고 육아에 사용하는 시간은 전 연령대에30 40 ,

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윤인진김상운 쪽( · , 2005,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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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일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젠더정체성 간 갈등이 시간경험을 형성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선행 연
구를 고려해 보았을 때 대가 시간경험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다양한 양상을 보, 30
여줄 수 있을 적절한 연령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측면에서도 대는 내적인 다양성을 보일 수 있는, , 30

집단이다 대 이상의 경우 정보테크놀로지가 일상생활의 일부로 완전히 자리 잡. 40
지 않았다면 대는 인터넷과 모바일 테크놀로지 사용이 상당히 일상화된 세대이, 30
다 강남준 이재현 오현경 하지만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이미 대중화보편( · · , 2008). , ․
화된 시대에 성장해온 대들과 달리 현재 대는 인터넷과 휴대폰의 태동10~20 , 30 ․
발전과 함께 자라온 세대이다 이것은 대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보편화되어. 30
있는 세대이지만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내용 면에서는 내적인 편차를 보일 가능성,
이 높은 집단일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애주기 역할. , ,
갈등 세대적 특성 정보 테크놀로지 활용 정도 등 시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 ,
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기혼 여성들 중․
대로 연구대상을 설정하였다30 .
한편 선행 연구들은 시간 자율권 이 시간경험에 영향을 미, (time sovereignty)

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시간 자율권이 근무환경 노동의 유연성, , ,
업무에 대한 개인의 통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직업이 허용하는 시공간 차원의 유연성 업무의 흐름에 개인이 얼마. , ,
나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었다.
이상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모집 단계별로 여러 준거적“

선택 법을 혼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criterion-based selection) (Goetz
& LeCompte, 1984, ch. 3).32) 준거적 선택 의 여러 하위 방법들 중 본 연구에“ ” ,
서 사용한 방법은 전형적 사례 선택 할당 선택 이상적 사례 선택 연계적“ ”, “ ”, “ ”, “
사례 선택 대조적 사례 선택 방법이다”, “ ” .33)

32) 괴츠와 르꽁뜨에 따르면 준거적 선택 법은 모집단의 특성과 분포가 확인되지 않거나 표집, “ ” ,

범주가 불분명할 때 혹은 표집 내부에 예외가 많을 때에 취할 수 있는 표집 방법이다, (Goetz &

LeCompte, 1984, ch. 3).

33) 각 방법들을 간략히 설명하면 모집단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을 선택하거나,

전형적 사례 선택 이상적인 사례를 먼저 선택한 후 그에 유사한 사례들을 차선책으로 선택(“ ”),

하는 방법 이상적 사례 선택 모집단의 하위집단을 확인한 다음 하위 집단별로 몇 사례씩 할(“ ”),

당하여 선택하는 방법 할당 선택 한 사례와 대비되는 사례를 선택하여 비교하는 방법 대조(“ ”), (“

적 사례 선택 이다”) (Goetz & LeCompte, 1984, c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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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형적 사례 선택 원칙에 근거하여 가속화 사, “ ”(typical case selection)
회의 시간경험의 주요한 특징인 시간부족감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경험하는 집단,
으로 밝혀진 이들을 중점적으로 모집했다 극심한 시간부족감을 느끼는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전형적 사례선택 방법이 가속화 사회에서의 시간경험의 특“ ”
성을 탐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교육수.
준이 높고 전문사무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모집하되 섭외대상이 시, ,
간부족감과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가지는지 여부를 연구 참여자 선정과정에서 중
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가속화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여겨지는 시간부족.
감과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경험하는 사례들을 통해 가속화 사회의 시간경험과 그
사회문화적 맥락성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둘째 연계적 사례 선택 과 이상적 사, “ ”(progressive and sequential selection) “

례 선택 을 혼합해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계적 사례 선택 은 한 사례를 선택” . “ ”
한 다음 그 사례와 다르거나 대립적인 사례를 계속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고학력,
전문사무직 기혼 여성들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요인들을(Goetz & LeCompte, 1984, Ch. 3).
중심으로 연계적 사례 선택 법을 사용했다 우선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사무직종“ ” . , ,
에 종사하면서 시간부족감 시간에 쫓기는 느낌 바쁨의 감정 등을 토로하는 이들, ,
을 이상적 사례들로 보고 교육수준 직종과 직업 시간에 대한 감정 면에서 각각, , ,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이들을 차선적 연구 대상자로 섭외하였다 그 다음으로. ,
기존연구들에서 시간경험을 구조화하는 주요 변인으로 밝혀진 업무환경의 시간자
율권을 중심으로 연계적 사례선택 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근무환“ ” . ,
경의 시간유연성이 높은 이와 낮은 이를 한 명씩 선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차이
를 보이는 사례들로 확장해 가는 방법을 취하였다 연계적 사례선택 법은 본 연구. “ ”
가 관심을 가지는 가속화와 관련된 시간경험이 발생하는 현장의 경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셋째 개인의 시간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

조건에 있는 이들을 고르게 섭외하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할당선택 법. “ ”
에 부분적으로 기대었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일상적인 시간사용을 구.
조화하는 변인으로 업무의 특징 업무시간이 구조화되는 방식 시간자율권, , (time

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참여자 모집 단계에서 참여 대상sovereignty) . ,
자의 직업군에 대한 간주관적 지식을 동원하여 업무의 성격과 일터에서의 시간자
율권면에서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을 고루 섭외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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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첫째 구조화된 일과시간을 가진 전통적인 대기업 근무자 업무시간, , ,
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박사 후 연구원과 대학교수를 섭외한 것은 시간자율
권의 차이에 따른 표집을 의도한 것이다 둘째 업계 종사자를 섭외한 것은 정. , IT
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일상화된 이들의 경우 그와 관련된 시간경험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셋째 사무직이지만 서비스업의 특징을 가진. ,
사서와 대학조교를 섭외한 것은 업무의 특징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또한 이들은. ,
학력자본을 가진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커리어 부분을 상당부분 축소하고 있는 이
들이었는데 이러한 조건들은 생애시간과 일상적 시간경험 간의 연관성을 포착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판단하였다.34)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고학력 전문사무직 기혼여성들과 교육수준, ,

직업 및 직군 결혼 여부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지닌 고졸 단순사무직 종사자, ,
전문대졸 학력을 가진 미혼여성을 대조적 사례 로서 섭외하였다 이런 대조적 사“ ” . “
례 선택 은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하나의 연구대상”
집단으로 보는 것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대조적 사례들과의 대. ,
비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기혼여성들의 시간경험의 특징을 보다 뚜렷하고 명확하,
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연구 진행 단계별로 참여자 모집 방법을 살펴보면 연구 초기에는 전형적 사, “

례 선택 이상적 사례 선택 법에 따라 교육수준 직종 가속화 사회의 시간경험”, “ ” , ,
측면에서 모두 전형성을 띠는 이상적인 사례들을 모집하였다 연구가 진행되어 가.
면서 전형적 사례들과 유사한 특징을 지녔으나 각 요소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지니
고 있는 연계적 사례 선택 상이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 대조적 사례 선택 들“ ”, “ ”
을 시도했다 시간자율권 직군 업무의 특징과 성격 등에서 고르게 분포될 수. “ ”, ,
있도록 하는 노력은 연구 참여자 모집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연.
구 참여자 모집은 관심 집단의 시간경험 양상의 차이와 유사성이 수렴되어 포화상
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시점까지 지속되었고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시점에,
중단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고학력 전문사무직 기혼여성들이 하나의 특,

34) 현장의 경계를 연구 과정에서 정하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이러한 연구방법이 엄밀한 의미에서,

의 할당선택 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변인들을 연구자 모“ ” . ,

집 과정에서 사전 고려하는 것이 시간경험의 새로운 양상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연구 수행 과정에서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변인을 토대로 한 범주와 참여자 분. ,

류기준을 확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연구자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범주에 대해 유연하고 성.

찰적인 태도를 견지하고자 했고 분석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범주를 구축하는,

과정에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범주들에 의해 제약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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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적 집단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이후 전형적 사례들을 추가로 모,
집하는 것으로서 자료 수집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고학력 전문사무직 기혼 여성들은 직장에서의 업,

무와 가족 돌봄의 의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책임 이외의 일에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호혜적인 사례가 불가피했다 연구 참여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응답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일상생활에서 시간사용 살아온 과정 정보“ ”, “ ”, “
기기 사용 등의 핵심어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객관적중립적으로 설명했고 가속” , “․
화 속도 등 시간경험에 대한 구술을 틀 지울 수 있는 단어들은 언급하지 않았”, “ ”
다 또한 시간에 대한 태도 시간사용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이 결부될 수 있는 용. , ,
어와 어법을 자제해서 참여자의 서술방향을 지시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또
한 연구자가 사전에 고안된 연구 틀을 맞춰 참여자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
니며 참여자 개인의 삶과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주지시,
켜서 사례비 제공으로 인한 왜곡효과를 줄이고자 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집된 참여자들은 모두 명이고 그 중 논의대상으로 삼11 ,

은 이들은 명이다 참여자 명의 이들의 직업 연령 교육수준 가족관계는 표8 . 8 , , , <
1 과 같다> .35)36) 논의에서 제외된 명 중 명은 실업계고 졸 기혼여성 전문대졸3 2 ,
미혼여성으로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단계에서는 포함했지만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다 두 사례는 대조적인 사례로서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필요.
한 경우에 한해 언급하는 정도로 활용하였다 논의에서 제외된 또 다른 명은 년. 1 4
제 대학을 졸업했지만 고학력으로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였기에 제외,
했다.

35) 여성참여자들의 경우 가족에 대한 돌봄의 의무가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배치하는 데에 큰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명시하였다.

36) 본 연구에 참여한 사례들은 총 명이다 그 중 명은 전문대졸 미혼 여성 실업계고 졸업하고11 . 2 ,

영세업체에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기혼여성으로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연구대상으로 삼

기에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집했다 나머지 명은 인구사회학적 특징이 고학력 전문사. 1

무직 여성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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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직업 직군 최종 학력 자녀수 나이/

핵심군 1 이OO 37 계약직 대학교수 전문직 미국 대학원 명 세1 / 4

2 박OO 38 박사 후 연구원 연구직 대 대학원S 명 세 세2 / 8 , 3

3 정OO 37 변리사 전문직 대 대학원S 명 세1 / 12

4 서OO 37 대기업 근무 사무직 대학K 명 세1 / 10

5 심OO 36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업 종사IT 대학E 명 세1 / 2

6 김OO 37 인터넷 쇼핑기업 근무 업 종사IT 대학E 명 세1 / 7

비교군 7 강OO 33 대학조교 단순사무직 대학S 명 세1 / 1

8 조OO 39 사서 단순사무직 대학E 명 세 세2 / 8 , 3

표 연구 참여자 명단1.

핵심군은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 비교군은 고학력이지만 단순 사무직 종사자들이다* , .․

2.

시간일지 자료와 컴퓨터 사용 로그 자료1)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된 참여자들과의 만남은 년 월 년2010 10 ~ 2011 8

월 사이에 수행되었고 참여자들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37)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는 세 가지 종류이다 첫째 일상적인. ,
시간 차원의 논의를 위해 주중주말 각각 하루 일과를 시간일지(everyday time) ‧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시간일지는 분 단위로 주행동과 동(time diary) . 10
시행동 활동이 전개된 장소 참여자의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함께 활동한 주변인, ,
의 활동을 간략히 기입하게 했다.
둘째,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일지와 컴퓨터 소프

트웨어를 이용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매닉타임 이라는 소프트. ‘ ’(ManicTime)
웨어를 이용하여 시간일지 작성일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수집하였다.38) 참여자들이
37) 자료 수집 과정이 종결된 것은 년 월이지만 대다수 자료는 년 월 년2011 8 , 2010 10 ~ 2011 1

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수집되었다 참여자들과의 만남은 이들의 동선에 따라 참여자들의 사무실.

이나 집 근처의 까페나 레스토랑 참여자의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졌다, .

38) 매닉타임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해당 기기의 사용내역을 활성화된 창 단위로 자동생성하면서‘ ’ ,

시작과 종료 활성화 시간 기기 사용 미사용 내역을 기록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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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컴퓨터에 매닉타임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주말 주중 각각 하루 분의‘ ’ , ,
기록내역을 추출해서 연구자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시간일지 자료와 매닉. ‘
타임 자료는 서로 비교하면서 하루 일과를 재구성하는 작업의 정확성을 높이기’ ,
위한 상호보완 자료로 활용하였다.
컴퓨터 외의 기기 사용은 시간일지에 더불어 기입하도록 했다 분 단위의 시. 10

간일지 방식의 자료 수집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한 회기 가 초분(session) ‧
단위로 짧은 휴대용 기기 사용이었다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감수.
하면서도 컴퓨터 외의 기기 사용 양상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을 달리한 이유는,
자료수집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참여자들의 심리적 저항감으로,
인한 부분이 컸다 참여자들이 매닉타임 설치 절차와 실시간 컴퓨터 사용 모니터. ‘ ’
링에 대해 극심한 부담감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자료수집 방법을 유연하게 구사할
필요가 절실했다 휴대용 기기 사용 양상은 시간일지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였고. ,
그 맥락과 기기사용에 대한 태도와 감정은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았다.39)

심층 인터뷰 자료2)
심층인터뷰는 생애 내러티브 구술 면접 일상생활의 활동과 정(life narrative) ,

보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한 반 구조화된 인터뷰라는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진행했
는데 각각의 목적과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생애 내러티브는 두 가지, . ,①
목적으로 수집하였다 첫 번째 목적은 고학력 전문 사무직 여성들의 내러티브 정.
체성을 알아보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목적은 이들이 일상생활을 꾸려가는 방식을,
생애시간 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하기(life time) 위함이었다.
각 참여자의 생애내러티브 채취는 연구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겠어요 살면서 개인적으로 의미 있었던 사건이나 어떤 변화의 계?”, “
기가 있었나요 등의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했다 생애이야기 수집을 목적으?” .
로 한 인터뷰에서는 참여자가 주관적 시선과 관점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
떤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지시적 질문들을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 ,

39) 연구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시점에 휴대용 기기를 사용하는 참여자는 인이었는데 그 중 대중5 ,

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 하는 인만이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인은 최소한의 정1 , 3

보검색 외에는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직장에서 머무는 시간. 8~9

동안 내내 컴퓨터 사용이 이루어지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휴대용 기기 사용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간 감시를 통해 휴대용 기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효용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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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의 관여를 최소화 한 상태에서 참여자들의 생애내러티브 구술이 진행된 이후
에는 참여자의 생애과정에 대한 사실들을 보충하기 위한 질문과 미래의 계획에 대
한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생애 내러티브 구술 면접을 마무,
리하였다.

심층 인터뷰의 한 부분은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을 꾸려가는 양상에 초점을②
맞춰 진행되었다 첫째 시간일지 자료에 기록된 활동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 ,
였고 시간일지 기록일의 하루일과를 참여자들의 일상생활의 맥락 전체 속에서 이,
해하고자 했다 둘째 기록일의 일과활동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일가족소비여가자. , ‧ ‧ ‧ ․
기계발 사회적 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해 나갔다, . 또한, 여러 영
역의 활동들을 하루 시간 안에 배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타협조율하는지를 조사24 ‧
하였고 행위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치판단 양상을 살펴보았다 셋째 시간부, . ,
족감 시간에 쫓기는 느낌 바쁨의 감정을 느끼는 정도와 양상 이러한 감정을 경, , ,
험하는 맥락과 조건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나아가 시간에 대한 감정들이 일상생. ,
활에 어떠한 여파를 미치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시간전략들을 구사하는지,
를 살펴보았다 넷째 시간관리 방식과 시간관리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응. ,
답을 통해 시간자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시간에 대한 감정과 시간관리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해서는

일가족소비여가자기계발사회적 관계 등 생활 전반과 관련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 ‧ ․ ․
질문을 던지고 이에 시간 관련 주제들을 결합시키는 일대기적 구성주의적 방, “ ,
법 을 사용했다”(biographical constructivist method) (Koot & Sabelis, 2002;

이 방법의 장점은 시간사용과 시간에 대한 인식을 연결할 수 있Sabelis, 2002).
게 해준다는 점에 있다 즉 일의 시간패턴을 그와 관련된 규범 가치 모순 갈등. , , , ,
등의 의미차원과 연관 지어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대기적 구성주의적 방법 을 사용하여 일하는 여성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 , ”
를 중심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를 통해서 시간관련 주제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인,
터뷰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의 배경과 맥락 행위의 기저에 깔린 동기, ,③
와 감정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첫째 매닉타임 자료를 통해 수집한 컴퓨터 사용의. , < >
맥락을 조사했고 둘째 그 외 시간일지 자료를 통해 수집한 텔레비전 라디오를, , ,
비롯한 전통적 미디어와 정보기기 사용의 맥락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셋째 일가. , ․
족여가소비 생활을 위해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양상과 이와 관련된 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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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생각과 감정들을 조사했다 넷째 시간관리와 관련해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
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아보았다, .
자료조사는 시간일지 및 매닉타임 자료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인터뷰를 수< > ,

행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일상생활의 시간사용에 대한 인터뷰를 위해서 미리 수.
집된 시간일지와 매닉타임 자료를 토대로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인터뷰 진행과정,
에서 질문지를 유연하게 활용하였다 질문은 구조화된 질문과 비구조화된 문화기.
술적 면담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취했고 음성 파일. ,
은 전량 문서화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얻은 구술자료의. ,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섭외와 라포형성을 위해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사이,
월드 댓글 게시글 참여자들이 시간관리를 위해 활용한 다이어리 메모 소프트웨, , , ,
어로 제작한 파일 등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분석에 참고하였다.
한편 본 연구 참여자들은 성별 교육수준 결혼 여부 등에서 연구자와 유사한, , ,

사회적 속성들을 지니고 있다 연구자의 나이 직업 결혼 유무 교육 수준 자녀. , , , ,
유무 등은 연구자가 참여자와 접촉할 때 관계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데 윤택림 쪽 이러한 점이 연구수행에 가지는 함의는 양면적이다 우( , 2004, 35 ), .
선 긍정적인 측면은 연구자가 참여자들의 생활과 경험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해서 연구자와 참여자 간에 라포 를 형성하(rapport)
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비슷한 사회문화적 조건에 있
으며 비슷한 연령대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라는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 이
는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형성하
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
게 털어놓을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와 참여자의 유사한 사회적 조건들이 연구과정에 부정적으로 작,

용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였다 질적 연구가 연구자와 참여자의 서로 다른 주관이.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조용환 쪽 연구자의 주관성이( , 1999, 23 ), ‘ ’
개입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연구자에게 익숙한 세계를 탐, . ,
구하는 경우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치를 토대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게 되어 참, ‘ ’
여자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지나친 감정.
이입과 자기편견으로 인한 왜곡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세계에 대
해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최대한 절제하고 이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그,
근저에 깔린 논리들을 참여자들의 언어와 행위를 토대로 기술 해석하려는 현상학,
적 태도를 견지한 채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 임하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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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veryday time)

일상적 시간 차원의 분석은 일 가족 여가 소비 등 다양한 종류의 활동들, , ,①
을 하루 시간 안에 어떻게 안배하며 다양한 활동들 사이에 시간배분을 결정24 , ②
하는 가치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간자원에 대한 태도와 시간관리 양상, ③
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일상적 시간 차원의 분석은 시간일지 자료와.
심층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수행했다.

시간 사용량 분석1)
시간일지 자료는 기록된 활동들을 그 성격과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

코딩했다 자료 전량에 대해 차 코딩 작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일가족개인과 관. 1 , ․ ․
련된 활동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었다 차 코딩 작업은 다음 표. 2 < 2 와 같은 활>
동 분류체계를 가지고 진행했다 표. < 2 의 활동 분류체계는 차 코딩 작업을 통> 1
해 참여자들의 일상적인 행동을 모두 취합분류한 결과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알아․
본 참여자들의 활동 구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도출된 것이다.
첫째 일과 관련된 활동은 시간의 자율권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조율,

에 대한 요구의 정도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었다 둘째 가족(coordination) . ,
생활과 관련된 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수행을 지시하는 활동 다른 사람이 수행하,
는 것을 관리하는 활동 가족생활을 고도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가정관리 활동으,
로 그 외에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로서 참여자들이 직접 수,
행하는 활동들은 돌봄 노동과 가사노동으로 나누어 분류했다 가족들과의 대화와.
친교 등은 가족관계와 관련된 활동으로 별도로 분류했다 셋째 일과 가족생활 외. ,
의 활동들은 개인 활동으로 분류했고 수면 식사 등의 필수행동 휴식 레저오락, , , , ,․
일과 가족생활과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인 친교 자기관리 관련 활동들을 이에 포,
함했다.
시간일지 자료를 토대로 참여자들이 하루 활동 내역을 표< 2 의 시간사용 행>

위 분류체계에 따라 코딩하고 세부활동 및 영역별 시간량을 산출했다 표, (< 2 의>
시간사용 행위별 정의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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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간사용 행위 분류 체계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급노동

시간조율 요구 낮은 업무

혼자 수행하는 업무

업무 목적의 뉴스읽기

사내인트라넷

시간조율 요구 높은 업무

업무관련 의사소통

업무미팅

업무심부름 수행

업무목적의 교제

무급노동

돌봄 돌봄노동

가사

가사노동

가족관련 쇼핑

가족관련 아이쇼핑

가정경제 관련활동

가족관리

돌봄가사향상을 위한 정보활동·

돌봄 향상을 위한 친교

돌봄가사위탁행위·

자녀 학습보조

가족 시간관리

가족관리 목적의 기다림

개인유지 필수행동

개인위생과 외모유지

식사 화장실,

수면

이동 이동

일 관련 이동

개인 관련 이동

가족 관련 이동

여가 친교 개인적 교제

가족관계
소가족과 교류

대가족과 교류

휴식

순수휴식

소극적 음악듣기

휴식목적의 뉴스읽기

휴식목적의 아이쇼핑

습관적 개인이메일 확인

레저 오락, 적극적 음악듣기

관람활동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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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분류체계 참조수정* (2009) ․

시간 체계 분석2)
시간 사용량 조사를 통해 알아낸 시간사용 양상의 맥락을 이해하고 여러 활동,

간 조율 및 가치판단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시간체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는 일하는 여성들의 시간경험을 설명하는 개념. ,
혹은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시간체계를 찾기 위함이었
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참여자들의 발언을 질적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을 사용하여 코딩<Nvivo 9> ․
분석하였다 인터뷰 진행에 앞서 일 가족 여가 소비라는 네 가지 영역을 선정하. , , , ,
였고 분석을 위한 코딩작업 역시 영역별로 이루어졌다 또한 시간자원에 대한 태, . ,
도와 관리양상 바쁨의 감정 시간에 쫓기는 느낌 등 시간에 대한 태도와 감정을, ,
나타내는 발언들이 어떠한 영역의 활동과 연관해서 이루어지며 어떤 양상으로 나,
타나는지를 그 결에 따라 별도로 코딩하였다.
코딩방법으로는 개방코딩을 실시하여 의미상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

사고 인식 등을 묶어서 범주화했고 이러한 범주를 토대로 시간경험을 설명할 수, ,
있는 개념을 밝혀내고자 했다. 이러한 개방코딩 법이 가속화 시대의 시간경험이라

여가 계속( )

레저 오락 계속, ( )

행락 산책,

오락목적의 아이쇼핑

취미활동

자기관리 및 개발

시간관리

외모관리

여가관리

자기개발

건강관리

자기를 위한 쇼핑

자기관리 목적의 뉴스읽기

정보목적의 뉴스읽기

기타 여가활동 종교기부활동·

기타

자발적 활동
연구참여 활동

유지PC

비자발적 활동
광고창노출

기록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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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전에 설명되지 않은 현상의 성격과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들을 찾아내는 데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
영역별 핵심이슈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자료들을 토대로 각 주제영역의 시간사용
규칙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자 했다.

2.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양상을 분석을 위해서는 매닉타임 자료 시간일지의 기< > ,
록 심층 인터뷰 자료를 모두 사용했다 우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매닉타임, . , , < >
자료와 시간일지의 기록을 종합해서 해당 일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을 표, < 3 의>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사용시간을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의 종류별로 코딩하였다, .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의 분류 체계는 국민생활 시간조사 와 미디<KBS >(2010) <
어 사용일지 이재현 미발행 자료 의 미디어 분류 전통적인 미디어 분류 플랫>( , ) , ,
폼 기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안하였으며 표, , < 3 과 같다> .
하루 중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어떤 행위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서 시간일지와 매닉타임 자료가 혼합재구성된 하루 시간사용 및 정보, < > ․
테크놀로지 사용 양상에 대한 자료를 행위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중복코딩 했다 일일 행위별 시간량은 표. < 2 의 체계를 따라 정보테크> ,
놀로지 사용 시간량은 표< 3 의 체계를 기준으로 중복코딩 하여 어떤 행위를 위> ,
해서 어떤 종류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였다 코딩된 자.
료를 토대로 첫째 하루 중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시간 량을 종류별로 산출했다, , .
둘째 행동 분류와 정보테크놀로지 분류가 결합되는 양상을 산출했다 셋째 속도, . ,
의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매닉타임 자료를 토대로 이메일 확인 행위의 간격< >

과 컴퓨터 사용 내역을 구성하는 페이지가 전환되는 속도를 산출했다(interval) .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의 맥락과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전반에 대한 인식과 시간

경험과의 연관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 자료를 분석했다 심층 인터뷰.
자료 중 정보테크놀로지 사용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추려서 을 사용<Nvivo 9>
하여 폐쇄 코딩과 개방코딩을 결합해서 실시했다 코딩 시 일 가족 여가 소비의. , , , ,
각 영역과 관련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양상과 상이한 용도의 정보테크놀로지 사
용에 대한 인식 바쁨의 감정 및 시간에 쫓기는 느낌 등이 정보테크놀로지 사용과,
연관되는 양상 등을 주요 주제 축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정리되지 않는,
내용들은 별도의 주제를 달아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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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정용TV 지상파TV 　
　 케이블TV 　

영화 상영관영화 　
종이미디어 신문 　

　 잡지 　
　 책 　
　 메모지 수첩, 　

차량용 미디어 차량용 라디오 　
　 차량용 TV 　
　 차량용 오디오 플레이어 　

유선전화 사무실전화 　
　 사무실 팩스 　

휴대전화 음성통화 폰( ) 　
　 폰SMS( ) 　
　 음악 폰( ) 　
　 폰TV ) 　
　 영화 폰( ) 　
　 이메일 폰( ) 　
　 정보검색 폰( ) 　
　 폰SNS( ) 　
　 인터넷 신문잡지 폰( ) 　
　 인터넷 쇼핑 폰( ) 　
　 게임 폰( ) 　
　 기타 앱 폰( ) 　
　 휴대폰기능 및 내장정보 조작 　
노트북pc/ 인터넷 이메일

　 　 메신저

　 　 블로그

　 　 까페

　 　 SNS

　 　 인터넷SMS( )

　 　 정보검색 일반 웹사이트( )

　 　 스트리밍 서비스TV

　 　 음악관련 스트리밍 서비스

　 　 인터넷 신문잡지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문화콘텐츠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사내인트라넷

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행위 분류 체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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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시간조사 미디어 이용 다이어리 이재현 미발행 자료 참조수정* <KBS >(2010), < >( , ) ․

3. (life time) : “ ”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생애 시간의 주인공으로 자아를 구축하고 내러티,
브 정체성을 구성하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생애 내러티브 구술면접을 통해 얻
은 구술자료들에 대해 내러티브 정체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애 내러티브를 통해.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은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과
정을 내러티브 정체성의 두 측면인 자체성 과 자기성“ (idem)” “ (ipse)”으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이를 위해 샹프로 두쉐가 제안한 내러티브 정체성(Riceour, 1992), - “ ”
분석법을 따랐다(Chanfrault-Duchet, 2000).
샹프로 두쉐에 따르면 자체성 은 내러티브를 통해 대상화되는 자- , “ ”(idem)①

아로서 내러티브 속에서 생애과정 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체, (life-course) . “
성 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사실과 사건들 출생학창시절첫 사랑첫 직업결”(idem) , ․ ․ ․ ․
혼출산 등 일련의 통과의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해당 시대의 사회적 재현을 토,․
대로 예측할 수 있는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생애과정 속에서 제시되는 자아는 사. ,
회적인 제도와 규범을 의식해서 제시되는 자아인 것이다 이러한 틀에 따라 여성. ,
들의 생애과정 에 대한 내러티브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경험 여(life-course) ,
성상 모델 각 연구 참여자의 생애과정의 특이성을 비교대조함으로써 특정 사회, ,․
적 역사적 맥락에서 당연시 여겨지는 경험 간주체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여성상, ,
이에 대한 개인의 위치지움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자기성 은 반성적성찰적인 자아로서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핵심, “ (ipse)” “② ․
어구 와 핵심패턴 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그래야만”(key phrases) “ ”(key pattern) . , “
했어요 저는 그걸 거부해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등 청”, “ ”, “ ”
중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반복해서 등장하는 핵심어구 들은 자아와 사회“ ” (social․

자아를 구성하는데 기여한 공동체 사회 전체 등 간의 관계들을 설정하는sphere: , )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어구들을 통해서 발화자는 세상에 대해 일정한 위치를.

노트북 계속pc/ ( )　 컴퓨터 작업 컴퓨터 작업

　 　 자동설정

　 문화콘텐츠 생산소비 영화재생

　 　 음악재생

　 　 문화콘텐츠 제작

　 기타 컴퓨터 관리

기타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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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하고 사회에 대한 태도를 보이며 이를 통해 자아의 항구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러티브 속에서 자기성 은 핵심패턴 으로도 나타난다. , “ ” “ ”(key pattern) .
핵심패턴 은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자아를 여러 가지 상황과 맥락에서 동일“ ”
한 행동패턴을 보이는 하나의 캐릭터로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성에 대. ,
한 사람들의 기대 평가 비판 등을 설정하고 그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다, , ,
는 내용의 에피소드들을 통해 젠더정체성을 구현하는 방식들을 살펴볼 수 있다
(Chanfrault-Duchet, 2000, pp. 67~69).
내러티브 정체성 의 마지막 장치는 발화자들이 자신이 생산하는 텍스트의“ ” ③

독창성과 정체성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폐쇄적 의미체계를 통해 동원하는 텍스
트 화 과정이다 정체성의 텍스트화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textualization) .
데 첫째는 여러 주제들이 이분법이나 여러 의미의 축들을 중심으로 토대로 조직,
화되는 방법이다 둘째는. 함축체계 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함(connotation system) .
축체계를 통한 텍스트화 양상을 보기 위해서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주요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로 내러티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어를 추출하고 이 핵심,
어가 해당 문화의 상징체계 속에서 어떠한 함축적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한편 내러티브 정체성 개념을 차용했던 앞선 연구들은 자체성 과 자기성 을, “ ” “ ”

별도로 구별짓지 않고 자기성 을 내러티브 정체성 으로 지칭하고 이를 분, “ ”(ipse) “ ”
석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논의의 지형과 샹프로 두쉐의 자체성 과 자기성 에. - “ ” “ ”
대한 조작적 정의를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하 자(Chanfrault-Duchet, 2000), “
체성 을 존재론적 자아 로 자기성 을 내러티브 정체성 으로 지칭하기로”(idem) “ ” , “ ” “ ”
한다.

존재론적 자아1) (idem) 분석
존재론적 자아 는 내러티브를 통해 대상화되는 자아로서 내러티브 속에(idem) ,

서는 생애과정 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life-course) (Chanfrault-Duchet, 2000).
서 을 이용하여 참여자들이 생애 내러티브에서 제시하는 출생 학창시, <Nvivo 9> ,
절 첫 직업 결혼 출산 등 사회적으로 승인된 사건과 일련의 통과의례들에 대한, , ,
이야기들에 대해 개방 코딩을 실시했다 개방코딩을 통해 어떠한 사회적인 사건들.
이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생애과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공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이들의 생애과정을 구성하는 공통적인 경험을 추출했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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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공유되고 있는 역사적사회적 사건들이 생애과정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어떻, ․
게 통합수렴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내러티브 정체성 분석2) (ipse)
내러티브 정체성은 사회적인 제도와 규범에 의거해 제시한 자아에 대해서 반성

적성찰적 태도를 견지한 상태의․ 자아정체성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자신이 구성,
한 세상 속에서 자아를 위치지우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참여자들의 생애과정
이 어떠한 의미 틀 속에서 설명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내러티브 정체성 분석을 위해서는 과거의 생애사건과 에피소드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면서 자아를 여러 상황과 맥락에서 동일한 행동패턴을 보이는 하나의 캐릭,
터로 제시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되는 전략은 두 가지인데. ,
생애내러티브 속에 나타난 핵심 패턴 과 핵심 어구“ ”(key patterns) “ ”(key

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phrases) .
첫째 핵심패턴 분석을 위해서는 참여자가 생애내러티브를 구술하면서 자아, “ ”

를 설명하기 위해 상정하는 준거집단을 추출했다 과거의 생애과정과 에피소드를.
토대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와 경험에
영향을 주는 집단이나 공동체 타인 혹은 이에 상응하는 가치들을 동원하게, 된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생애내러티브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준거집단을 찾아냈다.
한편 참여자마다 과거의 에피소드들을 토대로 일관적인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

해서 구사하는 전략이 달랐는데 이분법을 동원하거나 특정한 의미를 중심으로, ,
캐릭터를 구축하는 경우 참여자들이 자신이 구성한 내러티브 정체성의 특성을 강,
조하기 위해 동원하는 이항대립이나 범주들을 추출하였다 이런 경우 생애 내러. ,
티브 구술 자료를 개방코딩 해나가면서 참여자들이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
용하는 반복적인 단어와 표현을 추려냈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캐릭터를 구축하. ,
기 위해서 동원하는 이분법 의미의 축 핵심어의 의미를 분석했다, , .
둘째 핵심 어구 분석은 참여자들이 과거의 에피소드와 생애사건과 관련하여, “ ”

자아를 규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설명하는 어구들을 추출해서 실시
했다. 이를 위해서 나는 한 사람이에요 나는 한 스타일이에요 나는 생각“ ~ ”, “ ~ ”, “
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등 청자인 연구자의 시선을 자”, “ , ”
아에 집중시키는 자기 진술 들을 모아 분석했다 고학력 전문사무“ ”(I-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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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여성들의 자기 진술 들을 개방코딩해서 어떠한 여성상으로 수렴되는지“ ” 분석하
였다.

시간전망 분석3) (time perspective)
생애 내러티브를 구성하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 자아를 위치시키는 양상을 살펴

보기 위해서 자아의 시간전망을 분석했다 연구자는 생애 내러티브 구술 면접의.
시작 단계에서 참여자들에게 삶의 변화 계기에 대한 질문과 함께 생애 내러티브를
요청했다 이러한 자료 수집 방법을 취했기에 참여자들은 생애내러티브를 구성하. ,
면서 자신의 삶에서의 변화의 계기나 중요한 사건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
신의 삶을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 제시했다 또한 연구자는 생애 내러티브가 종결. ,
되는 지점에서 참여자들이 구성해낸 과거와 현재를 토대로 미래의 계획이나 미래,
의 자아상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참여자들이 구성하,
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 를 추출하였다“ ”, “ ”, “ ” .
나아가 미래의 나 가 과거와 현재로부터 확장되어 나간 정도를 따져보고 현, “ ” ,

재로부터 먼 시점의 미래의 나 를 구술해내는 것을 긴 시간전망을 지닌 미래지향“ ” ,
적인 것으로 과거와 현재의 나가 미래의 시점을 확장되지 못하는 경우나 미래로, ,
확장되어 나가는 정도가 극히 제한적인 경우는 짧은 시간전망을 지닌 현재지향적,
인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참여자들 개개인의 시간전망을 추출해 낸 것.
은 존재론적 자아 와 내러티브 정체성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통합되(idem) (ipse)
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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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생애시간 경험과 정체성

장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시간 의 흐름 속에서 고학력4 (historical time)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생애시간 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양상을 살펴보는(life time)․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변화의 시간에 대한 인식은 해당 시기를 살아가. ,
고 있는 이들의 생애시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본 장에(Leccardi, 2005).
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한국사회의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인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생애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며 그, ,
의미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절의 논의들은 이른바 신자유주의로 이행하는 시기의 한국사회의 역사적 시1
간과 개인의 생애시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 30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은 경제위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시장에 진입IMF․
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년대 후반 년대 초반 한국경제의 산업구조가, 90 ~2000
재구성되던 시기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생애과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
하고 있었다 절에서는 해당 시기의 사회경제적 맥락이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 1 ․ ․
들의 생애과정 의 전개에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존재론적 자(life-course) “
아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역사적 시간과 개인의”(idem) . ,
생애시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 그 양상은 여성들이 가진 다양한 자,
본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절에서는 절에서 살펴본 역사적이면서 개인적인 생애경험들이 참여자들의2 1
정체성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이 재구조화되는 변, ․
화 속에서 이들이 스스로를 어떠한 캐릭터로 설정하고 있는지 내러티브 정체성, “ ”
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시간 신자유주의 경. , ,
쟁사회의 시간체계에 대한 상이한 경험이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시간전망․
과 경쟁사회 속에서의 위치지움을 다르게 만드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즉 고학. ,
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어떻게 내러티브 정체성 을 구성하면서 자신의 생애시“ ” ,․
간의 미래전망을 축소확장해 나가는가 절에서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해? 2․
보도록 할 것이다.

1 . ․ ․
본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자랐으며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온 이들이다, . 한편,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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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출생자로 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산업구조의 재편이 이루어1972~78 , IMF ․
지던 시기에 대학을 졸업했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했던 년대 후반 년대. 90 ~2000
초반 한국의 사회경제는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분야의 성장을, IT․
특징으로 한다 참여자들은 생애내러티브에서 년대 후반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90 ․
생애과정이 전개되는 데 있어 중요한 변화의 계기 사건이자 자신의 삶의 배경으, ,
로 제시하고 있었다.

표< 가 보여주듯이 본 연구 참여자들은 생애과정을 설명하면서 기업들의4> , ,
줄도산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산업의 부상을 생애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주요한IT
역사적사회적 맥락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다음 인용문들은 해당 시기의 사회경제.․ ․
적 변화에 대한 재현들이 존재론적 자아 구축에 동원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 .

첫 직장으로 처음에 간 데가 업무 자체가 컴퓨터 업무였어요 옛날에는 그 전에[ ] . ,
는 검색을 서명 저자명 이런 걸로만 됐는데 근데 서지검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 , .
뭐 단어만 넣어도 그거에 관련된 그런 게 막 전환되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년, . 97
도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해가지고 태스크포스팀이 해체되면. . […
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년도에 케이블 방송사 에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 98 ( ) .○○
다가 가 얼마 안 되서 들어간 지 한 년밖에 안 됐는데 부도 그때 나와서, 1 , .○○ …
개월 개월 쉬었어요 쉰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때가 나는 이미 졸업3 , 4 . , .
하고 몇 년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재수도 하고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남, , ,
들보다 졸업이 년이나 늦어진 상태에서 년을 더 일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재취업2 , 2
을 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학원명 그쪽에 영어 강사로 들어간 거예요 아. ×××[ ]? (…
주 작은 목소리로 가서 거기서 좀 일하다가 년도에 제가 이쪽에 현재 근무). , 2000 [
하는 대학 연구소 자료실 왔어요 대학교 자료실 사서 조] ( , ).○○

특히 우리 학번은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았어 그리고, .
특히 우리 때는 끝나고 바로 막 그때 졸업을 했어가지고 입사 취업 자체도IMF , ,
되게 힘들었고 그니까 년 그니까 년 때 가 터지고 그러면서 힘들면, , 98 , 97 IMF …
서 년도 쭉 힘들고 그래서 난 처음에 인턴부터 해가지고 합격을 했었는데 회사, 97 . ,
에서 입사가 보류 됐어 원래는 년 월 입사 예정이었는데 그때 회사들이 전. 98 1 ,…
체적으로 다 어려워지면서 잠깐 기다려달라는 얘기가 나와서 두 달 동안 방황을,
했지 이걸 딴 데를 알아봐야 되나 뭐 근데 딴 데도 모 건설회사 다 어렵고 했기. ,
때문에 다들 취업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지 대기업 근무 서[ ] ( , ).○○
그때 대학졸업 했을 때 가 한참 통신 유니텔 하이텔 한참 뜰 때였어요 그래[ ] PC , , , .
서 저도 통신 막 하구 그러다가 우연하게 그때 에서 온라인 사업을 처음 했었, □□
어요 에서 이제 사람 뽑는다고 해가지고 그때 저의 처음 년에 첫 직장. , , 99 ,… □□
을 시작을 했었죠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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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졸업하고는 처음에 은행에 개월 다니다가 그 다음에 외국 국가, 7, 8 , [○○ ○○
명 회사 뭐 뱅킹 솔루션 그거 해주는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년 있었나] , , , 2-3 ?
그러다가 그 때 생기면서 은행들이 다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일거리도 많이 없IMF , .
어지고 그때 막 벤쳐 붐이 일어가지고 그때 벤쳐 기업으로 옮겨서 벤쳐 기업에서, , ,
이제 현 직장인 인터넷 쇼핑기업 오기 전까지는 거기 있었던 거지 인터넷[ ] [ ] (○○
쇼핑기업 근무 김, ).○○

위의 인용문들은 참여자들의 생애내러티브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서 이들의,
커리어 경로가 경제위기 이후의 고용불안정 비정규직의 증가 산업을 중IMF , , IT
심으로 한 국가 중점산업의 재편 등 년대 후반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공명한다90
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로 이행하는 한국 사회의 역
사적 시간이 자신의 생애과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잦은 이직 불안정한 커리, ,
어 업종으로의 커리어 전환 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제시하고 있었다 동시에, IT . ,
이러한 역사적 시간에 대한 재현들은 이들이 해당시기를 거치면서 역사의 흐름 속
에서 살아온 존재론적 자아 로서 동일성을 구축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idem) .

명문대학을 졸업한 참여자들은 비슷한 수준의 학력자본을 가지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이후 이들의 생애과정 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 (life course)
전환기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전개되었다 신규채용이 극도.
로 제한되거나 다수의 신규채용이 비정규직으로 충당되는 당시 상황 속에서 일, ,
부 참여자들은 정규직으로서 안정적인 커리어의 발판을 만들었지만 또 다른 참여,
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첫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해당 시기의 경제적 격랑을 온몸으

고용 불안정 산업의 부상IT
부도 컴퓨터 업무

일자리가 없어짐 통신PC
취업 재취업이 어려움, 온라인
은행이 없어짐 벤쳐 붐
입사보류

기업 상황이 어려움
IMF 　

표 존재론적 자아 구축에 동원된 주제별 핵심어들4. (i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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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험하였다 이러한 서로 다른 경험들은 인문사회학 전공 여부 당시 부. ,① ․ ②
상하던 관련 업종과의 연관성 전문성을 입증해주는 자격증을 토대로 취업이IT , ③
결정되는 전문직 종사 여부 기업가적 자아 로서의 자기변형 의지 등이 복합적, “ ”④
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참여자들의 생애시간이 한국사회의 역사.
적 시간의 변화와 동시적으로 전개될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두 차(synchronous) ,
원의 시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비동시적 인 관계를 이루게 하(asynchronous)
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던 한국 사회의 역사적 변화에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적응시켜 가는 양상을 역사적 시간과 개인의 생애시간이 동시화
되는 것으로 보았다 동시화(synchronization) . “ ”(synchronization)40)는 음악용어로

는 전자 악기의 템포 기능을 마스터 기기의 템포에 맞추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통,
신 용어로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결합제어함으로써 파형이 일정․
한 관계를 유지지속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어를 차용해서 본 연. ,․
구에서는 개인의 생애시간을 역사적 시간에 조정하고 맞춰가면서 두 차원의 시간
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양상을 동시화 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동‘ ’(synchronization) .
시적 인 상태는 이 두 차원의 시간이 일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synchronous)
록 조정된 상태를 비동시적 인 상태는 두 차원의 시간이 서로 다른, (asynchronous)
속도와 템포로 움직이며 일정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상태를 지칭했다.

표 는 해당 시기 참여자들의 생애과정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영향< 5>
을 미친 요인들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본 연구 참여자들 중 실용학문인 공학 전. ,
공자들의 경우 해당 시기의 경제사회적 동요가 생애과정의 전개에 다소간의 영향, ․
을 미치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고용시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았다, . 이들은
취업결정이 한 달 연기 되는 서 등 짧은 불안정의 시기를 겪기는 했지만 큰( ) ,○○
어려움 없이 신자유주의 사회로 이행해가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변화에 자신의 생
애과정을 맞춰 나갈 수 있었다 점차 실용적도구적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 ․
에서 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은 노동시장에서 실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
고 이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시간에 자신의 생애시간을 동시화 하는 데 있어서 유,
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게 해주는 자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반면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전공자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용적도구적 지식, ․ ․ ․

을 갖추지 못한 채 대학을 졸업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위기가 발발한 시. IMF

40) 음악용어 기술통신 용어에서 이는 동기화 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 ”(synchronization) .

다른 차원의 시간을 일치시킨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를 동시화 로 번역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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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전후로 대학을 졸업했고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시간,
및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새롭게 창
출해야 했다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전공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간 양상은. ․ ․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크게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지고 있었다 첫째 급격하. ,
게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시간 및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에 맞춰 기업가적“
자아 로서의 면모를 발휘해 나가지 못한 경우였다 단순 사무직에 종사하는” . 이들
은 적극적으로 커리어 경로를 개척해가고 새로운 업무능력을 계발해 나가는 대신,
일하는 주체로서의 시간전망을 축소하고 커리어 열망을 접고 커리어 발전에 대한,
요구가 없는 편한 직장에 정착했다.
경제위기의 극복대안으로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었던 년대 후반 컴IT 90 ,

퓨터를 다루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커리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둘째 업계에 종사하는. , IT 이들은 대학시절부터 활발하게 PC
통신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들과 만나서 놀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이후 이들이 업계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본, IT
이 되었다 예컨대 예능계열 출신인 심 는 자신의 전공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 ○○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당시 새롭게 부상하던 인터넷 포털 기업에 취직했다 시대, .
의 요구에 맞춰 자신을 유연하게 변형시키는 전략을 택한 심 는 이후 산업, IT○○
의 성장세를 타고 커리어 발전을 꾀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
다.
단순사무직 종사자들과 업계 종사자들IT 의 생애과정 전개상의 차이는 신자유

주의 사회가 오늘날의 일하는 주체들이 시간과 관계 맺는 양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인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경쟁사회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guide) .
하면서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는 인간형을 요구한다 세넷 당시 부상, ( , 2002/1998).
하던 업계에서 커리어를 개척해나간 사례가 보여주듯이 기업가적 자아 로서IT , “ ”
사회 변화에 따라 자신을 변형하고 경영해나가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생애시간을
분절하고 굴절시키고 그 방향을 전향하는 것은 노동하는 주체가 경쟁사회의 시, ,
간체계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 되고 있었다 특히 산업이 발. , IT
전하고 기업들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면서 고용시, ,
장이라는 게임의 장에서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전공자들은 더더욱 기업가적 자“․ ․
아 로서의 면모를 발휘해야 했다 생애과정을 거치면서 신속하게 자아를 변형재창” . ․
조 해나간 이들은 경쟁사회의 시민으로서 위치를 확보하고 직업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 단순사무직 종사자들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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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유급노동의 특성 역사적 시간생애시간의 동시화에 따른 참여자 분류5. , ․

유급노동

의 성격
직종

역사적

시간생애․
시간의 동시화

참여자 직업 전공계열 커리어 전개의 특징

인지노동

연구직

및

사무직

자동적 동시화

박oo
박사 후

연구원
공학

� 산업 발전으로 수요가 많아진 전공IT .

� 전공 관련 공기업에서 커리어 시작 했다가 대학원 진학졸업 이후 연구직으로 전환․

서oo 대기업 근무 공학
� 대학 학년때 인턴사원으로 일했던 기업에 취업 결정 졸업 후 대기업 취직4 , .

� 와 함께 입사보류 통보받았으나 곧 입사IMF , .

의지적 동시화

신oo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예체능 � 전공과 무관한 업종으로 커리어 전환IT .

김oo

인터넷

쇼핑기업

근무

자연수리
� 은행 및 뱅킹전산 관련 기업에서 커리어 시작.

� 로 금융권이 불안정해지면서 벤쳐로 대기업으로 커리어 이동IMF IT , IT .

전문직

이oo 대학 교수 인문사회

� 석사 취득 후 도미 유학.

� 박사취득 이후 귀국해서 시간강사 생활

� 이후 계약직 교수로 근무

정oo 변리사 공학
� 대학졸업 후 대학원 진학.

� 박사수료 후 변리사 커리어 시작

단순노동

및

서비스

노동

단순

사무직
비동시화

최oo 사서 인문사회
� 비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잦은 커리어 이동

� 커리어적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음

강oo 대학 조교 인문사회
� 정권교체와 함께 대학원 학위가 무용지물이 됨.

� 이후 커리어 도약 열망이 꺾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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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사회의 시간체계와 거리를 둔 상태에서 직업정체성을 재정비해야 했다 이들은.
동일한 학력자본을 가지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역사적 역동기에 기업가적, “
자아 로서의 면모를 보였는지 여부에 따라 경쟁사회에서의 위치 경쟁사회의 시간” ,
체계에 대한 인식 일하는 주체로서의 시간전망 생애시간에 대한 자아의 통제감, , ,
직업정체성 고용종사상의 지위 등 일하는 주체로서의 현재 상태가 달라지고 있, , ‘ ’
었다.
특히 이 시기에 컴퓨터 사용 능력을 적극적으로 계발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은 일종의 축적효과 를 만들면서 생애과정의 전개와 현재(accumulated effect)
노동시장에서의 위치가 크게 달라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컴퓨터 쪽은 원래 관심. “
이 없었다 대학조교 강 던”( , )○○ 단순사무직 종사자들은 단순 자료입력 능력을 요
하는 포지션에 지원하는 등 노동이 유연화되던 시기에 대체 가능한 노동력으로,
스스로를 위치짓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반면, 업 종사자들IT 은 통신이라는 놀PC
이 의 경험을 업무능력 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기업가(play) “ ” “
정신 을 발휘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경제가 요구하는 자신의 열정과 창조력을 업무” ,
로 승화시키는 노동자로 변모할 수 있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
유연성 창조력 능동성은 경쟁사회와 고용시장의 시간체계에 맞춰 생애시간을 꾸, ,
려가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었고 정보테크놀로지 사용능력은 기업가적 자,
아로서 생애시간을 분절변형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단순사무직 종사자와 업 종사자들이 기업가 정신 산업과의 연관성으로IT “ ”, IT

설명된다면 셋째, , 전문직 종사자의 사례들은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고 전문직
으로 진로를 꾸려갔다는 점에서 생애과정의 전개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들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자격시험을 준비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자본을 보다,
강화시킨 경우였고 이는 결과적으로는 년대 후반 역사적 격랑기를 피하고 이, 90 ,
후 자격증과 학위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커리어를 꾸려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조직 내외부의 동학과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다른.
참여자들과는 달리 커리어 목표를 향해 정진하면서 커리어 발전과 안정성을 이뤄
가는 선형적발전적인 정체성 모델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구성하고 안정적으로 생,․
애시간을 구성해 나가고 있었다.
한편 참여자들은 생애과정이 전개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

이른바 강남 담론을 동원하고 있었다 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이른바 강“ ” . 90 , “
남 담론이 부상하면서 한국 사회를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사회적 인식” ,
이 확산되었다 미디어 담론들이 앞장서서 강남 담론을 유포하면서 한국사회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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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위 강남 출신 이라는 것은 경쟁사회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상징“ ”
적 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남일백선기( ,․ 이후 살펴보겠지만 본 연구 참2008). ,
여자들은 강남 비강남 의 구분을 존재론적 자아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언“ ”, “ ” “ ”
급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해석을 곁들이면서 내러티브 정체성 을 구성해, “ ”
나가고 있었다 스스로 소위 강남 출신 이라고 인식하는 참여자들은 자신이 강남. “ ”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 출신이라거나 대치동 한 가운데 박 라는 언설, “ ”( )○○ ○○
을 시작으로 일종의 지위집단에 속한 여성으로서의 품격의 문제 자녀의 교육경, ,
쟁의 문제로 내러티브를 이어갔다 반면 비강남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참여자들. , “ ”
은 스스로 안 좋은 고등학교 출신 안 좋은 동네에서 학교를 나왔다 는 발언을“ ”, “ ”
시작으로 경쟁사회에서 자신이 지닌 전투력과 자본력에 대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예컨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자수성가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
수 없다거나 이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자녀가 학교를 다니길 원하기 때문에( ),○○
교육경쟁을 피할 수 없다 서 는 발언들은 경쟁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
가지는 것이 계급계층적 지위와 연관되어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
한 즉 참여자들은 경쟁사회에서 느끼는 경제사회문화적 자본에 대한 열망과 박, , ․ ․
탈감 이와 연관된 생존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강남 이라는 핵심어를 사용해서 계, “ ”
급이라는 의미틀 안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생애내러티브에서 존재론적 자“․

아 를 역사적 시간의 흐름 속에 구축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idem) . 우선,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은 자신의 생애과정이 전개되는 중요한 배경으로 경제위IMF․
기 이후 경제사회적 격변기를 꼽고 있었으며 이 시기는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고용시장에 진입해야 할 시기로서 자신의 생애과정에서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인
식되고 있었다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년대 후반 년대. 90 ~2000․
초반에 고용시장에 진출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역사적 시간에 자신의 생․
애시간을 동시화 해나간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의 발전과 경제의 지표화계산화를 통한 관리경영 경쟁을 부추기, IT ,․ ․

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들을 중심으로 경제가 재편되면서 서동진( , 2009), IT
사용 및 콘텐츠 제작 능력 시장을 수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시장 확장과, ,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 해결 능력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능력에 대한 요구 점,․
점 커지고 있었고 이러한 실용적 지식의 보유 여부는 참여자들의 생애시간 경험,
을 달리 만들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경제로 본격적으로 이행해가면서 실용적도구. , ․
적 지식의 보유 여부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자본이 되면서 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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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을 전공한 이들은 역사적시간과 개인의 생애시간을 동시화 하는 데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덜 겪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시기에 자아를 빠르게 변형시키면서 사회 변, ․

화에 유연신속하게 대처해 갔는지 생애시간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고 그,․
방향을 전환시키는 기업가적 자아 로서의 능력이 역사적시간과 생애시간을 동시“ ”
화 하는 데 중요한 자본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적도구적. ․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일수록 자아와 생애시간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단절변형시킬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었고 역사적 시간에 자신의 생애시간을 동시,․
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가적 자아 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했다 이때 노“ ” . ,
동시장에 진입하던 시기에 생애시간의 속도를 늦추면서 전문직종으로 커리어를 설
계해 나간 이들은 일반 사무직 종사자들보다 자기에 대한 통치에서 상대적으로 자
유로울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
셋째 기업가적 자아 로서의 면모를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 “ ”

는 실용지식과 능력을 계발해나가지 못한 이들은 경쟁사회의 참여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커리어 발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단순직종으로 노동시장의 주변,
부로 물러나고 있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이 포섭할 필요가 없는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들이 자기경영 자기관리 자기책임 등 신자유주의, , ,
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내면화할 필요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생애.
시간의 경험은 이들이 내러티브 정체성을 구성하는 양상과 일상적 시간경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과 장에서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5 .
마지막으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은 자신과 자녀의 경쟁사회로의 진입생, ․ ․

존성공이 개인의 능력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경제적문화적 자본이 경쟁사회에서 일하는 주체로서 생존하고 커리어 성공을 실,․
현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경쟁사회에서의 생존
을 위한 분투를 중산층 이상의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하고 이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자 하는 열망과 연관지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참여자들은 불. ,
공평한 경쟁사회에 대한 인식과 계급상승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동원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해당 시기의 커리어 좌절과 안착의 경험은 경쟁2 ,
사회의 시간체계에 대한 인식 일하는 주체로서의 시간전망 생애시간에 대한 자, ,
아의 통제감 고용종사상의 지위를 다르게 만들고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차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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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사회라는 의미망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
가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 자세한 양상에 대해서는 절에서 자세히, 2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2 . ․
생애내러티브는 개인의 삶의 과정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시되면서 자아의,

위치와 그 의미가 평면적인 것이 아닌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서 변화해 온 역동적,
인 것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생애내러티브에서 제시되는 현재 행(Ricoeur, 1992). ,
위와 활동들은 과거의 경험에 의거해서 그 이유가 제시되거나 미래의 가능성을,
향한 목적지향적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절에서 살펴본 존재론적(Schutz, 1971). 1 “
자아 가 생애내러티브를 통해 구성된 역사적 시간 속을 살아온 실존하는”(idem)
존재라면 내러티브 정체성 은 역사적 시간과 자아의 관계에 대한 주체의, “ ”(ipse)
해석을 통해 고유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내러티브 정체성은 역사적 시. ,
간과 개인의 생애시간의 접합지점에서 형성된 의미화된 구성물이자 확대 혹은 축,
소된 시간지평 위에 자아가 의미화 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절에서 제시한 존재론적 자아 를 확보해주는 역사적 시간들은 참, 1 “ ”

여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은 년대? 90․
후반 신자유주의로 이행하는 경제사회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사회가 양극화되고,․
노동이 유연해지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겪었다, .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
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겪은 서로 다른 생애시간의 경험들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가? 절에서 살펴보았던 역사적 시간과1
생애시간의 동시화 여부는 이들이 이후 역사적시간과 자신의 생애시간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생애시간의 경험을. ,
했던 이들은 어떻게 자아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 지평을 구축하고 시간전망을,․ ․
형성하고 있는가?
참여자들이 역사적 시간과 생애시간의 관계를 만들면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양

상은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양상은.
다종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유급노동의 성격과 젠더화된 인식을,
중심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표 은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정체성 유형과 자. < 6>
아의 시간전망을 정리한 것이다 절의 각 소절에서는 참여자들의 내러티브 정체. 2
성과 시간전망을 유형별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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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참여자들의 내러티브 정체성 유형6.

40) 본 연구에서 단순 사무직은 고도의 지식노동을 요하지 않는 사무직 노동과 서비스 노동이 결합된 유급노동 을 수행하는 직종을 일컫는다‘ ’ .

유급노동의

성격
직종

관련IT

업종 여부
참여자 직업

역사적 시간․
생애 시간의

동시화

탈 젠더화된( )

역할의식
내러티브 정체성 유형 시간전망

인지노동

연구직

및

사무직

비관련IT

박○○ 박사 후 연구원
자동적

동시화
젠더화

팔방미인형

능력자
긴 시간전망

서○○ 대기업 근무

관련IT

심○○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의지적

동시화 탈젠더화

재미추구적

변화적응자
짧은 시간전망

김○○ 인터넷 쇼핑기업 근무

전문직

비관련IT

이○○ 교수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긴 시간전망

정○○ 변리사

단순사무 노동

및

서비스 노동

단순

사무직40)　

조○○ 사서

비동시화 젠더화 기존 질서 안주자 짧은 시간전망

강○○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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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직업정체성 조정과 시간전망의 축소1)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시기를 거치면서 참여자들이 목도했던 것은 사회경제의, ․

구조적 변화만이 아니었다 경쟁사회에서 일하는 주체로서 생존하는 것이 점차로.
어려워지면서 한국사회에서는 각 개인이 삶을 어떻게 만들고 변화시켜 가야 하는,
지를 정의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자기계발 담론 경영담론들이 범람했다 이범, , (
준 서동진 이들 담론은 외부적인 통제와 명령이 없이도 스스로 동, 2010; , 2009).
기부여 해나가면서 자아의 역량을 개발해나가는 주체로서 노동자들을 호명했다, .
또한 고용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것은 자기경영 이라는 이름으로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었다 서동진“ ” ( ,
2009; 2004).
생애과정에서 일련의 커리어 좌절을 겪고 단순사무직 종사자로 정착한 기존“

질서 안주자 들은 끊임없는 자기계발의 주체로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스스로 동”
기부여를 해나가면서 자기발전하기 보다는 경쟁사회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선,
택을 했다. 기존 질서 안주자 들은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커리어 발전을 요구하지“ ”
않는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재정비한,
이들이었다 이들은 생존경쟁을 위한 자기계발을 중심으로 살 것이 요구되는 경쟁.
사회의 시간체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직업정체성을 축소하고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일상생활과 정체성을 재편하였다 생애시간 경험에 따른 정체성 재정비는 경쟁사.
회의 시간체계 및 한국 사회의 역사적 시간과 생애시간의 관계 자아의 미래와 현,
재의 관계라는 시간전망 등 다양한 차원의 시간경험들을 새롭게 만들고 있었다.
계약직 대학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강 의 사례는 한 개인의 생애시간의 전○○

개가 역사적 시간과 어긋나면서 여성들의 시간전망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차로,
축소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강 는 명문 사립대를 졸업하고 도서관 사. ○○
서로서 커리어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전문사서로서 커리어발전을 꾀하기 위. ,
해 대학원에 진학했고 대규모 조직으로의 이직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강 가, . , ○○
대학원을 졸업하던 시기에 이전 정권의 기록물 관리방식이 모두 폐기되면서 대학
원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토대로 한 커리어 도약은 좌절되었다 불과 년 사이. 2~3
에 정보처리 기술 진화의 속도와 더불어 지식보관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커리어 발전에 좌절을 겪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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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인용문은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한 개인의 생
애시간이 역사적 시간과 비동시적 관계를 맺는 양상을 잘 보여준(asynchronous)
다.

지금은 또 다른 직장 지원을 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한숨 지금은 잠시 멈( [ ] ?) ( ) (
춤 그 때만 해도 사서는 그냥 뭐 토익점수랑 전공점수 학부 때 성적을 봤는데), , , ,
도서관에서 사서들에게 바라는 게 되게 강조 많아져서 정말 제가 학위를 하나 더( ) ,
갖고 있어서 주제전문 사서가 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요새는 도서관 시스템 다 전, ,
자도서관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서도 그런 시스템을 되게 잘 알아야. ,
되요 그런데 저는 그쪽으로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쪽으로는 컴퓨터 시스템은 전혀. ,
강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큰 조직에서 정말 제대로 사서가 되려( ) . [ ],
면 이제는 그것도 강조 되게 잘해야 되요 이제 그런데 잠시 멈춤 그거는 공, ( ) , ! [ ]…
부를 하려면 너무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하려면 너무 많이 강조 시간을 투자해야 되, ( )
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자신이 강조 지금은 솔직히 없어요 대학교 조교 강. ( ) ( , ).○○

대학원 전공은 전문사서가 되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기록관리학은 제일 큰 강([ ] ?) (
조 문제는 기록관리학은 현 정권 시작되면서 허탈한 웃음 다 죽여 버렸어요 전) , ( ) .
정권에서 하던 걸 싹 강조 뒤집은 것 중 하나가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거든요( ) , [ ]. …
그 때 이전 정권 때 그래서 많이 뽑았어요 그때 한번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한[ ] . …
번 대량으로 뽑고 그래서 그때 막차를 탄 사람들은 다 지금 기록연구사로 어쨌거,
나 강조 들어가서 공무원이 되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뽑지도 강조 않을( ) , ( )
뿐더러 그거 정말 하나의 자격증을 더 가진 거 밖에는 안 되는 이제는 그렇게, […
되어 버렸어요 대학원 공부 했지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대학교 조교 강]. ( , ).○○

몇 년 사이에 직업능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빠르게 변하면서 강 는 커, ○○
리어 열망과 의욕이 반감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커리어 전문성을 쌓기 위한 노.
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원하는 직장으로의 이직에 실패하면서, 그 사이 강 는○○
그간 미뤄두었던 임신을 계획하고 첫 아이를 낳았다 안정적인 커리어의 기반을, .
잡을 때까지 임신과 출산을 미뤄왔지만 나이가 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임신과, 30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육체적 시간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임신을 미룰 수,
없었던 것이다 역사적 시간과 개인의 생애시간의 전개가 불일치하면서 커리어 열.
망이 반감하고 그 결과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에서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
서 출산이라는 여성의 생애주기가 중첩되는 다양한 차원의 시간에 대한 경험은,
정체성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불을 당긴 것은 당시 강 의 직장에서 이루어졌던 조직개편이었다 추.○○

가적인 직원 충원 없이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인 기업 리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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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링”(reengineering)40)이 이루어지면서(Hammer & Champy, 1993 강), ○○
는 정규직이던 사서업무를 포기하고 비정규직으로 커리어를 축소하게 되었다 하, .
지만 기업 리엔지니어링 결과 강 는 행사진행 및 관리 회계영업업무 등 다, “ ” , ,○○ ․
방면의 일들을 처리하는 유연한 능력을 발휘해야 했으며 사서업무만을 담당했을,
때보다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했다 이렇듯 고용지위는 정규. ,
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보다 불안정하게 되었지만 업무는 늘어난 역설적이고 부당, ,
한 노동환경에서 강 는 일하는 주체로서의 시간전망을 축소하고 어머니노릇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재정비 하고 있었다.

사서직에서 조교직으로 전환하는 걸 결정하실 때 그 부분 계약 만료이후의 고용[ , [ ]
은 어떻게 고려하신 거에요 한숨과 함께 잠시 멈춤 고려가 잠시 멈춤 그때는?) ( ) ( ),
좀 년을 좀 되게 길게 생각한 거 같애요 벌써 년이 후딱 갔는데 말이죠 뭐5 . 3 [ ]. …
정 안 되면 그냥 년 돈 빠짝 받아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던지 그5~6 ,
냥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을 했던 거 같애요 그러면 이제 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 2 ,
그 이후에 대략적으로나마 미래의 그림이 어떻게 되세요 그게 망설임 그래서 이?) ( )
제 잠시 멈춤 이제는 뭐 한 년 더 하다가 이 서너 살 되면 그냥 걔랑 집( ), 2~3 ○○
에서 뒹굴뒹굴하고 애 학교 유치원 보내고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 ,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니깐 좀 약간 강조 비겁하게 안되면 그냥 도망가지 집으로. ( ) , ,
도망가지 라는 생각이 쪼끔은 들어요 커리어가 단절되어서 거기서 생기게 되. ( ,…
는 불이익이나 그런 것들은 엄마역할을 하기 위해서 뒤로 밀린다는 거지요 네?) .
밀리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지 뭐 안되면 그냥 집에서 애기 키우지 집에서 애기. . , . (
키우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크게 강조 거부감은 없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면 되게) [ ] .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 안 좋아 보이고 그랬는데 그냥 지금[ ] , ,
은 저는 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면 그냥 만족하는 스타일인거 같아( )…
요 현실에 순응하는 그런 스타일 약간 그런 캐릭터에요 아주 순응하는 캐릭터. ? . .
웃음 대학교 조교 강( ) ( , ).○○

위의 인용문은 갑작스럽게 변화한 한국사회의 역사적인 시간과 한 개인의 생애
시간 의 전개가 불일치하면서 고학력 취업여성이 일하는 주체로서 미래에 대한,
시간전망을 축소시키고 젠더화된 역할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앞선 인용문들이 보여주듯이 강 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회적 변화로. , ○○
인해 커리어 열망을 상실했고 일하는 주체로서 미래를 계획하는 행위를 더 이상,
40) 해머와 참피에 따르면 중복되는 인력을 삭감하고 비효율적인 부문을 신속하게 제거하면서 직, ,

무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기업의 리엔지니어링 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 . ,

리엔지니어링 은 단지 적은 양으로 적은 양을 감당한다 는 인력 규모의 축소만을 의미하는 것“ ” “ ”

이 아니라 적은 양으로 많은 양을 감당하기 위한 것 으로서 업무의 강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 ”

낳고 있었다(Hammer & Champy, 1993,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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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게 되었다 동료와 업무를 맞바꿈하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종사. ,
상의 지위를 낮추는 선택을 스스로 한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통제력 상실의 상
태에서 나온 무기력한 결정이었다 이는 한국 사회경제가 신자유주의로 이행해 가. ․
는 역사적시간과 한 개인의 생애시간이 동시화 되지 못하고 조화(synchronization) ,
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생긴 결과였다.
또한 더 이상 임신출산을 미룰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강 는 여성의 재생산과, ․ ○○

노화를 관장하는 육체의 시간과 여성의 생애주기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나아가. ,
출산 이후에는 어린 아이의 육체리듬 및 보육기관의 제도적 시간을 중심으로 정의
되는 자녀 돌봄의 시간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러한 젠더화된 시간들의 영향을 받,
으면서 직업능력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변화하는 역사사회적 시간에 유연하게 대․
처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 되었고 강 는 커리어 발전의 시간체계와 더욱 경, ○○
직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강 는 일하는 주체로서의 미래를. , ○○
예측설계하기 보다는 고용 연장이 정 안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다시, “ ”, “․
생각 할 요량으로 현재 중심적으로 자아의 시간전망을 축소하고 있었다 동시에” , . ,
안 되면 집으로 도망가지 라는 생각과 함께 엄마로의 정체성을 전면화하고 있었“ ”
다 즉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현실 앞에서 미래에 대한. ,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기투해볼 만한 자본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일하는 주,
체로서 직업정체성을 후면화 혹은 무력화 시키고 대신 현재와 미래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어머니 역할과 젠더화된 현실을 중심으로 기존 질서 안주자 로서의 정“ ”
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다.41)
기존 질서 안주자들의 생애시간에 대한 경험과 정체성 구성양상은‘ ’ 갑작스러

운 경제사회 변화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유연하게 수용해야하는 신자유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자신의 커리어에 어떠한.
위험이 갑자기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눈치 빠르게 처, “
신해야 하고 느닷없이 다가오는 변화도 능숙히 받아들여야 한다 세넷, ” ( ,

41) 시간전망의 축소는 강 가 생애내러티브를 조직화하는 양상에서도 드러난다 강 는 살아.○○ ○○

온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커리어 열망이 사그라지고 어머니 역할을 중심으로 정

체성을 재구성하게 된 현재와 구체적인 장래희망이 없었던 학창시절의 먼 과거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엮어 제시했다 전문사서로서 커리어 열망을 가지고 이직을 계획하던 시기에 대한 이.

야기는 참여자에 대한 사전정보를 가지고 있던 연구자의 질문에 의해 언급되었지만 압축된 응,

답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커리어 열망의 시기를 축소제외한 생애 내러티브 구성은 강 가 시. ○○․
간전망을 커리어 열망이 꺾인 이후의 상태로 축소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커리어와.

연관하여 자신의 현재를 미래로 확장시키거나 미래의 방향을 계획하지 못하는 자신을 정당화하

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긴 시간전망을 가지고 있던 시기는 축소되어 제시되고 있었으며 미래, ,

의 자아를 구체화하지 못한 채 현재의 자아를 중심으로 현실안주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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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998], p. 9). 하지만 정권변화에 따른 자료보관 방식 변화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임신과 출산을 중심으로 정의되는 여성 생애의 주기적 시간과 돌봄,
의 시간체계 등은 기혼 취업여성들이 생애시간을 유연하게 구성해 나가는데 장애
물로 작용하고 있었고 이는 노동자로서의 시간전망의 축소와(Blair-Loy, 2003),
정체성의 젠더화로 귀결되고 있었다.
기존 질서 안주자 들이 경쟁사회라는 게임의 장에서 일하는 주체로서 미래의“ ”

가능성을 향해 기투하기 보다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이라는 현재의 현,
실을 중심으로 삶을 이행하면서 미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었다.42) 하지
만 이들이 젠더화된 현실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재정비하는 것은 한 개인이 일가, ․
족의 시간체계 사이에서 어느 쪽을 우선시 할 것인지를 단순히 선택하는 문제이기
보다는 역사적 시간과 개인의 생애시간이 동시화 되지 못하면서(synchronization)
생기는 문제였다 기존 질서 안주자 들의 생애시간의 경험은 이들이 사회변화에. “ ”
신속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새로운 업무능력을 계발해 나가는 기업가적 자아 로서“ ”․
자유경쟁사회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여성 육체의 주기와 젠더화,
된 시간체계들의 영향을 받아 구조화되는 측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역사적 우,
연에 가까운 위험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요컨대 기존 질서 안주. , “
자 로서의 정체성과 미래를 구체화하지 못하는 짧은 시간전망은 자본주의가 재구”
조화되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시간 속에서 주체가 자신의 생애시간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었다.

2) 학벌 중심의 사회적 인정담론‘ ’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자신이 지닌 학력자본과 그에 상응하는 개인적인 능력‘ ’

에 비해 난이도가 낮은 단순 사무업무 및 일종의 서비스 노동을 요구하는 직장에,
42)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중산층 가족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 있었고 그 결과 제 생계부양자로, 1

서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미룰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 가족의 생계부양을 책임지.

지 않는 비생계형 노동자라는 것을 강조했으며 이를 가족의 계급적 지위의 상징으로 동원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와 여성의 일에 대한 연구들은 노동의 여성화 여성노동자. “ ”(Vosko, 2000), “

성 이영자 등의 개념을 사용해서 가부장제와 자본의 노동전략이 선택적 친화력을 가지”( , 2004)

고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여성착취. ,

및 구속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특정 계층의 여성들이 여성노동자성 을 사회경제적 지, “ ”

위를 나타내는 정체성 구성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참여.

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의 여성화 추세 속에서 비정규직으로“ ”․
강등되고 커리어와 관련된 생애 시간에 대해 통제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귀인을 사회구조로,

돌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젠더와 계급의 매트릭스 속에서 이들이 비생계형 노동자의 의미,

를 중산층 여성이라는 일종의 특권적 지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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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했다 그 결과 이들은 업무를 통한 만족감과 사회적 인정을 얻고 이를 토대. ,
로 직업정체성을 강화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학벌 직장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이미지 등 엘리트에 대한 사회의 인정체계에 기,
대어 내러티브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른바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사실과 사.
회적으로 엘리트 집단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명문대학에서 일하는 것은
이들이 커리어를 축소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학벌 담론을 동원해서 자신이 학창시절에 학업성적이‘ ’ ‘ ’

뛰어난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생애과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했다 이들.
은 전형적인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뭐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은 딱히 없고 그“ , , ‘ ’ ,
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가는 전형적인 공부 적당히 잘하는 그런 애들 강, ”( ),○○
대학은 서울대 연고대 이대 밖에 몰랐 을 만큼 상위권의 학생 조 이었다는“ , , ” ( )○○
것을 강조하면서 학벌 담론에 기대어 엘리트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 .
대학은 서울대 연고대 이대 밖에 몰랐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 지인이, , . [ ]…
무슨 여대인가 뭔가 하여튼 무슨 여대를 나왔다 그랬는데 저는 아직도 그 여대D , ,
세 개를 구분을 못해요 그냥 우리 신랑 말로는 너한테 평균은 사실 다른 사람에. , ,
게는 최상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대학교 부설 자료실 사서 조[ ]( , ).○○
신학을 전공하는 것을 고민을 했는데 내 자존심에 그거는 못 하겠는 거예요[ ] , . …
그니까 무슨 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음악으로 대학 가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
던 거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음악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공, . ,
부도 너무 강조 잘하는데 뭐하러 굳이 음대를 가나 이런 생각에 그냥 다른 전( ) , [ ] [
공을 택해서 대학을 간 거 같아요 대학교 부설 자료실 사서 조] ( , ).○○

기존 질서 안주자들에게 학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토대로 한 안정적인 삶‘ ’
은 생애 내러티브의 시작이자 지향점이기도 했다 학창시절의 성취를 노동시장에.
서 보상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고용을 감내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
에서 학벌은 이들에게 엘리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보루였다‘ ’ .

대학 때도 학교 밖에서 여대 다니다가 왔다 모 이러면 이렇게 한 번 더[ ] “ ” ,○○
어 그러시냐 고 대접이 달라진다 그래야 되나 내적 자신감이 아니라 외부로“ , ” ? ,…
부터 인정받는 그거 때문에 아유 들어가길 잘했다 되게 편할 수 있겠다 삶이 그, ‘ , , .
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거 그런 느낌은 처음 들어봤던 거 같아요 내’, ? .
노력은 요만큼인데 더 많은 거를 얹어서 생각해준다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지, ? (
금도 계속 그렇게 느껴요 사회에 나와서도 사회에 나와서는 더 많이 느껴요 사? ?) .
회에 나와서는 말도 안 되게 많이 느껴요 말도 안 되게 많이 느껴요 정말 상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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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직장상사인 교수님들도 모 그냥 그 사람이 그닥 정확히 그 사람이 무슨. [ ]
대학을 나왔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어느 레벨인지를 궁금해 하는 거 같아요 그, .
런 걸 많이 느껴요 사회에 나오니까 더 강조 많이 느껴요 출신학교를 이야기. [ ] . […
해주면 이제 그때보다 좀 조금 달라지고 어우 모 대보다 더 좋은데 나왔는데] . “ S ”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대학교 부설 자료실 사서 조, ( , ).○○
대학은 그냥 하나의 삶의 방편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사회적인 기준에서 봤을? …
때 괜찮다하는 거를 골라서 그냥 고등학교처럼 졸업을 해버리면 되는 거였던 거예,
요. … 좋은 고등학교 나오면 좋잖아요 명문고 그것처럼 똑같이 대학도 그랬던 거. .
같아요 대학교 부설 자료실 사서 조( , ).○○

또한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학벌과 직장의 네임밸류 를 일하는 주체로서의, ‘ ’ ‘ ’ “ ”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담론적 자원으로 동원했다 하지만 이들은 학력을 자. ,
신의 성취의 결과로 간주하며 개인으로서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의미화 되는 것
을 거부했다 이들에게 학력은 엘리트 여성이라는 사회적 인정에 기대어 안정적.
삶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출신성분이었고 레벨 에 걸맞는 대접 이라는‘ ’ , “ ” “ ”
사회적 인정 차원에서 유의미한 것이었다.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소위 명문대‘ ’ ‘ ’
출신으로 명문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 직원이라는 타이틀‘ ’ , ‘ ’ “ ”○○
을 만족스럽게 여기며 이를 일하는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서 언급하고 있었다 강 는 현재의 직장만한 다른 일자리가 있으면 계속 일을. ○○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굳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 과,
정에서 대라는 메리트 대 네임밸류 라는 표현을 구사하면서 사회적 인“ ”, “ ”○○ ○○
정 담론을 동원해서 직업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조 역시 현 직장을 선택. ○○ ․
유지하는 이유로 레벨 명문 대접이 달라 지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 “ ”, “ ”
사회적 인정 담론에 기대어 직업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 안에서 또 가끔 자리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갈 수 있으면.○○
저는 그냥 대에 근무하는 거는 되게 강조 마음에[ ]○○ 들거든요 대학교 조교 강( , ○
).○
출신대학인 대 에 진학한 이유 랑 똑같애요 나는 별론데 그냥 주변에서 그[ ] [ ] . ,○○
정도면 여자직장으로 어디 가서 욕 들어먹을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대학교 부설 자료실 사서 조( , ).○○

앞서 존재론적 자아 에 대한 논의에서 검토했듯이“ ”(idem) , 기존 질서 안주자‘ ’
들은 이러한 역사적 시간의 변화과정에서 유연하게 생애시간을 구성해나가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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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학력 자본을 토대로 꾸려온 엘리트 정체성을 직업정체성으로 이양하지 못한,
이들이었다 유연하게 생애시간을 구성해 나가면서 기업가적 자아 의 면모를 발휘. “ ”
했던 이들이 커리어를 하나의 정체성 프로젝트로 꾸려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계발,
하고 발전시켜 가는 자로서 신자유주의의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과 달리,
기존 질서 안주자 들은 신자유주의적 통치권력이 굳이 포섭해야 할 이유가 없는“ ”
존재들에 다름 아니었다 이들은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와 아예 거리를 둠으로써. ,
적극적으로 자기를 관리경영해나가는 기업가적 자아 가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
이들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통치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 ,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장치 로부터 탈주체화된 이들인가 아감벤은 장치 와의“ ” ? “ ”
소통 가능성을 열어둔 채 이와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치 를 통한 권력, “ ”
의 작동에 균열을 만들 수 있음을 지적했다 장 하지(Agamben, 2010[2006], 5 ).
만 기존 질서 안주자 들은 경쟁사회의 시간체계를 전적으로 거부하면서 장치 와, “ ” , “ ”
의 소통 가능성을 닫아둔 이들이었다.
나아가 이들은 커리어를 중심으로 삶을 꾸려가면서 살아가는 기혼여성들을 젠,

더화된 질서에 충실하지 않은 이들로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들을 타자화하,
고 있었다. 기존질서 안주자‘ 들은 이러한 타자화 전략을 통해 스스로를 젠더역할’
에 충실하고 학력자본을 토대로 자녀들에게 품격있는 교육을 해줄 수 있는 품격, “
있는 엘리트 어머니 로서 재정의하고 있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장치” . “ ”
의 영향력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통한 자기의 테크놀로지 라기 보다는 전통적인“ ” ,
젠더화된 질서에 기대어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생애시간의 좌절의 경험을 전통적,
인 사회적 인정체계에 기대어 인지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었다.

2. IT : ‘ ’

업 종사자들은 년대 후반 한국 경제가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었던 변화IT 90 IT
에 맞춰 신속하게 커리어 경로를 설계해서 업종에 정착한 사례들이다 이들은IT .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능동적으로 역사적시간과 생애시간을 동시화한 이들․
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업 종사자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노동의 성격을 중심으. IT
로 내러티브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는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 IT ,
된 노동이 창의 노동 이라는 이름으로 예술가 정신과 일에 대한“ ”(creative labor) ,
열정을 가지고 수행하는 자유로운 노동 노동자 개인의 예술가 정신에서 우러나와,
수행하는 심미적인 자기실현으로 사회적으로 정의되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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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김예란 쪽 참조 서동진( , 2007, 8~9 ; , 2012; Gregg, 2008; McRobbie,
2002a).
본 연구에 참여한 업 종사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대중들의 취향을IT

신속하게 분석하거나 김 그에 맞춰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무 심 를 하고( ), ( )○○ ○○
있었다 이러한 업무의 특성상 이들은 초분 단위로 신속하게 업무 정보를 주고받. , ‧
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직면해 있었
다 시간일지와 컴퓨터 사용내역 자료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일상생활은. , ,
빠른 속도의 업무로 인해 에너지가 고갈되어 업무 외의 활동들은 필수적인 의무
행동으로 최소화하거나 현재중심적인 단순 향유소비 활동에 국한되는 양상으로, ‧
이행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업무 필수 행동 이를 위한 에너지 재충전을. , , ,
위한 휴식과 오락을 중심으로 지금 곧바로 처리해야 하는 과업을 중심으로 살‘ ’, ‘ ’
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이들의 생애 내러티브에도 반영되었는데 이들의. ,
내러티브 정체성은 빠름과 재미라는 두 개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었‘ ’ ‘ ’
다.

인터넷 일 을 하는 이로서의 정체성1) “ ”
본 연구에 참여한 업 종사자들은 자신의 생애시간의 경험을 빠름에 초점을IT ‘ ’

맞추어 설명하면서 자신이 소위 인터넷 일 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애를 꾸려가고, “ ”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특징인 속도. IT
와 신속성을 중심으로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는‘ ’
데 아래의 인용문은 이들이 생애시간의 신속한 방향 전환과 재설정 인터넷 대중, ,
들의 취향변화를 빠르게 포착하는 업무 등을 동원해 업 종사자들이 빠름 속IT “ ”, “
도 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씨는 일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본인의 이미지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 ?)○○
냥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요 네 그냥 저는 인터넷 인터넷 일을 하는 사람 이? ( .) ! [
요 저는 좀 쉽게 타올랐다가 쉽게 꺼지거든요 그래서 좀 포기하는 것도 빠르]. , .…
고 받아들이는 것도 빨라요 그래서 아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를 저는 대학교 학, . ‘ , ’ 2
년 때 알았어요 내가 이 학 과를 잘못 왔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양만 거의 들. ‘ [ ] ’
었어요 음악은 제가 좋아서 선택한 거고 그냥 저는 이런 인터넷 기업의 사이. , ,…
클이 제가 잘 맞는 거 같아요 신속하게 빨리빨리 새로운 거를 반영하는 거 그런. , , ?
쪽 저는 그런 게 되게 저랑 잘 맞구요 회사 내에서도 그런 거 같애요 깊게 연? . .…
구하는 부서가 있고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서가 있고 그런데 저는 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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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저는 그런 게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이 보다 더 잘 맞아요 인터넷 콘. [ ] (
텐츠 제작자 심, ).○○

위의 사례는 자신이 장기적인 시간전망을 가지고 미래의 성과를 향해 정진하는
업무 보다는 짧은 업무 주기를 지닌 일을 선호하며 그때그때 일어나는 변화에, ,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일이 적성에 맞다고 이야기 하면서 스스로를 빠르, ,
게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유연성과 신속성을 갖춘 이로서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인‘ ’ 심 는○○ 자신의 적성이 전공인 음악과 맞지 않다

는 것을 대학교 학년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깨닫고 전공 관련 커리어를 추2 ,
구하는 것을 미련 없이 빨리 포기했다 이후에는 산업이 부상하던 년대 후. , IT 90
반 년 초반의 시대변화를 빠르게 포착했고 이에 발맞춰 업종으로 커리어~2000 , IT
를 모색했다 또한 인터넷 대중들의 취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인터넷 서. ,
비스가 개발되는 업계의 변화 추세에 맞춰 생애 두 번째 직장으로 적절한 시기에
이직했다 이러한 생애과정은 심 가 신속하게 생애시간을 분절하고 그 방향을. ,○○
전환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신경제로 이행해가던 한국 사회의 역사적 시간에 자신
의 생애시간을 동시화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synchronization) .

업 종사자들은 일상적인 시간사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활동들을 빠르게 처리IT
하는 빠름과 속도를 구현하는 능력을 가진 자 생애시간과 관련해서는 결정이‘ ’ ‘ ’ , “
빠른 포기가 빠른 새로운 정보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빠른 이로 스스로”, “ ”, “ ”
를 정의하면서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들이, ‘ ’ .
변화적응 능력으로 강조하는 것은 빠름이었다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인 심‘ ’ . ‘ ’ ○○
는 일상생활에 대한 발언에서도 빠름을 강조하는 자기진술 들을 반‘ ’ (I-statement)
복하면서 구매결정을 비롯한 가정경제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정, ,
보를 인터넷으로 빠르고 검색해서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는 스타일 이라고 스스로“ ”
를 규정했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배우자와는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누가 얼마,
나 더 빨리 먼저 습득하는지를 놓고 경쟁 하고 있었다, .

그럼 외모에 뭔가 머리에 드라이 한다거나 화장한다거나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 , ,
들이는 시간은 그런 건 없어요 애기엄마들의 특징은 무조건 편한 거 편하게) . .…
빨리빨리 일을 끝낼 수 있는 그런 복장 그런 거요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 , 심 ).○○

제가 그거를 모든 걸 다 빨리 빨리 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언제 느끼냐면 저희 남[ ] ,
편 샤워할 때 느껴요 저는 되게 후다닥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샤워를 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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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강조 오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문화센터를 가야되는데 문화센터( ) . , ,
를 한 시 분까지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전 진짜 분 만에 샤워를 하고 나오9 50 . 5 [ ]
는데 남편 혼자 들어가서 뭐 하는지 안 나오는 거야 빨리 강조 좀 나오라고 재촉, , . ( ) (
하는 듯한 손뼉을 치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좀 무조건 빨리빨리인가 보다) , ‘ ’…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 ( , ).
아 제가 옛날에 되게 달인으로 소문난 햄버거 집에 간적이 있었는데 진짜 강조, , ( )
빠른 거에요 그래서 보니까 멀티 태스킹을 를 하더라구요 진짜 뭐 할 때 뭐뭐. , [ ] , ! ,
뭐뭐뭐 동시에 해서 그래 무조건 멀티가 살길이야 라는 그런 느낌이 딱 있어[ ] , ‘ ! !’
서 저는 뭘 할 때 하나를 안 하고 진짜 여러 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 . 하
죠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 심 ).○○

위의 인용문들은 빠른 속도로 한 활동에서 다음 활동으로 이행할 것이 요구되
는 업무환경에 익숙해진 업 종사자들이 일상생활의 여타 영역에서도 속도의 원IT
칙을 토대로 생활을 조직화하고 있으며 속도를 중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체,
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속도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 구성은 빠른 속도로.
자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한 능력을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자,
빠른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업계기업문화를 자발적으로 내면화한 결과였다 스스로.․
를 뭐든지 빠른 사람 으로 인식하는 것은 속도 지향적 기업문화 속에서 자발적으“ ”
로 업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내면적 동력이 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통제할. ,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포기가 빠르 고 새로운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처해나가는“ ” ,
적응능력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미래를 계
획하고 준비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갖춘
자이자 빠른 사회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가적 자아 로서 스스로를 의미지움 하는 것이었다“ ” .

업 종사자들은 미래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미래지향적 목표를IT ,․
추구하며 자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인간성 상실“ ”(corrsion of

의 시대 에 속도와 유연성 자체가 정체성의 일관성을 보character) (Sennet, 1998)
장해주는 특징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일과 가족이 안정적인.
정체성의 토대를 제공해주던 전통적 근대와 달리 가속화 사회의 개인은 장기적“ ” ,
인 인생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일종의 방향상실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Rosa,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정체성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상태를2003). ‘ ’
지극히 현재중심적인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 불안하게 봉합하는 것이었다 현재가.
변화 속에서 정체성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일종의 존재론적 발판이라고 보았을 때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은 현재의 속도의 경험을 정(Jenkins, 2002, p. 2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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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 구성의 토대로 삼으면서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현재의 공간을 만들어내,
고 있었다 즉 이들은 불확실성에 신속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토대로 정체성. , ․
을 구성할 수 있는 수행공간으로서 현재 를 지속적으로 창(Jenkins, 2002, p. 275)
출하고 있었고 이러한 현재중심적 정체성 전략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지적,
으로 봉합하는 한 방법이 되고 있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맞춰 신속한 업무수행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IT

업에 종사하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은 미래의 자아상을 토대로 장기적인 계‘ ’
획을 세우기보다는 현재에 대처해 나가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재중심성, .
을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은 이들이 현재에 대한 향유를 중시한다는 점에 있었다.
인터넷 포털업체에 근무하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심 는 자신의 생애과“ ” ○○

정을 재미 를 찾아 온 길 과 인터넷 일 을 하게 된 여정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 ” “ ” .
괜히 제가 거기서 음악가들 사이에서 범인 평범한 사람 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 [ ] ,
같이 할 수 있는 더 재밌는 거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저도 대학교 졸업할 때 시즌,
쯤 되가지고 종이에다가 막 적었어요 재밌어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쫙 적어서, . , ,
이거 없으면 정말 죽겠는 거 그런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렇게 지워봤더니 남았, ,
던 게 인터넷이랑 음악이 두개가 딱 남더라구요 저는 그냥 제 일상 인생 이 늘. [ ]…
무미건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릴 적엔 너무너무 강조 하고 싶었던 게 많았. ( )
는데 그거를 막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강했어서, , . .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제 인생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 없네요 웃음 아 제 인생( ). ! […

이 재미가 없네요 웃음] ( )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 심 ).○○

심 의 생애 내러티브는 무미건조 했던 어린 시절과 재미 있는 것을 찾아“ ” “ ”○○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대학시절 그 결과 정착하게 된 인터넷 일 과 연관된 시절, “ ”
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본인의 삶에 대해 더 이상 할 이야기를 찾지 못했.
을 때 재미가 없네요 라는 발언으로 생애 내러티브를 끝맺고 있었는데 이는 생, “ ” ,
애 내러티브가 재미 라는 의미틀 속에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 있었
다. 또 다른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인 김 역시 생애 내러티브를 이야기하면“ ” ○○
서 앞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재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들을 쫓아, , ,
사는 자신을 설명하는 자기진술들을 반복했다 예컨대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공. ,
부 미래를 위한 저축 체중감량을 위한 다이어트 등 자아계발을 통해 미래를 예, ,
비하는 삶을 살겠다고 매일 다짐하지만 결국은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눈앞의 재, ,
미있는 일들을 찾아가게 된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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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와 재미를 중시하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
생각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재미있게 노는 게 좋다고 말하며 시간, ,
전망을 미래로 길게 확장하지 못한 채 현재의 향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다음 소절에서 살펴보겠지만 먼 시간전망을 가지고 미래의. ,
자아상을 목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관리적 태도를 심화시키는 능력자들과의 생‘ ’
애 내러티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능력자들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 ’
세우거나 인생에서의 목표를 기준으로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던 반면 재미추구, , ‘
형 변화적응자들은 현재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된 막연한 미래를 상상하’
기는 하지만 미래에 대한 현실적구체적 비전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미, .․
래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김 는 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고 그냥 현실에‘ ,○○
따라 흘러가면서 산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며 자신의 현재 중심성을 부모세대와’
대조해서 설명하였다.
그게 나도 그런데 사실 우리 신랑도 그냥 굉장히 막연히 강조 자기는 돈을, ( ) ‘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할거야 그냥 막연히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구체적인 계획, ’ .
은 전혀 강조 없고 살면서 향후 몇 년 내에 뭘 하겠다 하고 싶다 모 그런 거( ) . ( ,…
있어 나는 정말 그런 계획이 별로 없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 같애?) .
인터넷 쇼핑기업 근무 김( , ).○○
그런데 막상 닥치면 또 하고 이러는 거야 그냥 하는 거지 자신 있고 그렇지가 않. ,
고 약간 우리 친정 집이 엄마나 아빠나 되게 아빠는 말은 그렇게는 안하고 되게. [ ] ,
독립적으로 키우는 거 같이 말은 하지만 되게 되게 케어 하는 분위기 인 것 같애, , .
그니까 뭐 사실 지금 우리 경제적으로도 항상 절약하는 그런 집안 엄마아빠는, ,…

그런 분위기니까 되게 강조 가난한 집에서 자수성가한 스타일이니까 결혼하고, ( ) …
나서 구체적으로 너 얼마나 모았냐 저축 등 미래에 대한 재정적 예비를 뭐 대, ‘ . [ ]
충 어떻게 하고 있냐 가끔 물어보는데 그런데 지금도 이제 아빠는 우리 이름으로?’ ,
준비해놓고 이렇게 항상 좀 자식들을 위해 준비해두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 ] . …
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정말 내가 받은 것만큼 사실 내가 우리 애한테는 못해.
주고 못 해줄 거 같애서 그니까 우리는 항상 애들인 것 같애 어른이 아니고 우, . . .
리 오빠도 남편도 약간 막내고 그러니까 또 철이 없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 , . [
렇지만 걱정이 좀 많이 되지 경제적으로 우리 둘 다 월급쟁이니까 언제까지 할] , . ,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남편은 하여튼 뭔가를 해서 그니까 돈이 많아진 다음[ ] ,…
에 강조 할 거는 얘기를 막 하는데 그 돈이 많아지기까지의 그 뭐는 별로 없어( ) ,
인터넷 쇼핑기업 근무 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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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은 빠른 사회변화로 인해 한 세대 안에서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것
이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 미래에 대한 불안정함과 함께 사는 것이 일상화된 오늘,
날 대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30 . 부모세대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토대로 자수성가해
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부를 쌓고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했지만 노동,
주기가 짧아지고 고용이 불안정해진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의 경우는 부모세대에,
서 가능했던 종신직장을 토대로 한 미래 설계가 가능하지 않다 또한 자녀교육소. , ‧
비여가 등 일상생활의 제 영역이 고도화되면서 부모세대가 이뤄놓은 소시민중산‧ ․
층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지출을 감수해야 했다 그 결과 이. ,
들이 떠안게 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현재와 예비할 수 없는 미래였다 종.
신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부의 세습이 중요한 생존 조건이 된 오늘날 학력은 안, ,
정적인 생존을 보장해주는 자본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채 막상 닥치면 또 하 는 식으로 현재의 당면과제들을 근근이, “ ”
처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김 이러한 현재중심적인 삶에서 미래는 예측할( ).○○
수 없는 저 너머의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재미추구적 변화적응자‘ 들은 짧은 시간전망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존 질서 안’ ‘ ‘

주자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상 두 유형의 현재중심성은 그 맥락이 완전’ ,
히 달랐다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직면하고 있는 고용 불. ‘ ’
안정성의 문제를 현재의 젠더화된 현실 속에 안착함으로써 봉합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현재중심성은 현재의 젠더화된.
현실에 충실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들의 현재중심성에는 현재와 같은 미래가 내,
포되어 있었다 이와 달리 재미추구적 변화적응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과. , ‘ ’
존재론적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기댈 수 있는 안정적인 존재론적 준거틀을 가지
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의 주어진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느라 에너지를 소진.
해서 이를 보충하기에 급급해 현재를 즐길 수 있는 흥미꺼리를 찾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었다 미래에 대한 성찰에 감정적시간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 ․
가 없고 또한 일하는 주체로서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현, ,
재는 이들이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었고 그 결과 현재중심성 자체가 내러,
티브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내러티브 전략들2)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현재중심성 즉 짧은 시간전망은 빠른 속도를 중‘ ’ ,

심으로 한 업무환경 뿐만 아니라 업계의 변화 및 고용시장의 시간과도 관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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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업계는 커리어 주기가 짧고 젊은 일꾼들을 중심으로 노동력이 빠르게 회. IT ,
전되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는 업 종사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 IT
고 있었다 미래의 고용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이. ,
에 따라 생애 시간을 설계해 가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재미추구형 변, ‘
화적응자들은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내러티브 전략들을 사용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지적으로 해소하고 있었다.
재미추구적 변화적응자‘ 인 심 는 자녀가 있는 대 후반 기혼여성으로서’ 30○○
업계에 남아있는 자신을 소수자의 위치에 놓으면서 생애 내러티브를 열고 한IT ,

국 산업의 발전과정에 따라 자신이 살아온 생애과정을 제시했다 한국 산업IT . IT
의 세대가 여전히 현업에 있고 대 중반 이후의 업 종사자들의 커리어 미래1 , 40 IT
에 대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예측 불가능한 불투명한 미래와 커리어 생,
명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었다 다음 인용문은 심 가 생애 내러티브를 시작. ○○
하는 도입부로서 산업의 빠른 인력교체 주기와 한국 산업의 짧은 역사가, IT IT
한 개인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구성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뭐 쫙 저의 성장과정 이런 거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편하신 대로 말씀해주세, ? ( ,
요 그니까 뭐 나이 같은 것도 들으셨어요 년생이거든요 년생이고 그래서.) ? 75 . 75 ,
사실 제 또래에 회사를 다니는 친구가 이제 없어요 결혼해서 결혼하고도 아이, . ,…
를 낳은 친구 중에 회사를 다니는 친구는 저밖에 없는 거 같애요 년에 졸업. 99…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한참 통신 유니텔 하이텔 한참 뜰 때였어요 그래서. PC , , , .
저도 통신 막 하구 그러다가 우연하게 그때 에서 온라인 사업을 처음 했었어, ○○
요 사람 뽑는다고 해가지고 그때 년에 첫 직장을 시작을 했었죠 가. , 99 .… … ○○

또 다른 기업 를 샀어요 그래서 사면서 이제 쪽 현재 일하는 분야 에서( IT ) . xxx ( )□□
일을 하게 됬죠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심( , ).○○
업계다 보니까 되게 짧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른일곱이 됐는데 제 주변에 마IT , . ,
흔 넘어서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여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남자들도 그런 고민, .
하거든요 남자들도 는 마흔이 끝이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한국 가. , ‘IT ’ . IT…
왜냐면 시작한지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업 종사자들 나이가 많아봤자 대거, [IT ] 40
든요 그니까 아직까지는 대 를 겪은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대인. 50 IT . 40
남자들이 아마 가장 지금 힘들 거예요 앞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 . ,
야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 심 ).○○

한국 업의 역사가 반세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 종사자들은 아직IT , IT IT
세대들의 커리어 주기를 어떻게 종료되는지를 경험하지 못했다 앞선 세대들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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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 전개에 대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세대인 심 는 커리어와 관련, IT 1.5 ○○
해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대의 여성들이 업계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여성 노동, 40 ,

자로서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컸다 특히 중산층 여성들은 자녀가 학. ,
교에 입학하는 시기를 전후로 본격적으로 자녀 교육경쟁 지원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직장에서도 중간 결정권자의 위. ,
치에 오르게 된다 이렇듯 생애시간 차원에서 노동자로서 어머니로서의 생애주기. , ,
가 일치하면서 기혼 취업여성들은 일상적 시간 차원에서 가족생활의 시간체계, ,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커리어 계발의 시간체계 등 다양한 시간체계들과 그 하위차,
원의 시간들이 중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심 에 따르면 업계의 여자 선배. , IT○○
들은 자녀의 교육경쟁을 지원하는 역할의 비중이 커지는 시기에 거의 회사를 그만
두며 극소수의 팀장급 여성들만이 가족생활과 관련된 역할들을 전적으로 포기한,
채 일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는 간부급으로 생존한 여성들 대부분이 무자녀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자녀교(Blair-Loy, 2003; Hewlett, 2002)
육 경쟁지원의 시간체계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커리어 계발의 시간체계 노동자로, , ,
서의 생애주기 자녀가 일정 연령이 되는 것과 함께 전개되는 어머니로서의 생애,
주기 등이 충돌하면서 경쟁적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기혼 취업 여성들이 일하는,
주체로서 생애시간을 구성해나가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 되고 있었다.

년차가 좀 되다보면 직장인으로서 새로운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업계다( ?) , IT
보니까 되게 짧아요 사실상 아무리 그래도 남자들은 좀 더 다니고 제가 여, . . [ ]…
자로서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제 회사를 더 다니려면 정치적인 것들 있잖아요, , ?
팀장이 되야 되구 더 올라가야 되구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야지만 남을 수가 있는, ,
데 제가 만약 팀장이 된다고 하면 육아는 정말 포기해야 되는 거에요 지금도 회, , .
사에 여자 팀장들을 보면 육아는 그냥 포기 했어요 어 잠시 쉼 저도 지금 요즘, . , ( )
에 그거를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건데 내가 과연 잠시 쉼 포기할 수 있을까 그, ( ) ? …
시기가 오면 제가 마흔이 되려면 이제 년이 남았어 그런데 년 다녀보고 만약. 3 . , 3 ,
에 그런 결단의 시기가 오면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죠 인터넷 콘, ? (
텐츠 제작자 심, ).○○

심 는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어머니로서 교육, ,○○
경쟁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커리어 여성으로서 승진을 하고 커리어적 성공,
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단순히 일가족 두 영역을 두고 내려지는 공시적․
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업계에 생존해 있는 대 여성이 없으며 남.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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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마저도 는 마흔이 끝이야 라는 말할 정도로 노동자의 생애주기가 매우 짧“IT ”
은 업계에서 자녀교육 경쟁지원의 시간체계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유급노동IT ,
의 시간체계에 따라 일터의 속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
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다.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커리어 위기와 그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서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생애시간에 대한 인지적 전략“ ”
을 구사하고 있었다 첫째는 생애시간이 나아갈 방향을 막연하게 제시하면서 자신.
의 존재를 미래라는 시간지평 위에 위치지우는 존재론적 방향 전략에 따라 생애“ ”
시간의 미래의 가능성을 모호하게 인식하고 있었다(Leccardi, 2005, pp. 130~1).
살이 되면 대학에 입학하고 살이 되면 취직을 하고 취직을 한 이후는 결혼20 , 27 ,

해서 아이를 낳는 식의 정상적인 전기 가 더 이상 유효하지“ ”(normal biography)
않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미래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는 행위의 시간지평을 짧게
잡고 일종의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는 존재론적 방향 전략이었다“ ” “ ” (Leccardi,

심 역시 여성 선배들이 밟아온 커리어 포기 및 축소의 가능성을 염두2005). ○○
에 두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 미리 계획하기 보다는 구체적이지 않은 막연한 방향,
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둘째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구조화되는 생애과정의 전개를 개인의 선,

택으로 환원하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가는 기업가 정신 을 발휘하는 전, “ ”
략이었다 중년 여성의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업계 풍토에서 재미추구. IT , “
형 변화적응자 들의 미래의 커리어는 개인이 전적으로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 는 내가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결. , “ ”, “○○
단의 시기 등 자신의 행위성을 표현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래에” ,
대한 불확실성을 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결정이라는 의미틀 속에서 봉합시키고 있
었다 이러한 내러티브 전략은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정체성이 변화에 대한 유. ‘ ’
연하고 신속한 대처 능력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과도 일견 맞닿아 있다 재미추구. ‘
형 변화적응자들은 고용시장에 진출하면서 자아를 적극적으로 변형시키고 기업’ , “
가적 자아 로서의 면모를 발휘해서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업계에 취업했다” IT .
이와 마찬가지로 여성으로서의 생애주기와 일하는 주체로서의 노동주기가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해서도 또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갱신할 수 있는 기업가적 자아“ ”
로서의 능력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의미화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빠른 속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활 페이스의 가속화를 겪고 있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이 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라는 사‘ ’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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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변화의 가속화에 직면해서 자아의 생애시간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들은 자아의 미래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
이들로서 자아의 현재를 미래로 확장해서 구상하지 못한 채 지극히 상황 중심적, ,
현재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미래의 안정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이를 실천하는 방식 등으로 미래를 통제하고자 하
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능력 자,
체를 중심으로 자아의 존재 의미를 구성하고 있었다.
나아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인력이 교체되는 업계의 변화 속도 앞에,

서 이들이 일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의미화 하는,
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이들의 담론적인지적 전략을 살펴보았다 앞선, .․
살펴본 기존 질서 안주자들이 젠더화된 현재의 현실과 과거 생애과정의 특정 시‘ ’
기를 중심으로 존재론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찾고자 했다면 재미추, ‘
구형 변화적응자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하나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
처할 수 있는 기업가적 자아 로서의 능력을 정체성을 구성하는 구심점으로 삼고“ ”
있었다. 이들은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상하거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채 막연한 가이드라인만을,
가지고 미래를 의미화하고 있었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스스로 생애를. , ,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기업가 정신 자체를 강조하면서 생산효율성을 중심으로“ ” ,
한 인력의 잦은 교체 가족생활을 고도화하도록 부추기는 주체화 담론 등 신자유,
주의 통치성의 장치의 작동에 주체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3. : ‘ ’

이번 소절에서는 전문직 여성들의 내러티브 정체성과 시간전망이 어떠한지 검
토해 보고자 한다 전문직 여성들의 경우. , 앞서 살펴본 단순사무직 종사자들과 IT
업 종사자들과 달리 신자유주의 사회로 본격적으로 이행해 가던 년대 후, 90
반 년대 후반 한국 사회의 역사사회경제적 변화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2000 ․ ․
이들이었다 이들은 전문직으로서의 커리어를 설계하면서 해당 시기를 대학원에. ,
서 보내거나 자격증을 준비하했기에 이후 격변기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곧, , IMF
바로 진입하지 않았다 또한 이후 에도 전문직으로서 학위와 자격증을 가지고 노. ,
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다, .
요컨대 이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 시간과 생애시간의 갈등과 충돌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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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했던 이들이었고 그 결과 이들은 순조로운 커리어 출발기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생애과정 개인의 능력을 토대로 성공과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으로 그
려낼 수 있었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토대로 생애과정의 성취들을 이루어낸 커리“

어추구형 능력자 로서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의 전형적” . “ ”
인 사례였던 대학교수인 이 는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에 경제위기를 맞았IMF○○
고 같은 해에 국내에서 대학원에 진학했다 이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신자유주의적 경쟁논리와 기업가 정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을 때였다 년대 후반 년대 초반에 고용시장에 뛰어들었던 참여자들에. 90 ~2000
게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함께 전개확산된 노동의 유연화 경쟁사회의 논리가 갑,․
작스럽게 다가왔던 것과 달리 대학원에서 수년을 보내고 년대 중반 이후 취, 2000
업시장에 뛰어든 전문직 종사자들은 고용 불안정을 기업가 정신 을 발휘하여 자“ ”
기계발경영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직간접적으로 습득하고 있었․ ․
다 또한 대 중반에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것과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자. , 20 ,
본을 습득하고 대 초중반이 되어서 대처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책임감과 절박30 ․
함 생애과정에서 누적된 경험 면에서 보다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
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역사적시간과 개인의 생애시간의 동시화 전략을 달리 한. ,
데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는 자신이 과거에는 평범 하고 안일 했으며 저공비행 하는 스타일이“ ” , “ ” , “ ”○○

었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이후 고용시장에서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 경,
쟁사회의 원리에 눈 뜨게 되었다고 구술했다 한국에 귀국하고 업계의 치열한 경.
쟁을 체험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 는 실패를 할지라도 현재보다 더 나은 목표○○
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
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 생애내러티브는 박사학위를 받고 직업전. ○○
선에 뛰어들기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러티브,
구성은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 생애시간과 역사적시간의 동시화가 지연된
상태로 있다가 귀국에서 직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생애시간 경험이 갑작스럽게 변,
화했던 경험 전문직 종사자로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게 된 경험 등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 의 삶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통과의례들인 결혼 박사학. ,○○
위 취득 출산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이, , ○○
는 결혼이나 출산이 아닌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라는 공간적 이동, “ ”
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공간적 이동은 현실에 안일하게 안주 하는 철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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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뒤늦게 정상인 이 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쟁사회에서의“ ” ,
생존과 발전을 목표로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전문직 종사자로 살아가게 된 변화를
상징하고 있었다.

한국에 들어와서 살면서 삶의 자세가 쪼금 바뀌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거에[ ] ,
교수로 임용되는 것 대해서 굉장히 항상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 내가 그런[ ] [ ] ,
거에 도전을 안했었는데 나는 그러니까 되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같애 내.… …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뭔가 잠시. . […
쉼 되든 안 되든 해서 깨지고 떨어지고 막 그런 이런 과정에 대해서 다 강조] , , , ( )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부딪혀야 된다는 생각이 든거지 그래야지 뭔가 자리, .
를 잡지 어디든 웃음 그니까 정상인이 된 거지 계약직 대학교수 이, . ( ) ( , ).○○

한편 이 의 생애 내러티브에서 끊임없는 커리어 도전은 계급상승의 관점에, ○○
서 의미화 되고 있었다 이 는 중산층의 삶 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달. “ ”○○
성한 모습을 미래의 자아로 제시하고 현재의 도전은 이러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
한 수단으로 이야기 하고 있었다.43) 그 과정에서 이 는 경쟁사회에서 자력갱생○○
해야 하는 자수성가한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세습,
자본을 토대로 경쟁사회에 발을 들여놓을 필요가 없는 중상층 유한부인 이나 부“ ” ,
모의 경제적문화적 지원을 토대로 경쟁사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강남 출“․
신 동료들과 자신을 대조하고 있었다” .
난 이 사람 남편이 해외발령지 에 가고 잠시 그런 생활을 꿈꿨지 유한부인[ ] [ ] .○○
의 삶 웃음 잠시 꿈꿨지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 아 왜 그러려? ( ) . [ ] . ( , ?)
면 돈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 같애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
드는 거지 돈 잘 버는 남편 전업주부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강조 좋은. , [ ]…
거야 네 지인 는 본가도 그렇고 지인의 부인인 여자 쪽도 그렇고 그게. [ ] , [ ] ,… ○○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양쪽 집안이 굉장히 다 부자지 나랑은 상황이 다르지[ ] . . [ ] .
벌어서 다 해야 되는 것과 벌어서 살기만 해도 되는 것과 다르지 이게 무슨 뭐. . …
자아실현 이게 이 세상에 자아를 다 바칠 만큼 노력해야 될 일은 없어 돈 벌어.…
서 그거 갖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웃음 자식 교육비 대고 나중에 자식이 장가, ( ). ,

43) 본 논문에서 중산층 중상층이라는 용어는 소득수준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정의에 기대고 있,

지 않다 참여자들은 중산층 이라는 용어를 특정한 삶의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원. “ ”

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중산층 이라는 용어는 참여자들이. “ ”

생애 내러티브에서 언급한 맥락 안에서 사용했다 중상층 이라는 용어 역시 참여자들이 생애내. “ ”

러티브에서 언급한 중산층 보다 다소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용어임을 밝혀둔“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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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그거지 내가 무슨 청춘 바쳐 시간 바쳐 내 논문 쓰. , ,
면 모하며 계약직 대학교수 이( , )○○

위의 인용문은 업무성과를 내고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을 개,
인의 야망 도전 성공이 아닌 가족의 계급계층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가족주의, , , ․
적 계급전략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는 배우자의 해외 파견. ○○
을 계기로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남편과 함께 현지에서 여유를 즐기면서 살 것을,
잠시 꿈꿨지만 결국은 한국에 남아 경제활동을 계속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
다 생계유지 목적의 경제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중상층 유한부인 과 달리 부. “ ” ,
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부부의 자력으로 중산층적 삶 김호기 의 생활양식“ ”( , 1999)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는 지속적으로. ○○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중산층의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의미화하고 있었는데 이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가족주의적 계급․
유지상승 차원에서 일하는 주체로서 정체성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었다.
일하는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계급과 관련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가○○

경쟁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유한부인 대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강‘ ’ ‘ ’, ‘
남 대 비강남 담론을 동원한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엇다 이 는 자신을’ ‘ ’ . ○○
소위 비강남 출신으로 규정하면서 출신성분 을 자신의 생애과정의 중요한 특징‘ ’ “ ”
으로 언급했는데 다음 인용문은 일하는 주체로서 경쟁사회에서의 위치와 도전자,
로서의 정체성을 세대 계승 자본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니깐 나름대로 다 자기자리가 있어 그리고 나는 별로 좋지 않은 고등학교 나.
왔잖아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년제 대학을 명 갔어. , 4 5 .44)

음 잠시 쉼 그러니까 내 생애과정에 몇 가지 특징을 집어넣는다면 내가 자라온( ) [ ] ,
동네 자체가 소위 얘기하는 강남 쪽은 아니니까 강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지고, ,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 거 같애. …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 같아 그냥 내가( ?)
스스로 강남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교육이 핫 한 곳이잖아 그런 곳에 있었을, , (hot) .
걸 하는 아쉬움은 모냐면 굉장히 일찍부터 경쟁에 좀 노출이 되었으면 좋았을 걸, .
내가 차이점이라고 보는 점은 그거 같애 다른 점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가, .…

44) 참여자들은 거주지나 자신이 중고등학교를 다닌 지역을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출신성분과 연관 지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에 대. ,

해서 불편해하거나 심 인터넷 포털 기업 근무 비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여기거나 이( , ), (○○

계약직 대학교수 넌지시 알려주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준거점으로 제시, ),○○

하는 등 박 박사 후 연구원 다양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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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경쟁력 있는 사람들의 풀 집단 이 모여 있는 곳에 노출을 시키는 거잖아( : pool) .
그랬을 때의 효과는 거기에 되게 빨리 적응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지, .
내가 굉장히 경쟁에 강조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때 혹시 그것 비강남권에서 자라( ) , ‘ [
경쟁사회에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인가 라고 느낄 때가 있어 나] ?’ ,
는 그래 얘는 자녀는 경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경쟁에서 뭔가 낙오 됐[ ]. [ ] ,…
을 때의 느낌이 그냥 거기에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게 굉, .
장히 처음부터 포지셔닝이 익숙해졌으면 좋았을걸. … 만약 내가 강남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애 그니까 형편을 일찍 아는 거지 이 사회가. .
얼마나 경쟁적이고 해쳐 나가야 되는 세상이 얼마나 경쟁적인지를 일찍 알려주는, ,
거지 계약직 대학교수( , 이 ).○○

강남에서 자란다는 것은 경쟁사회에 노출되고 그 안에서 단련되는 것을 의미‘ ’ ,
했다 그것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 위한 여정을 남들보. ‘ ’
다 일찍 시작한다는 의미였고 경쟁사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
는 하나의 자본을 가진다는 의미였다 이 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세대 간. ○○
세습이 되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서 개인의 능력만으로 생존해야 되는 자
신은 되든 안 되든 해서 깨지고 떨어지 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고 구술하“ , ”
면서 미래지향적인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로서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 ” .
하지만 이러한 미래지향적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정체성은 개인이 아닌 가족, “ ”

의 계급상승이라는 가족주의적 틀 안에서 구성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
이 가 구성하는 능력에는 자식 교육비 대고 나중에 자식이 장가갈 때 부끄‘ ’ “ ,○○
럽지 않게 해주 는 모성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직업적인 성공을” . ,
거둔 능력자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 ’
을 의미했다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들이 자신의 능력 계발과 직업적인 성취를 가. “ ”
족의 계급상승이라는 의미틀로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었
다 첫째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들이 개인의 능력을 토대로 커리어적 성취를 일구. , “ ”
어나가는 여정을 계급의 문제틀 안에서 제시하는 것은 지속적인 자기발전의 욕망
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들이 상정하는 강남 유한부인의. “ ” “ ”, “
삶 을 자신들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추동하기 위한 일종의 일종의 상징이자 경” ,
쟁사회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이상향으로서 동원되고 있었다 소득수.
준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모성정체성과 직업정체성을 통합시키는 일종의 노동
자 어머니들의 정체성 전략 을 구사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채찍(Segura, 1994)
질하기 위한 일종의 정체성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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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동하는 주체로서의 정체성과 모성정체성을 통합하는 것은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커리어 계발의 시간체계를 중심으로 생활시간을 운용하면서 돌봄노동
에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로서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의식적인 정체성
전략이기도 했다 이들은 유급노동과 커리어를 중심으로 생활시간을 운용하면서.
생기는 현재의 돌봄의 부재를 양질의 돌봄과 교육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자,
계급적으로 향상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불가피 한 것으로 의미화했다 가족주의.
담론과 계급계층 담론에 기대어 미래를 구성하는 이러한 내러티브 전략은 전문직․
여성들이 일과 가족의 시간체계들 간의 갈등에 대해 문제를 미래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현재의 경제활동과 그로 인한.
돌봄의 공백 자신의 능력을 믿고 끊임없이 커리어 도전을 하면서 미래를 향해 기,
투하는 행위는 가족의 계급상승이라는 미래의 목표 안에서 정당화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들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 “ ”
서 계급담론을 동원했던 것은 자신의 현 상태보다 더 높은 계급적 지위를 이상향
으로 상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자기계발의 열망을 자기발전하기 위한 기업가적 자, “
아 로서 정체성 전략이자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보다는 성공하는 직업여성으로서” ,
의 정체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신의 자율적 의지를 표현이라는 점에서 직업여성
으로서의 자기의 테크놀로지 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 있었다.

4. : ‘ ’․
팔방미인형 능력자 정체성을 구성한 사례들은 박사 후 연구원인 박 와 대‘ ’ ○○

기업에 근무하는 서 로서 이들의 정체성은 직종보다는 생애시간 경험과 젠더화○○
된 역할에 대한 의식의 관점에서 보다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이들은 대학. ,
에서 공학을 전공했고 역사적 시간과 생애시간을 동시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의
지적인 노력을 기울인 정도가 적은 이들이었다 박사 후 연구원인 박 는 전공. ○○
의 특성상 산업의 부상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주가가 더 높아졌고 서 는IT , ○○

경제위기 이전인 대학 재학 중 인턴사원으로 입사했던 기업에 채용이 결정되IMF
어 대기업 입사라는 좁은 문을 들어갔다 요컨대 이들은 년대 후반의 경제사회. , 90 ․
적 변화 속에서 큰 부침 없이 고용시장으로 이행한 사례들이었다 이러한 성공 의. “ ”
경험은 이들이 커리어와 관련해서 미래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아가 이들이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
정체성을 구성하고 미래지향적인 시간전망을 가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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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스스로의 계급적 지위와 경제적 환경을 여유로, ‘ ’
운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토대로 가족 여가 소비 외모 유지 등 다양, , , ,
한 시간체계들을 따르며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세련된 여성으로서 스스로를,
의미지움 하고 있었다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정체성을. ‘ ’ 구성하는 여성들이 전세대
로부터 세습된 자본 없이 개인의 능력만으로 중산층의 지위를 이루기 위해 유급노
동과 커리어계발의 시간체계들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자아의 발전된 미래를 향해,
정진하는 경제활동자로 의미지우고 있었다면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일상적인, ' '
시간차원에서 다양한 시간체계들에 고르게 시간을 안배하고 있었고 다양한 시간,
체계들과 관련된 보다 복잡하고 다중적인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요컨대 이. ,
들은 커리어와 관련해서는 도전과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자로 그 외의 영역‘ ’ ,
에서는 팔방미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리해서 구성하고 있었다‘ ’ , .
우선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커리어와 관련해서는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과‘ ’ ‘ ’

마찬가지로 개인의 능력을 토대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고 미래의 목표에 도달하,
고자 하는 도전자 능력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다음 인용문은 팔방, . ‘
미인형 능력자들이 커리어와 관련해서는 무엇을 하기 위한 모티브’ “ ”(in-order-to

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기투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motif) (Schutz,
1971).
내가 어디다 무슨 이력서 같은 거 쓸 때도 항상 쓰는 게 제일 특징적인 거는 정말, ,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계속 강조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계속, ( )
있었던 거 같애요 내가 어떻게 보면 고생을 참 많이 했구나 나 싶죠 그런데. [ ].…
그 당시에 내가 힘들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하고 그냥 으레 해야 되는 건줄 강조[ ], ( )
알고 있었던 거 같애요 그니까 내가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딱 정. ,… …
해진 그 시간동안 바짝 힘을 내갖고 하면 되지 저거를 못 하냐 뭐 나도 그렇, , ,…
게 했는데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강조 참고 거기만 딱 그래서 참고 해서 시험, ( ) , [ ]
을 통과한다든지 모 이런 거 를 그걸 못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남들 그렇게[ ] ,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전투력 강 이 떨어진 거는 애기 태어나고 나. ( ) ,
서 애한테 그걸 시간과 에너지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애한테 이제 배분을 해야 되. [ ] .
니까 박사 후 연구원 박( , ).○○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에게 현재는 고통과 인고의 경험이자 더 나은 미래로 가‘ ’ ,
기 위한 과정이며 전투력 을 발휘하여 참고 견디어 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 ”
있었다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중시하는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에게 현재는. ‘ ’
조금만 참고 바짝 힘을 내갖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었다“ ”, “ ” . 이들은 커리어와 관련
해서는 현재가 아닌 목표로 바라보는 미래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었으며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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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의 역경을 거쳐 진정한 능력자 자아에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팔방미인형 능력자는 엄마와 아내 여성 공학자 전문직 커리, ' ' , , ,

어 우먼 연구자라는 여러 역할에서 정체성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있었다 박사 후, .
연구원 박 이 여성이자 아내와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가진 자신을 설명하,○○
기 위한 대립 항으로서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
인 여성 캐릭터를 설정하고 연구능력만 뛰어난 중성화된 여성의 이미지 고리타, ,
분한 공학도의 이미지와 거리를 두면서 스스로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었다 아래의.
인용문은 팔방미인형 능력자 가 명문여대 출신 여성을 세련되고 멋진 여성으로“ ”
의미화하면서 커리어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아이들과 남, , ,
편을 돌보고 여가문화 활동을 즐기는 등 다방면에 부족함이 없는 여성으로서 젠, ․
더화된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약간 타협을 해서 그 쪽 연구 을 조금 포기를 하더라도 내가 남들한테 보일 때 너, [ ] ,
무 그 쪽 연구 에만 매달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면 더 멋있을 거 같은 그런 느낌[ ]
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연구에만 매달릴 자신 강조 이 없는 거 플러스 그. [ ] ( ) ,…
러기 싫은 것도 있어 그러기 싫은 것도 있어 그러기 싫은 마음이 어떤 건지 궁금. . (
해요 음 그러려면 연구에만 매달리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연구와 학.) , [ ] ,
문적 성취가 가장 강조 중요해야 되는데 거기서 느끼는 기쁨만으로 나는 유지( ) , …
되는 스타일은 아닌 거 같애 그니까 나는 내 전체를 자꾸 고르게 나누려는 경향이. ,
있고 고르게 나눈다는 거를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나눠지는지, ( ? ?)
내가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일을 하는 것과 엄마나 아내로서의 역할이나 아니면, ,
여자로서의 모 꾸미고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어느 하나를 포기하, , ,
라 그러면 나는 그건 못 할 거 같애 그건 안 될 거 같애 나는 연구는 연구대로, . .
하지만 내가 옷 사고 꾸미는 거는 꾸미는 대로 해야 강조 되고 애들도 애들대로, ( ) ,
봐야 되고 그걸 팽개쳐놓고는 안 할 거 같애 박사 후 연구원 박, ( , ).○○
보통 밖에서 볼 때 여대 나왔으면 가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공, E ( ).
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상쇄가 되구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게 그렇게 싫은 건,
아냐 사실 마냥 공학도로서의 이미지만 갖고 있는 거 보다는 그게 훨씬 더, . , ,…
약간의 기분 좋게 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나 스스로 뭔가 그냥 공. …
학 연구나 엔지니어링 그 자체만 파는 거 보다는 더 멋지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
어요 그걸 남들이 나를 그렇게 자꾸 본다는 느낌이 들어 회사에 있을 때도 어떻. , . (
게 보나요 어떤 이미지인거에요 엔지니어이지만 너무 강조 막 고리타분하게 막? ?) , ( )
안경 쓰고 그냥 이런 느낌이 아니라 누릴 거 즐길 거 이런 거는 그렇게 하는 집, , , ,
단의 사람으로 봐요 박사 후 연구원 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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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팔방미인형 능력자 정체성을 구현하는 것은 일상적인 시간 차, ‘ ’
원에서 많은 시간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팔방. , ‘
미인형 능력자들은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요하는 커리어의 시간체계를 따르면서’ ,
중산층 가족의 어머니로서 테일러주의화된 중산층 가족의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
고 또 동시에 이른바 중산층 라이프스타일의 향유자로서 공유하고 있는 소비와, ,
여가의 시간체계를 따르고 있었다 이렇듯 다양한 시간체계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시간체계에 따를 시간이 분산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러한 분산된,
삶을 경영해 나가면서 커리어 발전에 뒤쳐지지 않는 것은 생애단계의 일정 시점에
이르면서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의 다중적 정체성과 서로 다른 다양한 시간체계들을 오가' '

며 시간자원을 관리하던 전략은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본격적인 한계에 부
딪히고 있었다.45) 박 의 경우 생애내러티브를 커리어 발전이 큰 장애 없이,○○
줄줄 나가던 둘째 자녀 출산 전 시기와 전투력이 떨어진 출산 이후의 시기로“ ” “ ”
나누어 조직화하면서 둘째 아이 출산을 생애 내터티브의 단절지점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는 분산된 삶을 경영하면서도 유급노동과 가족
생활 소비와 여가생활의 시간체계에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
었지만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이러한 분산된 정체성을 경영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이다 둘째 아이 출산 이후 육아와 어머니 노릇에 대한 절대적 시간량이 많아지. ,
면서 강도 높은 커리어와 여타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본격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
었다 그 결과 박 의 경우 커리어 중심의 생애시간 속도가 늦어지고 있었으. , ,○○
며 이에 대해 초조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46) 팔방미인형 능력자로서 가족생활‘ ’ ,
여가소비 등 여러 영역에서 누릴 것 즐길 것 을 고르게 배분하고자 하는 것은“ , ”․
그만큼 업무에 할애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하루 시간이 물. ,
리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 영역의 활동들에 대한 높은 욕망을 가지

45) 자녀를 둘 이상 두는 것이 커리어 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것이라는 인식은 자녀를 하나

만 두고 있는 참여자들도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른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46) 기혼 여성들은 어머니 역할과 경제활동이 주는 유무형의 이득을 저울질하고 이를 근거로 생애,․
시간을 조절하는 전략을 쓰고 있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시간 조절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첫째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한 실질적인 장벽 유무 둘째 참여자들이, , ,

사회적으로 위세 있는 직업을 가졌는지 여부였다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 의 경. ○○

우 둘째 아이를 낳고 다중적 역할 수행을 해나가는 데 어려움을 느껴서 커리어에 정진해나가는,

속도를 한시적으로 늦추고 있었다 하지만 심각한 경력단절 없이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커리어를 축소하고 어머니 역할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교수,

로 채용이 된 이후에는 고용종사상의 지위와 커리어 단절면에서 지금처럼 역할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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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중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업무 외 활동 시간을 증가시키
면서 업무시간을 압착하게 만들거나 업무 목표와 관련해서 항상 시간이 부족한,
느낌을 가지게 만들고 있었다.47)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의 다중적 정체성은 일상‘ ’
적 시간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체계들 간의 충돌을 낳고 있었고 생애시간 차,
원에서는 커리어 발전을 중심으로 전진해 가는 속도가 늦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었
다.48)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던 생애단계에서는 큰 어려움‘ ’
없이 역사적 시간과 생애시간을 동시화시켰다 하지만 이들이 지닌 젠더화된 의. ,
식이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담론들과 결합되면서 이들이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
기업가 정신 을 발휘하도록 만들고 있었고 이는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 현재 시“ ” , ‘ ’
점에서 역사적 시간과 생애시간을 동시화하는 것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 ’ “ ”(if only self)

이른바 능력자 정체성을 구성하는 팔방미인형 능력자 와 커리어추구형 능력‘ ’ “ ” “
자 는 긴 시간전망 을 가진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time perspective) .
능력자들의 현재 행위가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적과 미래상에 의해 추동된다는‘ ’
것을 의미했다 본 글에서는 능력자들이 미래와 맺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혹실. ‘ ’
드의 가정법 속의 자아 개념을 차용하였다“ (if only self)” (Hochschild, 2005,

가정법 속의 자아 개념은 혹실드의 맞벌이 가구에 대한 연구에서 부부1997). “ ” ,
들이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대응하는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제
시된 개념이다.49) 혹실드는 맞벌이 가구의 성인 남녀들이 일에 쫓겨서 가족과 의
47) 실제 박 의 평일 하루는 연구 활동 돌봄과 가사 아이들을 위한 쇼핑 등의 활동에 골고루, ,○○

시간을 배분되고 있었으며 주말 일과 역시 영화관람 백화점 방문 자녀를 사교육기관에 데리고, , ,

다니기 등 어느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종류의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48) 앞서 살펴본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이 가계를 이끌어가는 경제활동자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

정당화했던 반면 배우자가 고소득자인 박 는 참여자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이득보다 돌봄노, ○○

동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보고 있었다 박 가 커리어 발전을 다소 지연시키고 한시적. ,○○

으로 가사와 육아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배경에는 가족의 인적물적 자원분배의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이것은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일 혹은 가족을 중심으로 생활을 운용하는. ․
것을 결정하는 문제가 단순히 여성 개인의 결정이 아니며 계급과 젠더 가족이라는 권력의 매, ,

트릭스 속에서 이해될 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49) 혹실드 는 캘리포니아의 맞벌이 가족의 생활에 대한 에쓰노그래피 연구에서 물건을 사서(1997)

쓰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둔 사례들을 언급한 바 있다 훗날 혹실드는 이러한 지연 행. (deferral)

동을 일상생활 무리한 요구들을 처리하기에 바쁜 맞벌이 가족 특히 고위전문직들이 주로 쓰는,

시간전략이라고 설명하였다 혹실드의 년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연행동(Hochschild, 2005).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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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미루는 일종의 지연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는 사실
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지연전략은 예컨대 미래의 어느 날 시간 여유가 있는, , ‘
날이 생기면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여가를 즐기겠다, ’
고 상상하면서 현재의 시간부족을 인지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
양상을 설명하면서 혹실드는 가정법 속의 자아 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을 가“ ”
정하고 구성해낸 일종의 가상적인 자아로 설명한 바 있다.
가정법 속의 자아 개념은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욕망 사이에서 참여자들이“ ”

어떻게 자아를 위치지우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긴 시간전망을 지닌.
능력자들은 미래의 자아를 통제하려는 강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들의‘ ’ ,
미래에 대한 통제욕망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미래가 다가올 경우를 가
정하고 완벽히 통제된 미래의 자아를 가정법 속의 자아 를 상상해, “ ”(if only self)
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능력자들은 이러한 방(Hochschild, 2005, 1997). ‘ ’
식으로 가정법 속의 자아 를 그려보면서 현재의 자아를 미래로 확장하고 있었고“ ” ,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향한 현재의 실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
번 소절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생애 내러티브에서 가정법 속의 자“․
아 를 구성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자아의 시간전망이 정체성 구성에 어떠한 역할” ,
을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능력자들은 긴 시간전망을 가진 유형이자 가정법 속의 자아 를 구성한 유일‘ ’ , “ ”

한 이들이었다 이들은 가정법 속의 자아 를 구성하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아. “ ”
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고 있었는데 가정법 속의 자아 는 이들이 현재의 시간, “ ”
을 감내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길잡이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긴 시간.
전망을 지닌 능력자들은 자신이 미래에 목적을 달성한다면 내가 원하는 상태‘ ’ ‘ ’, ‘
의 내가 된다면이라는 가정적 상황을 상정하면서 미래의 자아를 정체성에 통합시’
키고 있었다 이들은 미래의 목적과 기대와 관련해서 구성한 가정법 속의 자아 를. “ ”
목표로 삼아 현재 일상생활을 보다 가열 차게 살아가기 위해 동기를 부여하거나, ,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했다 또한 가정법 속의 자아 는 지난한 현재의 고통들을. , “ ”
감내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이상향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앞 소절에 팔방미인형 능력자가 다중적인 정체성 간의 갈등의 상황에서 생애‘ ’

시간의 속도를 늦추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이들이 일하는 주. ,

이 미래에 시간적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자아를 상정하는 행동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가능성의“

자아 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혹실드의 년 연구에서는 일과 가족 관련 요”(potential self) . 2005

구를 이행하는 데 치여 여가생활이 끊임없이 연기되는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가정법 속의 자, “

아 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설명했다”(if only self) (Hochschild, 2005, p.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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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서 긴 시간전망을 가지고 주체의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기투 할 수 있었던 것
은 가정법 속의 자아 전략을 통해서였다 아래의 인용문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 .
서 일시적으로 삶에서 커리어 비중을 줄인 상태를 참여자들이 어떻게 능력자 정‘ ’
체성으로 통합하는지를 보여준다.
참 나는 답답했어요 나는 선배언니가 간 저 길을 걷지 말아야지 했는데 지금. ‘ [ ] ’ ,
어느새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은 언니가 어쩔 수. ‘…
없이 강조 그 길을 걸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 ’ .
안 된다고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자꾸 지금 다그치고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 ) . ,
에는 저 언니랑 나랑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거 같애 아 남들이 볼 때는. ( , ?)
네 일단 자기가 집에 경제력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경제력이 되니까 그냥 저. . [ ] ,
렇게 포닥하고 계약직 교수 하고 있구나 막 강조 열심히 막 어디 정규, [ ] ! ( ) , [○○
직 교수 되려고 그러지는 않는 구나 그런 눈으로 볼 거 같애 대신 강조 나는] ! . ( )…
그거랑은 다른 거는 결국에 나중에 내가 내가 강조 다르다는 것을 보여 강조 주, , ( ) ( )
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박사 후 연구원 박( , ).○○
지방 대학에 취직해서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되면 하루에 시간 가고 시간 오는[ ] 2 , 2
거예요 힘들겠지 처음에는 그리고 만약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 됬. . ,…
다 그러면 정말 강조 부지런을 떨고 빈틈 강조 하나 없이 효율적으로 내 생활을! , ( ) , ( )
확 짜야지만 그게 가능할거 아니에요 지금은 강조 내가 보기에 내 생활이 타이트. ( )
강조 하지가 않고 허술한 데가 많아요 임용 강조 이 되고 나면 나는 내 생각에( ) . ( ) ,…
도 그렇게 될 거 같애요 남은 강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강. ( ) , (
조 쓰느냐가 문젠데 지금 생각에 내가 만약에 교수가 되고 나면 완전히 강조) . , , ( )…
집안일은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서 싹 강조 맡기고 완전히 효율성 있게 오거나이즈( ) ,

조직 를 다시 해가지고 제대로 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organize: ] , ‘ !’ [ ]
딱 마흔 전에 뭔가 쇼부를 봐야 된다는 시간적으로 이제 강박관념은 약간 느껴요,
박사 후 연구원 박( , ).○○

인용문은 팔방미인형 능력자가 엄마와 아내 여성 공학자 전문직 커리어 우‘ ’ , , ,
먼 연구자라는 여러 역할 간에 정체성을 분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애시간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개인의 능력을 토대로 커리어를 추.
구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일시적인 커리어 축소는 자아의 현재 상태와
자아가 지향하는 바 사이의 간극을 크게 만들고 있었다 커리어를 축소하고 있는.
현재 자아의 상태는 미래의 욕망과 간극이 큰 상태로 경쟁사회에서 뒤처지고 있,
다는 느낌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었다 가정법 속의 자아 는 현재와 미래 사이의. “ ”
간극을 봉합하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욕망하는 미래의 자아를 자신의 정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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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로 구성할 수 있게 해주면서 긴 시간전망을 가진 능력자로서의 정체성을, ‘ ’
구성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
예컨대 박 는 현재와는 달라질 미래의 자아를 가정법 속의 자아 로 제시, “ ”○○

하면서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일관적인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박 는 능력.․ ․ ○○
자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현재 자아의 모습을 일시적으로 어중간한 상태 전투, “
력이 꺾인 상태로 묘사하면서 축소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과거에는 전투력” , . , “ ”
을 가지고 악착같이 힘든 일들을 참고 성취했으며 그것이 자신의 원래 모습이라, “ ”
고 강조했다 현재는 정신력이 흐트러져서 시간을 압착해서 효율적으로 조직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완전히 효율성 있게 시간 사용을 재조직화해서 다중 책, “ ”
임을 완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전투력 을 가진 자아로 거듭날 것이라고 재차“ ”
강조하고 있었다 이렇듯 커리어에 정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를 사소화 하고 현. , ,
재와는 달라질 미래의 자아를 제시하는 내러티브 전략은 긴 시간전망을 지닌 미,
래지향적인 능력자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
한편 일부 능력자들은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중상층 전업주부를 가정법 속, ‘ ’ “

의 자아 로 제시하면서 계급상승을 위해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자조와 일종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었다 배우자가 홀로 해외근무를 하고 있.
는 이 는 자신의 커리어를 일시적으로 잠시 접고 가족들이 함께 해외로 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정법 속의 자아 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 는 배우“ ” . ○○
자와 함께 발령지로 갈 수 없는 것에 대해 자신의 커리어와 관련된 이유가 아닌,
경제적인 이유를 들었다 나아가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굳이 경. , ,
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중상층의 지위를 이루는 그날이 오면 그때는 남편을‘ ’,
따라 해외 발령지에 가서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었다 현재보다 더 나은.
계급상태를 가정법 속의 자아 로 상정하는 것은 자신의 커리어 때문에 가족과 함“ ”
께 살지 않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일종의 인지적인 합리화였다 변리사인 정. ○○
역시 상류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자신의 현실과 대조시켜 제시하면서 스스로를 생,
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위치지우고 있었다 정 에게 있어 대조집. ○○
단인 상류층 전업주부들은 경제적인 여유를 즐기며 자녀의 교육경쟁 지원과 양질,
의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이들이었는데 이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일에 지친 자신,
의 고된 생활과 대조하면서 가정법 속의 자아 를 구성하고 있었다 정 는 경제“ ” . ○○
적 여유만 있다면 힘들게 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 하면서 경제적 상황,
에 구애받지 않는 여가소비생활이 가능하고 자녀교육 경쟁 지원에 충실 할 수 있․
는 중상층 전업주부를 부러움의 대상이자 가정법 속의 자아 로 제시하고“ ”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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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하고 남편의 해외발령지에 따라 가는 것에 대해 그럴 수 없다는 걸[ ] 깨달았
지. 아 왜 그러려면 돈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 같애 돈을 좀 벌어야 되지( , ?) . …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계약직 대학교수 이( , ).○○

만일에 내가 결혼 했을 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됬었다면 일할 생각 안했을 거 같, ,
애 왜냐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조 부러우니까 그런데 집에 있을 때두. ( ) . ,…
솔직히 강조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집에 있어야 즐거운 거지( ) , . …
그런데 보통 다들 보면 주변에서 보는 전업주부들이 여유 있는 분들이셨고 맨날, [ ] ,
보니까 진짜 좋은 옷 사러 다니고 한 만원 정도 되는 모피 조끼였는데, , 300 ,… …
나 이거 또 하나 샀잖아 이러면서 내가 모르는 저 어퍼 하우스‘ , (upper house)…
상류층 가정 의 일이 이런 거 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 그렇게 살면 되게 재[ ] ’ .…
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돈쓰면서 애 데리고 한두 달씩 그냥 캐나, . …
다 갔다 오구 어 막 부럽던데요 막상 그런 상황이 됬을 때 내가 엄마 외에, . ( , ○○
타이틀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두 강조 좋을 거 같은 거야 너무 편하구 매일) ( ) . .
아침에 힘들게 출근 안 해두 되고 애한테 할 거 하구 변리사 정, ( , ).○○

위의 능력자 사례들은 각각 서로 다른 미래 속의 자아를 그리고 있었지만 이‘ ’ ,
를 준거점으로 해서 현재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박사 후 연구원인 박 의 가정법 속의 자아 는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 ”○○
간을 최소화하고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생산노동의 효율성을 구현하는 커리
어 우먼이었다 이런 가정법 속의 자아 는 아이를 낳은 이후 일시적으로 업무의. “ ”
시간효율성이 감소하는 현재의 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
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방향으로 일상생활을 이끌어 가도록 하고 있었다 한편. ,
대학교수인 이 와 변리사인 정 가 생산노동을 쉬지 않음으로써 도달하고자○○ ○○
하는 가정법 속의 자아 는 양질의 자유와 여가를 즐기면서 가족생활에 집중할 수“ ” ,
있는 중상층 유한부인이었다 이들은 커리어를 중심으로 생활을 꾸려가면서 그‘ ’ .
외의 생활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가정경제 부양자의 정체성으로 정당화하고 있
었는데 중상층 유한부인으로서의 가정법 속의 자아 는 일종의 이상향을 제시함, ‘ ’ “ ”
으로써 커리어를 지속적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
한 일종의 인지적 전략이었다.
가정법 속의 자아 를 구성하는 전략은 현재에서 미래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 ”

해 나가는 한 방법으로 사용되면서 참여자들이 긴 시간전망을 가지고 정체성을,
구성해나갈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 가정법 속의 자아 를 구성하는 참여자들은 모. “ ”
두 능력자 정체성을 구성하는 이들이었는데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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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고학력 여성들이 미래의 자아상을 목표로 현재의 상태보다 발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삶을 꾸려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 , “
자 들의 열망은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자기를 통치하고 이를 통해 신자유주” ,
의적 통치권력이 작동하는 기업가적 자아 의 열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 ”
다 능력자 들이 가정법 속의 자아 를 구성하는 것은 가계부양자로서의 책임을. “ ” “ ”
지지 않아도 되는 중산층 이상의 가족 경제환경 속에서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구실을 마련해 주는 일종의 인지적담론적 전략이었다 중상층 유한부인을.․
일종의 이상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스스로 커리어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일종의 자
기최면이었으며 계약직 교수 이 변리사 정 시간관리에 철저한 커리어( , ; , ), ‘○○ ○○
우먼 박사 후 연구원 박 으로 구성된 가정법 속의 자아 역시 업무효율성을’( , ) “ ”○○
최대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해나가는 기업가적, “
자아 로서의 면모이기 보다는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직업 활동” ,
을 접고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기 위한 의지적인 커리어 전략이었다, .
일견 능력자 들은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자기“ ”

계발 역량 등을 강조하는 기업가 담론들과 친화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 “ ” .
만 능력자 들의 삶은 직업인으로서 커리어를 가진 여성으로서 직업정체성을 유, “ ” ,
지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테크놀로지“ ”
를 발휘하는 측면과 신자유주의적 기업가 정신 을 가진 자신의 삶의 경영자로서“ ”
의 측면을 모두 보이고 있었다 이번 소절에서는 가정법 속의 자아 전략이 능력. “ ” “
자 들에게 직업인으로서 혹은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커리어를 포기” , ,
하지 않고 가꾸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자기의 테크놀로지 에 가깝다는“ ”
해석을 제시하였다.

3 .

이번 장에서는 역사적 시간과 해당 사회의 보편적 시간체계가 개인 생애시간
경험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시간경험과 정체성이(Schutz, 1971),
상호배태되어 있다는 시각 에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자신(Jenkins, 2002) ․
의 생애과정이 어떠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
며 그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위치지움 했는지 나아가 이러한 위치지움이 어떤, ,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어졌는지 자아가 현재 및 미래와 관계 맺는 양상을,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가 이번.



- 145 -

장에서 답하고자 했던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은. , ․
어떤 역사적 시간과 지배적 사회적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둘째 이들은? ,
이러한 역사적 시간 지배적 사회적 시간체계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응타협하면서, ․
생애시간을 꾸려가고 있으며 그 양상은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 ․
어떻게 통합된 정체성으로 구성되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자아의 시간전망은 어? ,
떻게 축소되고 확장되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존재론적 자아 에 대한 논의를 엮은 절에서(idem) 1

제시하였다 생애 내러티브를 분석한 결과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은 한국사회. , ․
가 경제적사회적으로 급격히 변화해온 년대 후반 년대 초반을 생애과정의90 ~2000․
주요 배경이자 변화의 시기로 제시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해당 시기를 사회가.
양극화되고 노동이 유연화 되면서 경쟁사회에서의 생존이 더욱 치열해진 시기로, ,
의미화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이들이 한국 사회의 역사적 시간 경쟁사회의 시, ,
간체계와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면서 생애시간을 꾸려갔는지 여부는 이후 노동시장
에서 이들의 지위 및 직종 젠더화된 의식 등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생애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생애시간 경험은 다음 네 가지 요,

소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당시대가 요구하는 실용적 지식의 보유: ①
여부 경쟁사회의 시간체계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기업가적 자아 로서 생애시간, “ ”②
을 유연하게 경영해 나갔는지 여부 전문직으로 커리어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③
역사적 격변기에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는지 산업이 급속, IT④
히 발전하던 시기에 컴퓨터 활용능력을 자본화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다 사회적.
위험을 관리경영하기 위한 도구적 지식 과 기업가 정신 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 “ ”․
것은 한국사회가 경제위기 이후 개인들에게 사회적 위험요소들을 전가하고 개인을
통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 사회로 이행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
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변화 과정에서 일부는 경쟁사회의 후면으로 물러나 단순사. ․
무직종으로 안주했고 일부 참여자들은 통신이라는 놀이의 경험을 고용시장에, PC
서의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기업가 정신 을 발휘하여 업종으로 진로를 설정했“ ” IT
다 또 다른 참여자들은 전문직으로서의 커리어를 설계하고 진로준비를 하고 차후.
에 고용시장에 진입했다 또 다른 참여자들은 업 발전으로 수요가 높아진 분야. IT
를 전공했거나 실용학문을 전공한 이유로 역사적 시간에 생애시간을 보다 수월하,
게 동시화 시키면서 경쟁사회의 시간체계를 따를 수 있었다 이렇듯 한국사회가. ,
신자유주의 사회에 접어들던 시기의 생애시간 경험이 서로 다른 것은 전문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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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증을 지니지 않은 이들에게 있어 자신의 생애시간을 적극적으로 변형시키면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을 내면화하고 구현하는 이들일수록 경쟁사회에 유리한 위치
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절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절에서 제시했던 신자유주의적 경쟁2 1․
사회 속에서 겪었던 생애시간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자아의 시간전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체성을 형성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제시했다 그림, (< 1> 참
조).
첫째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사회경제가 재구조화되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시, ‘ ’ ․

간과 생애시간의 관계를 유연하게 맺지 못했고 그 결과 역사적 시간의 빠른 변, ,
화 속도에 맞춰 자신의 생애시간을 전개시켜 나가지 못했다 그 결과 이들은 잦은.
이직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커리어와 관련된 좌절의 경험이 생애과정에서 누적,
되면서 신자유주의 경쟁사회의 시간체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기혼 여성으로서 직,
면하고 있는 젠더화된 현실 및 고학력 여성으로서 과거의 경험을 중심으로 과거와
전통으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비했다 이들은 경쟁사회의 시.
간체계를 따르는 것을 가족생활의 순수함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의미화
하고 있었고 현재의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로 역행하면서 일종의 과거에 대,
한 일종의 노스탤지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기존 질서 안주자들이 역. ‘ ’
사적사회적 시간의 변화와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속도 대비 이들의,․
생애시간이 지체정체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또한 역으로 전통적인 젠더. ,․
화된 질서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은 자아의 현재중심적인 시간전망과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와 가속화된 사회의 속도로부터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둘째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은 산업이 급부상하던 시대변화를 빠르게 포, ‘ ’ IT

착해서 통신이라는 놀이 의 경험을 업무능력으로 전환한 업 종사자들로PC (play) IT
서 기업가 정신 을 발휘한 전형적인 사례들이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역사적 시, “ ” .
간에 자신의 생애시간을 동시화했고 그 결과 경쟁사회의 생존자로서 자신의 위치,
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높은 노동 강도와 조기 소진 창의노동에 대한 요구. , ,
등으로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인력을 교체하는 업계에서 특히 가족생활IT
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들은 대 이후 고용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40
는 인식을 가지고 없었고 그 결과 시간전망을 미래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업무를 재미 있어서 하는 일로서 인식하고 인“ ” , “
터넷 일 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열정과 인터넷 대중들의 취향을 빠르게 읽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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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연구직사무직․ 단순사무직

젠더화된

역할의식

팔방미인형
능력자

기존질서
안주자

탈젠더화된

역할의식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동시화 비동시화

그림 참여자들의 내러티브 정체성 유형1.

중시하는 업무의 특징인 속도 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업 종사“ ” . IT
자들의 이러한 정체성 구성 양상은 이들이 이른바 창의노동 미디어 노동 등을, “ ”, “ ”
중심으로 형성된 재미를 통한 자기실현이라는 기업가적 자아 의 심미적인 노동윤“ ”
리를 내면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서동진( , 2012; McRobbie, 2002b). 5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이 가진 인터넷 일 하는 사람으로, ‘ ’ “ ”
서의 기업가적인 노동윤리는 이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
해 소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노동 수행을 위해 여타 시간체계들을 자발적,
으로 희생하는 양상으로 구현되고 있었다. 또한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에게, ‘ ’
있어 통신 경험은 노동자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애시간을 변형분절, PC ․
해 가기 위한 경쟁자원으로 전환되었고 정보테크놀로지 사용능력은 이들이 노동,
자로서의 열정을 실현하면서 노동하는 인 기업가로서 삶을 운영해 나가는데 중1
요한 요소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에게 있어 정보. ‘ ’
테크놀로지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을 구현하는 일종의 매개체가 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셋째 전문직에 종사하는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은 자격증 이나 이에 버금가, ‘ ’ “ ”

는 학위를 가지고 생애시간을 설계함으로써 조직의 정치적 동학이나 사회경제적․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들이었다 그 결과 이들은 많은 부. ,
분 자율적인 통제와 규율에 따라 커리어 발전의 시간체계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일종의 도달할 수 없는 일종의 대조집단이
자 도달하기 위한 이상향으로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끊임없이 커리어 발전에 힘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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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에 따르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
우고 있었다 이러한 수사 전략은 이들이 이른바 중산층 을 자신에 대한 통치를. , “ ”
구현하기 위한 일종의 목표 이상향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계, . ,
급을 내세운 이들의 수사전략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보다는 성공하는 직업인으로
서의 정체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신의 자율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탈젠더
화된 역할의식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자기의 테크“
놀로지 로서의 성격 역시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다른 참여자들이 커리어 좌절과 생애시간‘ ’

의 속도조율과 방향전환을 경험했던 시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고용시장에 진
입했다 이러한 과거의 성공 의 경험은 이들이 개인의 능력을 토대로 일하는 주체. “ ”
로서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들이 자,
신의 능력을 자본으로 삼아 자신의 커리어 목표에 맞춰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기대와 열망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젠더화된 역. ,
할 의식을 토대로 가족 여가 소비 외모유지 등 커리어 외의 다양한 시간체계들, , ,
로 정체성을 고르게 분산하고 이를 통해 중산층의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세련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팔방미인 으로서의 정체성은 지. “ ”
난 십수 년 간 새롭게 등장하거나 심화된 관리경영주의 담론들이 양질의 여가와․
소비를 중시하고 자녀와 가족을 위한 경쟁지원 역할을 하는 중산층 어머니 외모, ,
와 신체 가꾸기에 부지런한 여성 스타일을 아는 부르조아 여성, (Ringrose &

상을 강조해 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Walkerdine, 2008) . ‘ ’
계급화된 젠더의식과 계급화된 어머니 역할을 강조해 온 신자유주의 주체화 담론
을 내면화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구성함으로써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대상이자,
이를 구현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생애시간 경험과 정체성을 유형별로 살․

펴본 결과 역사적 시간과 생애시간을 동시화한 세 가지 유형들에게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수용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노,
동의 특성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과 종사상의 지위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와(‘ ’) (‘ ’)
계급화된 젠더의식 팔방미인형 능력자 이 통치성을 내면화하는 정도에 차이를 만(‘ ’)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로운 발견은 금전적 보상이 없이도 예술가 정신으.
로 일할 것을 강조했던 창의노동 담론들 우석훈 의 주체화 대상인 재미추( , 2011) “
구형 변화적응자 를 제외한 나머지 두 유형의 능력자 들을 중심으로 중산층이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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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표가 이들이 통치성을 구현하고 기업가적 자아 로서 삶을 꾸려가는 데 중요, “ ”
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체성을 구성하면서 중산층이라는 기표를 적극적으로 동원한 유형은 커리어‘ ’ ‘

추구형 능력자와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중산층을 서로 다른 의’ ‘ ’ , ‘ ’
미로 인식하고 있었다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은 강남 유한부인의 삶 을 일종. ‘ ’ “ ”, “ ”
의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으로 언급하며 자신이 적어도 중산층 정도의 삶의 수, “ ”
준은 유지할 수 있으려면 더욱 열심히 커리어 계발에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해가고 노동자로서의 미래. ,
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한 기업가 정신 을 가진 노동자로서의 노력들이 자신“ ”
의 현 상태보다 다소 높은 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추동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중산층이라는 기표는 자신의, ‘ ’
경제활동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
커리어 중심적인 삶을 정당화해주기도 했다 이는 중산층의 기표가 가족생활의. ‘ ’
시간체계보다 커리어 발전의 시간체계를 우선시하는 자신의 자율적의지적 선택과․
커리어 중심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자기의 테크놀로지 를 설명하는 데 동원되기도“ ”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에게 중산층 은 커리어에 경도되어 다른 삶의 영, ‘ ’ “ ”
역들을 등한시하는 멋없는 여성이 아니라 소비여가가족생활에서 높은 삶의 질을, ․ ․
추구하며 스타일을 향유할 줄 아는 다방면에 능력을 가진 여성이 된다는 것을, 의
미했다. 이들에게 중산층이 된다는 것은 심미적인 여가활동을 향유하고(Gregson

외모를 개조하고 가꿀 줄 아는 스타일을 아는 여& Lowe, 1995; Lupton, 1996),
성 으로서 다양한 소비담론들이 부추기는 소수 부(Ringrose & Walkerdine, 2008) ,
유층의 라이프스타일 을 추구하는 안목이 있는 여성이 된다는 것을(Shor, 1998)
의미했다 나아가 경쟁사회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들의. ,
삶을 관리하는 능력있는 관리자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요컨대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에게 중산층 이라는 기표는 각종 미디어 담론들이, ‘ ’ “ ”
제시하는 소수 부유층 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 이에 보다 다가가고자 하는
열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논의들은 중산층 이라는 기표가 현재보다 더 높은 삶의 질 현재보다“ ” ,

진전된 커리어 발전 현재의 계급적 현실보다 한 단계 높은 중상층 혹은 부유층의,
라이프스타일 등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열망의 기표로 작동하고 있다
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렇다면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생활 속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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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열망들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이는 일상적 시간 차원에서 어떠한?
시간체계들에 경험을 하게 만들며 어떠한 시간체계들이 서로 충돌하며 갈등을 빚,
고 있는가 이들은 일상생활을 관통하는 다양한 시간체계들 사이에서 어떻게 타협?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감정을 경험하는가 장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 ? 5 ․
직 여성들의 시간경험을 일상적 시간 차원에서 조망해보기로 하(everyday time)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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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일상적 시간 경험5 . (everyday time)

장의 목적은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적 시간 경험5 (everyday time)․
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앞서 장에서는 년대 후반 이후에 한국 사회의 역사4 90
적 시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 내부에서 생애시, ․
간을 꾸려고 정체성을 구성하는 양상이 서로 다른 길로 갈라졌다는 것을 살펴보았
다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은 시장이 요구하는 도구적 지식과 자아를 유연하게. ․
변화시킬 수 있는 기업가적 자아 로서의 능력의 발휘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양“ ”
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역사적 시간과 그와 더불어 지배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에 자신의 생애시간을 동시화 시키고 있었(synchronization)
다 년대 후반 한국사회의 격변기에 두 차원의 시간을 동시화한 양상에 따라. 90 ,
이들은 이후 경쟁사회에서 상이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고 미래를 개척통제하고, ․
자 하는 열망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과거에 역사적 시간과 생애시간을 동시화했던 양상은 현재,

이들의 일상적 시간 차원에서는 어떠한 시간경험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가 일상생?
활을 구성하는 일 가족 여가소비를 비롯한 다양한 삶의 영역들과 관련해서 이들, , ․
이 따르는 시간체계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서로 다른 시간체계들 사이에서 이,
들은 어떻게 타협조율해 가고 있는가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영역의 활동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은 어떤 시간전략을 구사하는가 그?․
과정에서 이들이 겪는 바쁨의 감정은 어떠한 양상을 띠는가?
우선 절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시간사용 행위를 지배하는 원리, 1 ․

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의 시작으로서 이들의 생활시간 패턴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생활시간을 유급노동 무급노동 개인유지 여가로. , , ,
나누어 여성들의 생활시간 패턴을 파악하고 어떠한 지점에서 시간체계 간 갈등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절에서는 절에서 살펴본 시간체계. 2 1
간 갈등의 지점들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이 다양한 시간체계들,
이 어떻게 조율타협되어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절에서는 상대적으로. 3․
시간체계 간 갈등이 두드러지지 않은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들의 생애시간 경험과 정체성 전략 속에서 찾아보도록 할 것이다 절에서는 고. 4
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에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에 대한 인식․
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쟁사회의 시간체계를 따르기 위한 시간사용,
행위와 실천들을 주체와 권력의 관계구도에 놓고 보았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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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절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 속에. , 5 ․
서 젠더화된 시간체계가 신체의 리듬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어떻게 충돌하고 있,
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이들이 구사하는 시간전략은 무엇인지 논,
의하도록 할 것이다.

1 . ․
절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어떠한 시간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으1 ․

며 어떠한 지점에서 시간체계 간 갈등의 여지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참여,
자들의 생활시간 패턴을 분석해 보았다 장에서 제시한 활동분류 체계에 따라 시. 3
간일지 자료와 컴퓨터 사용 로그자료를 코딩해서 활동별 생활시간량을 산출한 결
과 참여자들의 생활시간 패턴은 크게 몇 가지 특징들을 보이고 있었다 표, . < 7>
은 참여자들의 평일 생활시간을 활동 분류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한 데 모아 정리한 것이다.
참여자들의 생활시간 패턴의 특징 중 하나는 첫째, 업 종사자들의 유급노동IT

시간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표 에 따르면 업 종사자인. < 7> , IT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가 각각 시간 분 심 시간 분 김 을 유급“ ” 8 21 ( ), 8 13 ( )○○ ○○
노동에 할애하고 있었다 기혼 취업여성들의 평일 평균 유급노동 시간이 시간. 6 26
분 주 일 근무를 하는 취업자들 중 남자가 시간 분 여자가 시간 분을, 5 7 19 , 6 30
유급노동에 할애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통계청 이들은 상당히 장시간( , 2009),
의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
우선 업계의 출퇴근 시간 관행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IT . IT

야근문화가 당연시되고 있고 시간 외 근무와 잔업이 보이지 않는 업무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참여자들 역시 야근과 장시간, 2010).
근무를 당연시 하는 업계 문화의 영향을 받아 출근 시간이 당겨지거나 퇴근시간,
이 늦어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심 는 다른 직원들보다 항상 시간 먼저. 2○○
출근하고 있었고 김 는 정규퇴근시간을 시간 넘겨 퇴근하고 있었는데 이, 1~2 ,○○
는 이들의 노동시간을 길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유급노동 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는 본 연구가 컴IT
퓨터 사용 내역을 통해 유급노동 시간을 산출함으로써 기존의 시간일지 연구가,
포착하지 못했던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한 파편화된 노동시간을 고려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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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동 동시행동을 모두 합산* ,
볼드체는 해당 영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참여자들*
유급노동 중 괄호 안은 회식이 포함된 시간*
는 세 미만 자녀를 둔 참여자* 3†

직종
관련IT

업종 여부

일터에서의

시간자율권

정도

참여자 직업 정체성 유형
유급

노동

무급

노동

개인

유지

교제 및

여가
기타

연 구 직

및

사 무 직

비 관 련IT

고 시 간 자 율 권 박 ○○ 박 사 후 연 구 원
팔 방 미 인 형

능 력 자

3:58:55 9:29:01† 8:50:00 3:48:18 0:33:46

보 통

시 간 자 율 권
서 ○○ 대 기 업 근 무 6:34:30 4:21:53 10:55:24 6:31:31 0:03:56

관 련IT 저 시 간 자 율 권

심 ○○ 인 터 넷 콘 텐 츠 제 작 자
재 미 추 구 형

변 화 적 응 자

8:21:46 5:11:10† 9:44:27 0:43:23 0:02:41

김 ○○ 인 터 넷 쇼 핑 기 업 근 무 8:13:11 1:49:46 10:58:09 3:21:48 0:03:35

전 문 직

비 관 련IT

고 시 간 자 율 권 이 ○○ 계 약 직 대 학 교 수
커 리 어 추 구 형

능 력 자

5:37:10

(9:07:10)
2:41:07 7:44:49 4:43:12 0:44:51

6:15:15

(9:25:15)
0:21:28 7:57:50 3:00:37 0:24:06저 시 간 자 율 권 정 ○○ 변 리 사

단 순

사 무 직
고 시 간 자 율 권

조 ○○ 사 서
기 존 질 서

안 주 자

4:31:52 4:38:26 10:31:57 4:17:30 0:46:38

강 ○○ 대 학 조 교 6:54:46 5:45:40† 7:37:50 3:24:24 0:02:35

표 평일 생활시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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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에서 기인한다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업무수행이. 6 ,
일상화되면서 업무 수행이 파편화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총 업무시간량,
을 늘리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정보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서비스노동을 주로 수행.
하는 대학조교 강 의 업무시간○○ 이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길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 해준다 시간 분(6 54 ).
야근이 당연시 되는 조직문화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으로 인해 업무시간이 파

편화되는 노동환경 속에서 업 종사자들은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대로 가용할 수IT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은 하루 시간 이상을 회사. 10
에서 머무르고 있었으며 빠른 속도의 이메일 소통과 자료교환을 위해 사내에서의,
시간 역시 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고 있었다 업에 종사하는 재미추구형 변화. IT ‘
적응자들의 경우 회사에서 머문 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었고 회사에서 머문 시’ , ,
간 중 유급노동에 할애한 시간을 토대로 산출한 업무효율 역시 로79~80%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심 의 경우 일터에서 머문 시간이 시간 분 그 중 순수( , 10 23 ,○○
유급노동시간은 시간 분 김 의 경우 일터에서 머문 시간이 시간 분8 21 ; 10 15 ,○○
그 중 순수 유급노동 시간은 시간 분8 13 ).
이렇듯 강도 높은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은 고도, ‘ ’

화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의 영항을 받는 이들이었으며 유급노동에 할애하는 시,
간의 비중이 커짐으로 인해서 다른 시간체계들이 축소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휴식시간과 필수행동 등 육체의 리듬이 희생되기도 했고 심 가족생활의 시( ),○○
간체계가 축소되기도 했다 김 예컨대 일터에서 필수행동을 제외한 순수 개( ). ,○○
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시간이 하루 분에 지나지 않거나 심 가족생활에 할43 ( ),○○
애한 시간이 시간 분에 그치고1 49 있는 상황 김 은 유급노동의 시간체계가( )○○
강화되면서 여타 시간체계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가,
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여가 활동에 대한 다양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도, ․
이를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업 종사자. IT
들은 다양한 시간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었는데 여가의 열망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전략들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로 인한 시간경험에 대해서,
는 정보테크놀로지 사용과 시간경험을 다룬 장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6 .
한편 참여자들의 무급노동 시간량이 양극화되고 있었는데 이는 시간체계의, ,

관점에서는 둘로 나누어 설명이 가능하다 표 에 따르면 본 연구 참여자들은. < 7> ,
평일 최대 시간 분 박 최소 분 정 을 무급노동에 할애하면서 무9 29 ( ), 21 ( ) ,○○ ○○
급노동 시간이 많은 이들과 적은 이들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무급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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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극화 현상은 주말에 더 커져서 주말에는 최대 시간 분 박 최소, 25 25 ( ) 6○○
시간 분 김 으로 그 편차가 시간 이상 나고 있었다 동시행동 포함 집40 ( ) 18 (○○
계 일하는 기혼여성들의 평일 무급노동 시간 평균이 시간 분 미취학 자녀를). 3 35 ,
둔 일하는 기혼여성의 경우는 시간 분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통계청4 7 ( ,

본 연구참여자들의 무급노동 시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맥락을 살펴볼2009),
필요가 있다.50) 따라서 무급노동의 세부 내용을 살펴 본 결과 무급노동 시간의, ,
양극화 현상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영아보육과 가족에 대한 관리노동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었다.
둘째 세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무급노동 시간이 길, 3 ,

게 나타나고 있는데(Bianchi et al., 2000, p. 216; Ronbinson & Godbey, 1997,
p. 이는 여성들의 돌봄노동을 관장하는 시간체계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었333),
다.51) 표 에 따르면 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시간< 7> , 3 5 11
분 시간 분이라는 긴 시간을 무급노동에 할애하고 있었다 강 심 박~9 29 ( , ,○○ ○○

).○○ 52) 이는 일하는 기혼여성들이 하루 평균 가족생활에 할애하는 시간이 시3
간 분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주부가 시간 분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통계35 , 4 7 (
청 월등히 긴 시간이었으며 영아보육을 하지 않는 다른 참여자들과도 큰, 2009), ,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세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개인유지 시간이 일하는 기혼여3
성 평균 시간 분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영아들의 짧고 잦은(10 15 )

50)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에서 가족과 관련된 행위는 크게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라

는 개의 세부유목으로 구성된다 통계청 조사의 가정관리는 본 연구에서는 가사에 해당된다2 . .

통계청 조사와 본 연구의 가족 관련 행위의 세부유목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가정관리 혹은‘ ’

가족관리에 대한 상이한 개념정의에 있다 통계청 조사의 가정관리가 가사노동을 지칭한다면‘ ’ . ,

본 연구에서 가족관리는 가사와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 타인에게 가사와 돌봄을 위,

탁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노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관리의 세부 유목은 돌봄가사를. ‘ ’ ‘ ‧
위한 정보활동 돌봄 향상을 위한 친교 돌봄가사 위탁행위 자녀 학습보조 가족 시간관’, ‘ ’, ‘ ’, ‘ ’, ‘‧
리 가족관리 목적의 기다림의 가지이다 세부유목의 정의는 부록의 행동분류표를 참조하라’, ‘ ’ 5 . .

51) 서구의 생활시간 연구들은 만 세 이하 자녀의 존재가 여성들의 무급노동 시간량을 증가시키5

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가족생활 시간량이 만 세. , , 2~3

미만의 자녀를 둔 사례들의 경우만 차별화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만 세 자녀를 둔 참여자들. 3~5

이 종일반 어린이집이나 친족들의 노동력을 빌어서 가족보살피기 노동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는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서는 가족 돌봄 노동을 대체인력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일가족 영역의 이중부담을 이행하기, ․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52) 심지어 박사 후 연구원인 박 의 경우 유급노동 시간이 극도로 짧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시, (3○○

간 분 이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한시적으로 커리어를 축소하는 생애시간 전략을 반영한58 ),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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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과 수유 리듬으로 인해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이들은 자신의 신체의 리듬과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긴 영아 보육시간은 여가시간을 축소압착하도록 만들면서 최단. , ( 43․
분 최장 시간 분 일하는 기혼여성의 일일 평균 여가시간보다 낮게 나타나는, 3 48 ),
결과를 낳고 있었다 시간 분 이는 깨어있는 동안에도 계속 지켜보면서 기저(4 39 ).
귀를 갈아주고 안아줘야 하는 영아들의 특성상 다른 활동을 따로 계획수행하는, , ․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만 세 미만의. , 3
영아를 키우는 여성들의 시간경험은 어린아이의 신체의 리듬 성인 여성의 신체리,
듬 사회적으로 규율되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되고 있,
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젠더화된 시간경험을 다룬 본 장의 절에서 보다 자세히, 5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만 세 이상의 영아를 보육하지 않는 조 와 서 의 무급노동 시간, 3 ○○ ○○

이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셋째 사서, . ,
인 조 는 앞서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생애과정의 전개 과정에서 경쟁사회의4 ,○○
시간체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전통적인 젠더화된 역할 질서를 중심으로 기존질서, ‘
안주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했던 이였다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오늘날 중산층’ . ‘ ’
가족들이 공유하고 있는 테일러주의화된 가족문화 관리자경(Hochschild, 1997), ․
영자 어머니를 구심점으로 가족 문화 박혜경 로 부터 거리를 두고 대신 자( , 2008) ,
녀들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한 돌봄노동에 집중하고 있었다 조 의 무급노동 시. ○○
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관리노동 외의 순수돌봄노동 시간이 길었
기 때문이며 이는 친밀성을 중심으로 한 가정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이었다, .
넷째 팔방미인형 능력자인 서 와 박 는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한 가족, ‘ ’ ○○ ○○

관리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무급노동 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사례였다.
이들은 어머니의 관리노동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이들이었으며 이들은 이를 따르는 것을 개인의 능력을 구현하고 확,
인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유급노동을 하면서도 가족생활의 질을.
높이고 이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관리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소홀하,
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 구축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일하는 여성들은 가족관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
었고 그 결과 관리자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터에서의 시간을 틈틈,
이 쪼개서 사용하거나 고도로 시간자원을 관리함으로써 가족관리 활동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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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평일 생활시간의 영역별 누적 양상2.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뒤이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렇듯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가족생활 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 ‘ ’ ,

양한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확인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
데 이는 일상적 시간 차원에서는 더 많은 활동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었,
다 그림. < 2 는 각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의 제 영역에 할애한 누적 시간량을 나타>
내는 것으로서 팔방미인형 능력자 정체성을 구성한 서 와 박 의 누적시간, ‘ ’ ○○ ○○
략이 가장 높은 것은 이들이 시간을 보다 깊고 밀도있게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
고 있었다 이는 후에 논의하겠지만 이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활동을 실. ,
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서 기인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의 생활시간 패턴에서 주목할 점은 장시간 업무를 요하는
업종사자인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김 의 여가 시간이 시간 분으로IT ‘ ’ 3 21 ,○○

다른 참여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반면 무급노동 시간은 시간 분으, 1 49
로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월등히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하는 기혼여성(
의 평균 무급노동 시간은 시간 분 평균 여가시간은 시간 분3 35 , 4 39 ).53) 이는 김
53) 이 외에 참여자들의 생활시간 패턴의 또 다른 특징은 김 의 개인 유지시간은 일하는 기혼, ○○

여성 평균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긴 개인유지 시간은 김 가 외모 유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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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긴 업무시간을 특징으로 하는 업계의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따르면서IT○○
가족생활의 시간체계를 희생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시간을 여가활동에,
할애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간체계 타협 양상의 구체적 맥락과.
배경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의 소절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생활시간 사용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

주요 특징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생활시간 사용 패턴을 시간체계별 갈등의 관.
점에서 조망해보면 그 양상은 크게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4 .
첫째 유급 노동시간이 길어지면서 휴식 및 개인유지 시간이 축소되는 경우이, ,

다 이러한 양상은 강도가 높은 장시간 업무가 노동규범으로 공유되고 있는 업. IT
계에서 일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관찰되고 있었다 이들은 강도가 높은 장시간 근.
무를 특징으로 하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따르면서 휴식을 최소화하면서 육체,
의 리듬을 규율하고 있었으며 중산층 가족의 관리주의적 시간체계에 따르는 것을,
원하면서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도 높은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육체의 리듬 간의 충돌이 타협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장에서 살펴보7
도록 하겠다 둘째 만 세 이하의 영아를 보육하는 참여자들은 돌봄의 리듬을 따. , 3
르면서 수면시간을 축소하고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는 업무 시, ,
간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는 돌봄의 시간체계와 육체의 리듬.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의 시간 체계들이 충돌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
해서는 절에서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시간집약적5 . , ‘ ’
활동들을 요구하는 다양한 시간체계들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는 이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중산층 가족생활을 관장하는 시간체계 간의 갈등
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 소절에서는 그 양상과 이들이 어떠한 시간.
전략으로 시간체계 간 갈등을 극복해 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감정들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넷째 긴 업무시간을 요하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
를 따르는 참여자가 어떻게 업무 외의 활동에 할애할 시간자원을 확보하는지 제,
한된 시간자원을 두고 가족생활의 시간체계와 개인의 여가의 시간체계가 경쟁하는
양상은 어떠하며 이는 어떻게 타협조율되는지를 뒤이어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
다음 소절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적 시간차원의 경험으로서,․

다양한 시간체계들이 서로 충돌하는 국면에서 이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시간체계

관리를 위해 긴 시간을 들이기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는 오늘날 대 기혼 여성들이 미혼여성들, 30

과 다르지 않게 외모 가꾸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김 는 아침. ○○

출근 전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게 될 때까지 시간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는 출근시,

간을 지연시키면서 잦은 지각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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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갈등을 타협조율해 나가는지 이때 이들이 사용하는 시간전략은 어떠한지,․
를 국면 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

1.

선행 연구들은 오늘날 중산층을 중심으로 가족생활이 테일러화 되고
관리자 어머니 노릇이 중요시 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Hochschild, 1997),

조은 박혜경 조주은 또한 년대 후반 이후 한국( , 2010; , 2009; 2008; , 2008). , 90
사회가 급격히 재구조화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관리경영 하는 자아의 중요성을 강, ․
조하는 담론들의 연장선상에서 이범준 서동진 주부를 가족생활의( , 2009; , 2009),

이자 경영자로 호명하는 담론들도 확산되고 있다 박혜경 이러한 담CEO , ( , 2010).
론적비담론적 환경들은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에게 가족생활의 관리화고도화․ ․ ․
에 대한 사회적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이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었다 이번 소절에서는 관리노동 중심의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가.
참여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공유되고 있으며 여타 시간체계들과 어떻게 갈등을 빚,
고 있는지 이들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조율타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
자 한다.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의 복합시간성 과 그 조율 전략들1) “ ”
여성들의 관리노동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는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을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었고 일부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과 일부 재미’ , ‘
추구형 변화적응자들로 확산되는 모양새였다‘ .

표 에 따르면 가족 관리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난 이들은 팔방미인형 능력< 8> , ‘
자들이었다’ 54) 서 박 앞 소절에서 논의했듯이 팔방미인형 능력자들( , ). , ‘ ’○○ ○○
은 일상생활의 제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이들이었
54) 참여자들의 평일 주말의 일가족개인 생활 시간량을 집계한 결과 이들의 가족생활 시간량은, ,․ ․
평일과 주말 모두 양극화 되어 있었다 통계청 시간사용조사 에 따르면 평일 취업주부가. (2009) ,

가족생활에 할애하는 시간은 평균 시간 분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주부의 경우는 시간 분3 35 , 4 7

에 달한다 통계청 한편 본 연구 참여자들은 평일 최대 시간 분 박 최소( , 2009). , 10 59 ( ), 46○○

분 정 을 가족시간에 할애하면서 가족생활시간이 높은 이들과 낮은 이들의 편차가 크게 나( ) ,○○

타나고 있었다 가족생활의 양극화 현상은 주말에 더 커져서 주말에는 최대 시간 분 박. , 25 25 ( ○

최소 시간 분 김 으로 그 편차가 시간 이상 나고 있었다 동시행동 포함 집계) 6 40 ( ) 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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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리자 어머니 노릇은 이들이 능력자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으, ‘ ’
로 간주되고 있었다 이번 소절에서는 가족관리 노동 시간량이 늘어나면서 가족. ,
생활을 관장하는 시간체계와 여타 시간체계들이 어떻게 충돌하며 참여자들이 이,
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지 그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가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되는 양상은 교육정보 수

집 자녀의 학습관리 사교육을 위한 자녀의 일정관리 등의 교육경쟁 지원역할을, ,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었다 박혜경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의( , 2008).
영향을 받는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자신이 일터에 있는 동안 자녀가 정해진 시‘ ’
간에 학원에 가고 방문 교사를 맞이하는 등 정해진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
있게 하기 위해서 자녀의 일정을 미리 정해서 이를 규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평일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참여자들은 자신이 없는 시
간 동안 자녀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의 일정을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통제하고 있었다.․

참여자
분류

내러티브
정체성 유형 참여자 직업 영아보육

유무 유급노동 무급노동 가족관리
노동

핵심군

팔방미인형
능력자

박○○ 박사 후 연구원 O 3:58:55 9:29:01 2:40:00

서○○ 대기업근무 X 6:34:30 4:21:53 3:01:46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심○○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O 8:21:46 5:11:10 1:39:26

김○○ 인터넷 쇼핑기업
근무 X 8:13:11 1:49:46 0:16:55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이○○ 계약직
대학 교수 X 5:37:10

(9:07:10) 2:41:07 0:23:55

정○○ 변리사 X 6:15:15
(9:25:15) 0:21:28 0:14:28

비교군 기존 질서
안주자

조○○ 사서 X 4:31:52 4:38:26 0:41:26

강○○ 대학 조교 O 6:54:46 5:45:40 0:03:34

표 평일 가족관련 시간과 가족관리 시간의 비중8.

표의 수치는 주행동 동시행동을 모두 포함* ,
볼드체는 가족에 대한 관리노동 시간이 높은 참여자들*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는 가족구성원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자녀의 시간사용 양상을 면면이 지도하고 가족들 간의 서로 다,
른 리듬과 스케쥴을 효율적으로 조율관리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시간을 중재관리․ ․
하는 관리자 어머니 역할을 중심으로 이행된다 이는 관리자 어머니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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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참여자들이 가족구성원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간체계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음 인용문들은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의 일상이 자신이. ‘ ’
따르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에 의해 일상생활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자녀들의 학,
원 스케쥴 대리육아자의 일정 자녀의 친구들의 일과의 리듬 자녀의 하루 일과의, , ,
리듬 등 가족 구성원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시간들을 참여자들이 끊임없이 인
식하고 이를 조율해 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영어하고 와서 시에 피아노 보내서 시까지 있다가 그 시간 딱 남아 시부터5 6 , 1 . 6 7
시까지 내가 오기 전에 그 시간이 자기 자유시간이 남아요 어떻게 보면 얘도 굉, 1 .
장히 강조 빡빡한 스케줄이에요 아침에 시 분에 일어나서 저녁 시가 되어야( ) . 6 20 , 6
자기가 쉬는 시간이 생기니까 하루에 시간 자기 마음대로 쉬는 거에요 또 그. [ ]1 [ ].
때 또 숙제 시키고 내가 오고나면 밥 부랴부랴 빨리 먹고 숙제 한 시부터 시, , 8 9
반까지 하거나 아니면 숙제 일찍 끝나면 그냥 자기 책 읽고 자꾸 컴퓨터를 하고, ,
싶은데 싶어 하는데 제한했어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제한했어요 너무 강조[ ] , ( )( )! ( )
거기에 몰두해서 컴퓨터 사용을 아예 못하는 걸로 제한해버리고 아예 못하는 거[ ] . (
에요 아니 아이는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특별한 강조 일이 있지 않으면 못?) , [ ] . ( )
하게 하고 이렇게 계속 할 일이 있다 보니까 시에 그제서야 이제 그래서, [ ] 10 , [ ]
놀아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박사 후 연구원 박. ( , ).○○
어 그리고 세진이 시간표도 항상 별도로 가지고 있구 학원 언제 몇 시에 가고 그, .
런 것들 세진이 시간표도 시간별로 해가지고 아이를 봐주시는 시부모님과 아이가[
볼 수 있게 냉장고에도 하나 부쳐놓고 내 에도 하나 들어 있어서 월요일 날] , usb ,
은 뭐뭐뭐 화요일 날은 뭐뭐뭐 시간 별로 비는 시간하고 들어가는 시간하고 다, , ,
이렇게 그 밑에 학원 선생님 같이 배우는 아이 친구 엄마 등 거기에 관련된 연. [ , ]
락처들 다 적어 놓구 그거 시간표 없으면 못해 완전 강조 뒤죽박죽 돼 진짜. [ ] . ( ) , !
대기업 근무 서( , )○○

또한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는 참여자들은 퇴근 이후 제한,
된 시간 안에 교육경쟁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역
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퇴근 이후부터 자녀가 잠들 때 까지 약.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었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자녀의 숙제와 학습2~3 ,

을 도와주고 씻기고 재우는 일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이 낭비, ,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었다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상이한 리.
듬들이 충돌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간손실을 줄이고자 미리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서 또한 와 컴퓨터는 시( ). , TV○○
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이들은 와 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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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를 아예 없애거나 자녀의 컴퓨터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다 박, ( ).○○
이러한 행위는 가족들이 시간을 학업 독서 놀이 등 각각의 효용이 명확한 유의, ,
미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생활 관리의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
고 있었다.
자녀들의 시간을 통제관리하는 것은 이들이 보다 시간사용의 목적과 그 기대․

효용이 분명한 활동을 중심으로 시간을 생산적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
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들이 낮 시간을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에 따라 운용하면서,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
일터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자녀들의 요구에 일일이 답해주는 것은 피곤,
함을 가중시키는 것이었기에 퇴근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에는 자신이 꼭,
필요한 일들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시간사용에 대한 결정권
을 자신이 쥐고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었다.․

전화통화 내용 세진이 벌써 왔어 엄마 금방 갈거야 한 분 있으면 갈거야 엄[ ] ? . 20 .
마 가면서 이마트 들러서 박스 하나 얻어서 갈게 먼저 씻고 있어 학교 숙제는 다. .
해놨지 먼저 씻고 엄마 가면 잘 수 있도록 준비해놔 대기업 근무 서? , ( , ).○○

워낙 애는 변수가 많으니까 제가 계획한 대로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 […
몇 시부터 몇 분 동안 뭘 하고 하는 식으로 계획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시간 거] , ,
기 타임테이블에다 애를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애한테 맞춰야. ‘ ,
지 하면서도 자꾸 강조 시계를 보면서 이제는 내가 자야지 내일 회사를 갈 수 있’ ( ) , ‘
는데 이런 조바심이 계속 드는거죠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심’ [ ] ( , ).○○

다음 날 출근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일하는 어머니들에게 저녁 시간 밤,
시간은 돌봄과 자녀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노동을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었으
며 아이가 놀고 싶은 대로 아이 학업 스케쥴이 요구하는 시간대로 전날 밤 시간, ,
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 날의 일과를 고려해서 조절되고 있었다 유급노동의 시간.
체계에 맞춰 하루하루 일과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휴식과 수면을
필요로 했고 이를 위해서는 아이의 신체리듬 돌봄의 시간체계에 따르는 행위들, ,
은 일정 부분 규율 되어야 했다.
한편,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는 이를 따르는 어머니들의 일과에 이질적

인 시간들을 유입시키면서 이들의 시간경험을 다중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 중, .
에서도 특히 다중성과 복합성을 띤 시간경험을 야기하는 것은 취학 자녀들을 위
한 관리노동이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로 인해 가족관리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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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취학 자녀를 위한 관리노동은 학교 행사 참관 수업 학교 수업 일과, ,
등과 관련된 초등 교육제도의 시간체계 학부모 모임 학교 청소 도우미로 동원, ,
되는 과정에서 동시화되어야 하는 전업주부의 리듬 자녀교육 경쟁과 관련된 경,
쟁사회의 시간체계 사교육 기관의 제도적 시간 등 다양한 시간체계와 리듬들이,
일과로 유입되면서 서로 다른 상이한 성격을 띤 시간들 사이에서 조율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팔방미인형 능력자 정체성을 가진 참여자들이 바쁨의 감정을 감수, ‘ ’

하고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관리자 어머니 노릇에 힘쓰,
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의 정체성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모성을 내세운 어머니 동원은 학부모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
관심과 교육열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공교육 지원역할,
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이에게 무심한 어머니 교육경쟁의 잠재적 낙오자를 만‘ ’, ‘
드는 어머니 등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자녀교육 경쟁은 사교’ . ,
육의 형태로만이 아니라 공교육 관리와 지원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었다 박혜, (
경 공교육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자녀의 경쟁을 지원해줄 수, 2009).
있는 어머니의 능력을 증명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에서 시간에 쫓기는 느낌과 긴․
장감 불안감을 감수하면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조율하는 이유는 못난 엄마 라, “ ”
는 정체성 박혜경 을 가지지 않기 위한( , 2009)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모성 정체성의 구현이라기 보다는 삶의 다양한, ,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보다 의미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
다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유급노동을 하면서 관리자 어머니 역할을 병행해 나. ‘ ’ ,
가는 것을 개인의 관리능력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관. ,
리자 어머니 노릇에 힘쓰고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가족관리 노동에 할애하는,
데에서 오는 바쁨을 기존 연구와는 다소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앞선 연구들에.
서는 바쁨이 남성들에게는 명예의 상징이 되지만 여성들은 바(Gershuny, 2005),
쁨을 젠더화된 시각에서 해석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조주은( , 2008; Wilderberg,

여성들은 바쁨을 돌봄과 가사라는 젠더화된 역할을 버거워하거나 다양한2006). ,
시간들을 조율타협하는 관리노동의 미숙함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면서 바쁨을 여성,․
으로서의 무능함과 연관 지어 해석한다는 것이다 조주은 쪽 하( , 2008, 234~235 ).
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은 기존 연구의 결과들과는 달, ․
리 바쁨이 좋은 어머니 효율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방증이라고 보고 이에, , ,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특히 팔방미인형 능력자 정체성을 가진 참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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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있어 자녀의 교육경쟁을 지원하고 학교생활을 보조해주면서 느끼는 바, ,
쁨은 유급노동을 하면서도 자녀관리에 신경을 쓰는 좋은 어머니이자 서 체( ),○○
계적합리적으로 가족생활을 관리하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정들을 소화․
하는 효율적인 인간형을 실현시키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서( ○
,○ 박 ).○○

팔방미인형 능력자와 커리어추구형 능력자의 상이한 시간전략들2) ‘ ’ ‘ ’
관리노동이 야기하는 다양한 시간체계의 갈등에 대처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

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는 서로 다른 성격을 띠는 여러 활동들을 제한된 시.
간 안에 압착해서 수행하는 전략이었다 팔방미인형 능력자인. ‘ ’ 서 는 초등학○○
교의 어머니 노동력 동원과 그로부터 파생된 학부모 관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는데,55) 이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에 따르는 시간을 일정 부분 희생시킴으로
써 가능한 것이었다 다음 인용문은 초등학교 행사 스케쥴 교통지도 등 초등 교. ,
육 제도의 시간체계 전업주부의 일일 리듬에 따라 정해지는 학부모 모임의 시간,
과 시의 정규 근무시간을 따라야 하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들이 갈등을 빚는9~6
상황을 잘 보여준다.
학교도 뭔가 행사가 되게 많더라 진짜 이놈의 학교 행사를 다 없애야 돼 정말, ! , !
도대체 왜 엄마들이 다 와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교통 지도 부터 시작해가지고 반! [ ] ,　 　
에 이제 명밖에 없잖아 그런데다가 이런 것들을 학부모 회원 녹색어머니 회원30 . , [ ,
등 각종 감투를 써야 되는 게 거의 반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하는 애들은] .
거의 그런 거야 선생님한테 눈치 보이는 거야 그래도 이제 직장엄마라는 핑계로[ ].
학기 때는 빠졌는데 얘가 아이가 학기 때 부회장이 된거야 뭔가 학교에 행사1 , [ ] 2 .
를 하면 뭔가 내가 또 케어를 해야 되니까 계속 자녀 학교에 왔다 갔다를 해야, , [ ]
되니까 돌아가시겠어 진짜 대기업 근무 서! ( , )○○
뭐 얘기 들어보면 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토요일 날 하거나 평일에도 뭐 오후, ,
에 저녁때 아빠엄마가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데 이거는 맨날, , ,
강조 뭐 오전 시 시 반 막 그런 식이니까 학부모 모임 있으면 뭐 다들( ) [ ]11 , 11 [ ] [ ]
시에 모이라 그러질 않나 아유 이거 시간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럼 그럴 때는11 . , . (

55) 한국의 초등학교 운영은 급식 당번 교실 청소 학생 간식 지원 등을 어머니 노동력 동원 체제, ,

에 기대어 해결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말기와 경제개발기에 국가가 모성의 이름으로 여성노동력,

을 동원하던 부녀자 동원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조주은 안태윤 또한 초등학교( , 2008; , 2006). ,

의 어머니 노동력 동원체제는 특히 공립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에게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여성신문( , 200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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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눈치보고 한참 학부모 모임에 왔다 갔다 하?) [ ] [ ]
거나 이러는데 이제 근태를 딱 봤더니 진짜 한 달에 한두 번씩 연차 반차를. , ,…
썼더라구 그러면 사실 좋아할 사람은. 없지. … 이게 회사랑 병행하는 게 진짜 강(
조 만만치가 않네 대기업 근무 서) ( , ).○○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어머니 동원은 전업주부를 유휴 노동력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이루어지면서 전업주부의 하루 일과를 기준으로 행사와 모임 시간이 정해,
진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경직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는 일하는.
어머니들은 참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집안을 정돈하고. ,
난 시간인 오전 시 시 분에 주로 이루어지는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기 위11 , 11 30
해서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희생시키거나 조율해야 했다 아이들의 등교시간과.
가사노동의 리듬을 따르는 전업주부들의 시간체계와 유급노동의 시간체계가 충돌
하는 상황에서 서 는 반차를 내거나 점심시간을 앞뒤로 분 연장해서 사용하, 30○○
는 방법을 사용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었다 서 는 제한된 시간 안에 시내. ○○
에 있는 직장에서 강남에 있는 자녀의 학교까지 택시를 타고 다녀오는 등 시간을,
압착해서 사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성격의 시간체계들에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
었다 이렇듯 서 는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이동하고 짧은 시간 안에 학부. , ,○○
모 모임에 참석하거나 학교 교실 청소 당번 역할을 수행하고 다시 부리나케 회, ,
사로 돌아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활동들을. ,
압착해서 수행하는 것은 시간에 쫓기는 느낌과 긴장감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
었다.
이렇듯 관리자 어머니 노릇을 소홀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팔방미인형 능력, ‘

자들은 바쁨의 감정과 시간부족감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이들이었는데 이들이’ ,
느끼는 바쁨은 다양한 시간체계들의 중첩과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었
다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에 따라야 하는 평일에 위와 같이 가족관리 노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참여자들의 일상생활에는 다양한 시간체계들이 중첩되고 있었다 고, .
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에게 공교육 지원 활동은 자녀들의 등하교 시간과 가사노․
동의 리듬을 중심으로 한 전업주부의 리듬 점심시간을 유일한 공식적인 시간으로,
인정하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가 중첩되는 경험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또한 공교. ,
육 지원활동은 식민지 시기와 국가발전기를 거치면서 이어져 온 초등학교 동원체
제의 호명에 대한 응답으로서 한국사회의 압축적 시간성 에 대한 경험이기도 했“ ”
다 조주은 나아가 학부모 동원활동과 사교육 지원활동은 학부모 사회에( , 2008). ,
서 자녀교육경쟁에 뒤처지는 어머니가 되지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자녀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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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정의되는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는 활동이기도 했다 이렇듯. ,
가족관리 노동으로 인해 다양한 시간체계들이 중첩되는 경험은 바쁨의 감정과 시
간부족감을 야기하고 있었다.
둘째 관리노동이 야기하는 다양한 시간체계 간의 충돌에 대처하는 또 다른,

전략은 평일과 주말을 분리하는 전략이었다 커리어추구형 능력자인 변리사 정. ‘ ’
는 평일은 일 중심으로 운용하고 주말에 집중적으로 관리자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가족 활동을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수행하는 분리전략을 구사하고, ․
있었다 그 결과 평일 무급노동 시간은 분으로 매우 짧게 나타났지만 주말은. , 21 ,
시간 분이라는 매우 긴 시간을 무급노동에 할애하고 있었다 그 중 시간5 30 . 3 55
분은 관리자 어머니 노릇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이는 평일에는 강도 높,
은 업무로 인해 퇴근 이후 시간에 자녀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서 주,
말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관리자 어머니 역할을 보충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이처.
럼 일과 가족 관련 활동을 주중주말로 분리해서 운용하는 전략은 바쁨과 시간에, ․
쫓기는 느낌을 경감시켜 주고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압축적 시간전략이 짧은. ,
시간 안에 서로 다른 시간체계의 지배를 받는 여러 활동들을 압축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상이한 속도와 리듬 사이를 오가며 서로 다른 템포와 리듬을 가진 활동,
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또한 압축적 시. ,
간전략은 상이한 시간체계들 사이에 조율하는 추가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면서 바,
쁨의 감정 시간에 쫓기는 느낌 시간 불안감 등을 야기하고 있었다 반면 일가족, , . , ․
간 영역 분리 전략을 쓰고 있는 변리사 정 는 평일은 업무의 리듬을 안정적으○○
로 따라가면서 급격한 속도와 리듬 변화 없이 일과를 이어갈 수 있었고 주말은,
오롯이 자녀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면서 보내고 있었다.
그렇다면 팔방미인형 능력자와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의 전략의 차이는 어, ‘ ’ ‘ ’

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는 업무의 성격 자녀의 연령 관리노동을 통한 가족생? , ,
활의 경영의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전문직인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 ‘ ’
의 경우 업무 수행의 시간자율권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강도 높은 업무,
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평일에 자녀 관리노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가 어려웠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스스로 자기 일을 할. ,
수 있는 연령이 되면서부터는 어머니의 관리노동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었던
것 변리사 정 역시 주중 관리노동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하고 있었다 반면 연구직사무직에 종사하는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의 경우 보통. , ‘ ’ ,․
정도 이상의 시간자율권이 허락되는 업무환경과 가족에 대한 관리경영 열망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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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어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업무 중간에 휴대폰을 이용해서 관리노동에, ,
힘쓰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평일에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관리노동을. ,
중시하는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충돌하는 시간경험은 자
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박사 후 연구원 박(

대기업 과장 서, ).○○ ○○

2. ․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체계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

는 또 다른 지점은 여가소비생활을 관장하는 시간체계와 돌봄가사유급노동의 시․ ․ ․
간체계들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참여자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이들이 그러하듯이. ,
여가 소비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었다, (Warde,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여가소비활동을 둘러싼 시간갈등은 재미추구형1997). , ‘․
변화적응자와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 ’ .56)
앞서 여성의 관리노동을 중시하는 중산층의 가족생활 시간체계가 팔방미인형, ‘

능력자들을 중심으로 일부 커리어추구형 능력자와 일부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 ’ ‘ ’
로 확산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가소비생활을 관장하는, ․
시간체계들과 여타 시간체계들 간의 갈등 역시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을 중심으로‘ ’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앞서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서구사회에서4 ,

56)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다채로운 여가활동에 대한 높은 열망은 교육수준이 낮은 비교군․
낮은 대조군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주말 시간사용 양상.

을 살펴보면 고졸전문대졸의 학력을 가진 김 숙과 최 미는 핵심군 참여자들에 비해 스스로, □ □․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의 시,

간사용이 매우 단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조군 여성들의 경우 다른 동시활동 없이. , TV①

시청을 단독활동으로 수행하는 시간이 매우 길었다 핵심군 참여자들은 주말에도 다양한 활. ②

동 일정을 잡고 그에 맞춰 생활하고 있었던 반면 대조군 참여자들은 미리 계획된 스케쥴이 매,

우 적었고 그나마도 바꿀 수 있는 가변적인 일정들이었다 따라서 시간사용을 미리 계획하는, . ,

핵심군 참여자들과 달리 대조군 참여자들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할 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미혼인 최 미의 주말은 피부관리 외의 특별한 일정은 없었고 를 보다가. , , tv□

손톱손질을 하고 를 보다가 여름옷 정리를 하는 등 급하게 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 를 보며, tv tv

오락활동을 하다가 소일거리 혹은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하겠다고 생각해두었던 일들을 찾아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기혼인 김 숙의 주말은 가사와 돌봄의 책임이 더해지긴 했지만 최. ,□

미의 주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조군의 특징 중 하나는 정보테크놀로지. ,□ ③

사용이 단조롭고 수동적이었다는 점이다 핵심군 참여자들은 업무 이메일 확인 쇼핑을 위한 필. ,

요한 물건 검색 등 일상생활의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

용했다면 대조군은 인터넷으로 다시보기 음악듣기 등 휴식 오락 등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TV , ,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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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난 십수 년간 여가 소비 가족생활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고도화하는 것, ,
을 중산층 의 라이프스타일로 정의하는 각종 담론들“ ” (Gregson & Lowes, 1995;

이 증가했고 이들 담론은 더 많은 활동들로 일상생Lupton, 1996; Schor, 1998) ,
활을 채울 것을 부추기고 있었다 이러한 담론들을 정체성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
고 있는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 서로 다른 시간체계를 따르고자 하는 높은 열망‘ ’
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체계들 간의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
다.
이번 소절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여가소비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 ․

타 시간체계들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혹은 다른 시간체계에 따르느라 시간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가소비 활동 시간을 확보하고 제한된 시간자원으로 최대한의,․
효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간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다.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여가의 시간체계 돌봄의 시간체계1) ‘ ’: vs.
여가소비활동을 대한 높은 열망을 보인 참여자들은 스스로 자율적 의지에 따․

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체계들의 영향을 받는
시간들을 줄이기 위한 미세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 8
로 인해 개인의 자율적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터,
넷 쇼핑기업에 근무하는 김 는 매일 돌봄의 의무와 직장동료들과의 교제 및○○
향락활동을 두고 평일 저녁시간을 저울질한다고 발언하였다.57) 탈젠더화된 역할
의식을 가지고 있는 김 에게 돌봄의 의무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하고 귀찮 게 하는 방해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돌봄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는” ,
가족 관련 활동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었다 하.
지만 돌봄노동에 대한 젠더화된 기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김, , ○
는 퇴근시간에 대한 압박감과 자신의 귀가시간에 대한 가족들의 기대로부터 탈○

출하고 싶은 욕구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김 는 장시간 근무로 인해 개인의 자율적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돌봄의 시간체계와 여가소비 생활을 관장하는 시간체계 간의, ․
충돌을 겪고 있었다.58) 김 와의 인터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주제 중○○
57) 김 가 조사당일 사무실에서 보낸 시간은 시간 분이었다10 15 .○○

58) 시간 이상 사무실에 머무르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10 , ○

의 여가와 오락에 대한 높은 열망은 긴 업무시간과 높은 업무 강도에 대한 반작용적인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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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돌봄의 책임으로 인해 자신의 여가시간에 대한 자율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평일에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늦은 저녁 시간뿐.
이었는데 이 시간은 돌봄의 시간체계와 친교를 중심으로 한 여가활동의 시간체계,
간의 경쟁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다.
되게 짬짬이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막 그 렇게 일을 하루에 끝나 내 고 부지런히[ ] [ ]
집에 가면 뭐 시 시 그렇게 갈 수 있어 그런데 근데 절대 강조 그렇게 안가[ ] 7 , 8 . , ( )
고 항상 회사 애들이랑 이렇게 짧게 놀다가 집에 가고 뭐 항상 아효 좀 집에 일[ ] . ,
찍 들어가서 애한테 얘기 하다가 책 좀 보다가 자고 싶다 이렇게 항상 생각은 하, , [
는데 회사일 끝나고 퇴근할 때쯤 되면 왠지 그냥 집에 들어가면 허전하고 막 놀] …
고 싶은 막 그런 거 야 자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분 분 쯤 출발[ ]. ( ) 40 ? 45…
할게 시 분쯤 도착할거야 빨리 갈게 최대한 빨리 갈거야 최대한 빨리 갈게. 9 15 . . . . .
집에 누구 왔어 누구 그럼 이웃집 친구 영훈이랑 놀고 있으면 되지 빨리 갈[ ] ? ? [ ] .
게 전화를 끊고 자녀가 자꾸 집에 오라고 전화를 거니까 내가 이제는 노이로제. ( ) [ ]
걸릴 거 같애 약간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 왜냐면 신데렐라처럼 시간 만 지나. [ ] , 12 [
면 그러니까 나의 경우는 저녁 시만 되면 그 전부터 얘가 전화해서 출발했어, ] 9 , , ?
뭐 했어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인터넷 쇼핑기업 근무? [ ] ( , 김 ).○○

돌봄의 시간체계와 친교를 중심으로 한 여가활동의 시간체계가 갈등하는 상황
에서 탈젠더화된 역할의식을 가진 김 는 돌봄의 시간을 줄이고 교제 및 여가,○○
활동을 선택배치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자율적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귀․
가 시간을 최대한 늦추거나 정해진 일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가용시간을 확보하는,
일정의 꼬리 잇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 .59) 일정의 꼬리 잇기 전략은 상대방‘ ’
과의 시간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뒤로 미루고 상대방의 기다림을 야기

존재했다.

59) 회에 걸쳐 진행된 인터뷰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김 가 일정의 끝을 겹쳐서 스케줄링4 ○○

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와의 만남은 모두 퇴근시간인 시로 정했는데 김 는. 7 ,○○ ○○

인터뷰 회기 모두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짧게는 분 길게는 시간 가량 늦게 등장했다 인터4 20 , 1 .

뷰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 는 업무가 보통 빨라도 시 분에 끝나며 시에, 7 20 , 8○○

퇴근을 할 때도 많다고 하였다 연구자와의 번의 인터뷰를 위해 시간약속을 정할 때 통상적인. 4 ,

퇴근시간인 시 분보다 분 빠른 시로 약속을 정했던 것은 김 의 스케줄링 방식을 보7 20 20 7 ○○

여준다 이러한 스케줄링 스타일은 연구자와의 인터뷰 이후의 일정을 정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났.

다 김 와의 인터뷰는 회기 모두 만나기로 한 직장 동료와 친구 김 의 살 난 아들의. 4 , 7○○ ○○

재촉 전화로 종료되었다 예를 들어 년 월 일 수행된 차 인터뷰에서 김 는 연구. , 2010 11 24 2 , ○○

자에게는 저녁 시 분까지 인터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상은 시경 직장 동료와8 45 . , 8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고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김 에게 시 분 경 동료가 채근 전화, 8 25○○

를 걸어왔다 김 는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동료에게 분 있다 출발해 곧 출발할거야 라고. “5 , ”○○

응대했지만 전화를 끊은 후 인터뷰 종료 의사를 물어보는 연구자에게 시 분 혹은 더 늦게, 8 45 ,

까지 있다가도 괜찮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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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으로서 업무와 만남 만남과 만남 사이의 시, ,
간 손실을 줄이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끔 해주는 효
과를 낳고 있었다 연구자와 만남이 이루어진 저녁에도 참여자는 친교활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베이비시터 퇴근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아이와의 시간 약속, ,
을 지연시키면서 가용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야간 보육을 맡아.
줄 대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평일 저녁 시간에 일어나는 돌봄의 시간체계와 직,
장 동료들과의 친교 활동과 관련된 여가의 시간체계 간의 충돌은 일정의 꼬리잇‘
기 전략을 통해서 돌봄의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게 되는 시간을 최대한 뒤로 미루’
고 여가활동에 투자할 시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60)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여가의 시간체계 가사노동의 시간체계2) ‘ ’: vs.
여가소비활동을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진 참여자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타협․ ․

축소하는 또 다른 활동은 가사노동이었다 인터넷 쇼핑기업에 근무하는 김 는. ○○
평일에는 일터에서 하루 시간 이상을 머무르면서 빡빡하게 진행되는 업무를 중10 ,
심으로 하루일과를 이행하고 있었다 평일에는 저녁 시가 넘어야 업무가 정리되. 7
고 베이비시터가 시 경 퇴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9
직장 동료들과의 친교 외에는 다른 여가 활동을 계획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한.
편 평일 저녁 시가 넘어서 퇴근을 하는 상황에서 가사노동 역시 공백으로 남아, 9
있었는데 주말은 평일에 못다한 여가소비활동을 대한 높은 열망과 주중 가사노동, ․
공백으로 인한 압박감이 충돌하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는 공간이동 전략을 통해 가사노동의 시간체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었고 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
우리가 일요일마다 까페 자주 가 까페 가서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이. . ,
제 애는 가서 거기서 맨날 자동차 가져가서 이제 혼자 놀고 집은 어수선 해 집은, . .
청소는 하기 싫은데 보면 자꾸만 뭘 하게 되잖아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에 까페를, .
가 인터넷 쇼핑기업 근무 김( , ).○○

60) 김 에게 돌봄의 의무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귀찮 게 하는 방해요인으로“ ”○○

인식되고 있었고 돌봄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는 가족 관련 활동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할애,

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었다 하지만 돌봄노동에 대한 젠더화된 기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

수 없었기에 김 는 퇴근시간에 대한 압박감과 자신의 귀가시간에 대한 가족들의 기대로부터, ○○

탈출하고 싶은 욕구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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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는 스스로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수행할 수 있는 시간자율권에 대한 욕○○ ‧
망을 강하게 보이고 있었는데 주말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
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의 시간체계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한 전략을 필요로 했다.
가사노동의 시간체계의 영향을 축소하고 주중에 채우지 못했던 여가생활에 대한,
열망을 주말을 이용해 해소하기 위해서 김 가 취한 전략은 가사의 책임이 있는○○
공간을 떠나는 것이었다 집 안에 머물면 집안일을 자꾸 하게 되고 돌봄과 가사. “ ” ,
노동의 책임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식과 여가를 위해서 김 는 주말에 의, ○○
도적으로 주말에 집을 비우고 있었다 김 는 주말에 집 밖에서 보낸 시간이 긴. ○○
편이었는데 시간 분 그 이유는 바로 휴식과 여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까페 등(4 35 ),
가정 밖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김 가 주말을 이용해서 맛집탐. ○○
방 산책 까페 방문 등 집 밖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물리적 이동을 통해 가, ,
사노동의 시간체계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전략이자 휴식여가향유를 관장하는, ․ ․
여가의 시간체계를 따를 수 있는 방법이었다.61)
이러한 가사노동의 시간체계와 여가의 시간체계 간의 갈등과 타협 양상이 일터

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르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업‘ ’
무환경 및 정체성과 관련이 있었다 우선 이들은 하루 시간 이상을 일터에 머. , 10
무르면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느라 업무 외의 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짬 시,
간을 가지기 어려운 이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가와 휴식에 대한 욕구는 평.
일 동안 극도로 억압되고 있었고 주말을 이용해서 이를 해소하는 것은 이들에게,
다른 활동보다 더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 ’
가 가사노동의 시간체계와 여가의 시간체계 사이에서 타협하는 양상은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한편 앞서 장에서 논의했듯이 김 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정체성을, 4 , ‘ ’○○

구성하고 있는 사례였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의 즐거움을 중심으로 가치를 판단하,
는 재미를 추구하는 면모를 더 강하게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정체성은 일상적, .
시간 차원에서는 즉각적인 만족감과 즐거움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의 시간을 배분하
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일. ‘ ’
주일 동안 밀린 가사노동을 주말 동안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 다가올 가까운 미래
61) 김 의 사례는 업무에 치여서 집안일을 돌보지 못해서 집이 점점 게토화되고 안락한 휴식처,○○

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김 는 책을 읽거나 여가(Hochschild, 1997). ,○○

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까페 백화점 레스토랑 등 소비공간을 이용하고 있었, , ,

는데 이는 여성들의 업무시간이 길어지고 업무강도가 높아지면서 재생산 노동에 공백이 생기, , ,

는 세태를 틈타 사적영역의 기능이었던 휴식과 재충전이 상업영역으로 이양되는 사적영역의 상,

업화 현상의 단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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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쾌감이나 다음 주중의 생활면에서의 불편함에 대한 걱정과 대비보다는 우, ,
선 지금 편하게 휴식하고 현재를 즐기고 향유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김 가 가, . , ○○
사노동의 시간체계와 여가의 시간체계 사이에서 타협하는 양상은 높은 업무강도와
장시간 근무를 특징으로 하는 산업의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재미추구형 변화적IT , ‘
응자로서의 정체성과 현재 중심적 시간지향성 가사노동의 시간체계로부터 거리를’ ,
두는 시간의 미세전략 등 다양한 시간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조율된 결과였
다.

팔방미인형 능력자 고도화된 시간체계들의 충돌과 시간압착 전략3) ‘ ’: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다방면에서 양질의 삶을 누리는 것을 자신들의 정체‘ ’

성의 주요 요소로 여기고 있었고 이러한 다중적 정체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
하기 위해서 생활시간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간체계들의 영향력을 적당히 가감하면서 조율수용하는 전략을 필요로 했다 이.․
번 소절에서는 여가소비에 할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육체의 리듬 등이 타협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시간체계들 간의 타협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는 팔방미인형 능력자‘ ’

인 서 였다 서 는 놀러가는 것이 지상최대의 목표 라고 말할 정도로 적극. “ ”○○ ○○
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진 참여자였다.62) 년에 번 정도는 해외여1 2
행을 가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당일 일정으로 나들이를 하는 등 적극적 여가,
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정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바쁜 업, ,
무 일정 자녀와 관련된 일정들을 미세하게 조율해 나가고 있었다, .
인터뷰 당시 서 는 친구와 함께 각자의 아이들을 동반하는 해외여행을 계, ○○

획하고 있었다 연말의 바쁜 업무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결정은 여행 외의. ,
다른 시간체계들을 일부 희생시켜야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 ○
는 모든 활동들을 압착해서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시간체계가 충돌하는 양상을○

타협해 나가고 있었다.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얘 자녀 를 데리고 내가 또 놀러 가려고 그것까지 괌에다가[ ] ,
예약을 해놔 가지고 연말이라 일이 바쁜데 그것까지 지금 겹쳐진거야 안 그래도[ ] .
바쁜 와중에 내가 미쳤지 또 괌 가느라고 또 금요일 날 조금 시간 일찍 나가야. 1…

62) 적극적 여가 개념은 활동성에 따른 여가활동의 분류에서 나온 것으로 창작 공예 스포츠 관“ ” , , , ,

람 연회 등 참여자의 적극적인 활동의지를 필요로 하며 주로 옥외활동을 포함한다 윤인진김상, , . ‧
운 쪽 참조(2005, 168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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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거 같애 이런 것들이 하다보니까 업무시간에 또 병원을 가기도 그렇구 웃음. , ( ).
이게 병원에 가는 게 우선순위에서 좀 약간 밀리는 병원에 가봐야지 이번 주까[ ] . [ ] .
지 버텨보고 가봐야지 밀린 업무 때문에 지난 주엔 요가도 계속 못 갔거든. [ ] .… 　
지난주 지지난주 주 동안이나 못 갔어 대기업 근무 서, [2 ] ( , ).○○
이게 또 여행을 가야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또 막 뭘 사야 될 게 있는 거지[ ] , . …
마침 날짜 그 일정 다 확정되고 나서 들어와 봤더니 쿠폰이 막 쏟아지는 거야, , , .
그래가지고 또 면세점 들어가서 샀더니 너무너무너무 강조 싼거야 또 내가, , ( ) . ,…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수회원 쿠폰 프로 바로 강조 이거야 막 이러면서 다15 ' ( ) !'…
강조 구매했어 거기서 그날 대기업 근무 서( ) , ! ( , ).○○

위의 인용문은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관리노동 중심의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
간체계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여가의 시간체계가 유입되면서 시간에 쫓기는 느낌,
이 생성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첫째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또 다른. ,
일정들로 인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있었다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는 일 학원과 같이 다니는 자녀의 친구들에게 결석통,
보를 위해 전화를 하는 것을 비롯해서 해외여행 기회를 이용해 면세점에서 물건,
을 미리 주문하는 것 면세점 쇼핑을 위해 구입항목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검색 등,
여행일정이 일과에 투입되면서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이 추가적으로 더 생기고 있었
다 이는 여행을 계획하면서 여행일정을 중심으로 한 여행업계의 시간체계 학원. , ,
수업스케쥴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교육 기관의 시간체계 여행이 개시되기 이전,
에 구입을 완료해야 하는 면세점 쇼핑의 시간체계 등이 일상생활에 유입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서 는 이러한 시간체계들에 모두 따르기 위해서 시간을 압. ○○
착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활동을 하느라 시간,
에 쫓기는 느낌 과 바쁨의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harriedness) .
둘째 서 는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몸이 피곤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

여행 후 생긴 업무 공백을 메우느라 병원에 갈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비록.
주말을 이용한 여행이지만 비행일정을 맞추기 위해 금요일에 평상시보다 서둘러,
퇴근을 했고 여행일정이 잡히면서 며칠 간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
다 보니 정규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병원에 다녀오기가 여의치 않다고 했다, .
즉 여가의 시간체계가 일상생활에 삽입되면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육체적 리,
듬을 일시적으로 축소희생 시켰고 그 결과 막상 육체의 리듬에 따르기 위해 유급,․
노동의 시간체계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
럼 시간기근 상태에서 시간을 짜내어 여가활동을 배치하느라 다른 활동을 압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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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생기는 또 다른 시간갈등과 바쁨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본인의 열
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는 점에서 스스로 야기한 바쁨이다 하지만 여. ,
독을 풀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도 없이 업무로 복귀해야 하고 여행을 가기 위해,
해야 하는 또 다른 일들이 생기면서 휴식과 여가를 위해 마련한 일정은 오히려,
피곤을 더 쌓이게 하고 있었다.

이렇듯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 ’
활동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활동들을 빠듯하게 배치하면서 시간 틈새가 생기지,
않게 시간을 운영하는 일종의 바쁜 꿀벌 스타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서“ ” .

는 시간적육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놀러가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 라고, “ ” “ ”○○ ․
표현할 정도로 여행공연 관람 등 적극적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
확보하고자 애쓰고 있었다 박 에게 있어 예상치 못한 빈 시간은 휴식시간이. ,○○
아니라 또 다른 활동으로 채워야하는 시간이었다 박 는 해야 할 일의 목록을. ○○
항상 가지고 있었고 빈 시간의 지속시간 과 동선이 맞아 떨어지는 활동, (duration)
을 그 중에서 골라서 빈 시간을 또 다른 활동으로 채우면서 시간활용의 의미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을 촘촘히 사용하고 있었다.
다크서클이 주말에도 막 내려와 웃음 여행가는 거 때문에 막 여기저기 알아보[ ]( ). [ ]
고 맨날 강조 통화하고 이러니까 아웅 정신이 하나도 없어 주중에 어쨌든 일하, ( ) , .
고 주말에 막 애 관련된 거에 게다가 또 지난주 토요일 날은 또 친구 생일이 한, , ,
명 있었던 거야 그 딸래미 친구 생일 응응 거기 한번 또 갔다 오니까 시간이 이. ( ) ,
만큼 강조 이 또 예상치 않았던 시간이 그냥 시간이 그냥 휙 비어버리고 그럼 지( ) 4 . (
난 주 토요일에 과학 배우러 과천에 갔다가 친구 생일 갔다가 아니 과천에, ) ,○○
못 갔어 그래서 일요일 날 갔어 과천에를 일요일 날 또 다른 거 할려고 했는데. , . ,
토요일 날 못한 과학관을 일요일 날 가고 일요일 날 막 또 하고나서 저녁에 막 또, ,
모임 있어서 저녁 먹고 어쩌구 하니까 밤 됬지 오늘 또 회사가야 되는데 웃음, . ( )
대기업 근무 서( , ).○○
그날 원래 낮에 제 생일이라고 아빠가 뮤지컬을 보여주기로 했는데 펑크를 냈, ,○○
어 표를 잘못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 낮 시간이 비고 저녁 식사와 영화로 바뀌었. . ,
던 거에요 그래서 강조 낮 시간이 빈 거예요 안 그러면 아빠가 와있질 않아. ( ) . ○○
요 그래서 그 날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코트 사러 가자고 계획해 놨던 거. , ‘
를 지금 두세 시간 비는 동안 가자 그래서 그니까 우리는 이런 여유시간이 남아, !’ .
도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꼭 채워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거를 해서 그 날, , ,
도 시간을 꽉 채워가지고 썼어 박사 후 연구원 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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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들은 앞 소절에서 살펴본 관리노동 중심의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
체계와 중첩되면서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 서로 다른 시간체계들 사이의 갈등을, ‘ ’
심화시키고 극도의 바쁨을 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 소절에서 살펴보았듯이, . , ,
주어진 시간 안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은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서 는 바쁘게 여러 활동들을’ . ○○
정신이 하나도 없 이 하는 것에 대해서 뿌듯해 했다 자신의 빈 틈 없는 일정을“ ” .
설명하면서 이런 일정과 일과를 모두 소화해 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만족스러움과
자랑스러움이 묻어나고 있었다 평일주말 구분 없이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느라 휴. ․
식과 재충전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서 는 서로 다른 시간체계들이 충돌하는, ○○
상황을 불평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과는 자신.
이 일가족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시간여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서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활동성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행과 같은 특별한 일정이 없는 경우에도 팔방미인형 능력, ‘

자들은 소일꺼리나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활동 기다림 의미없는 활동들에 할애되' ,
는 시간을 압착해서 즐거움을 얻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유의,
미한 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창출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서 는. ○○
건강관리 쇼핑 여가정보 검색 스마트 폰 관리 등 업무 외적인 활동에 대한 욕구, , ,
를 점심시간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었는데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여가소, 1 ․
비 활동에 대한 욕구를 집약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
운 활동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있었다 이러한 압착전략을 통해.
확보된 시간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여가소비의 시간체계를 따르는데 사용․
하고 있었다.63)
서 는 식사 시간을 최대로 단축하기 위해 점심 배식이 시작되자마자 배식대○○

가 붐비지 않는 시간에 맞춰 식당에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활동전략은 불필,
요한 기다림으로 인한 시간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보통 점심시간에 점심 밥 진짜 매우 강조 빨리 먹고 올라오거든 안 그래도 매. , [ ] . (
닉타임 자료가 자리비움이 너무 짧아서 이날 점심 먹었는지 물어보려고 그랬어 먹.)
었어 우리 밑에 구내식당 있거든 그래서 구내식당에 시간만 잘 보고 사람이 없는. . [

63) 심심할 때 하루에 한 번씩은 아이폰 앱스토어에 접속해 새로운 어플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서,

의 발언을 듣고 연구자는 하루 중 언제 여유시간이 생기는지를 알기 위해 보통 언제 앱스,○○

토어에 접속하는지 질문하였다 연구자의 질문에 서 는 점심시간에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 ○○

최소화하고 남은 시간을 건강관리 여가 소비 등 일 외의 다른 영역과 관련된 활동에 사용한다, ,

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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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오픈 시간에 맞춰서 내려가면 금방 먹고 올라올 수 있어 진짜 강조 먹는] ( )…
속도가 빠른 게 우리 팀 사람들이 진짜 강조 빛의 속도로 쓸어 넣어 밥을 한, ( ) , . 5
분 만에 먹고 토탈 내려가서 먹고 올라오는 시간이 분밖에 안 걸려 그 나. (total) 10 .
머지 시간 동안은 보통 자거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구 난 낮에는 그렇게 낮, . ,
잠 잘 안자는 스타일이거든 진짜 강조 피곤할 때 빼놓고는 이제 그때는 그때부. ( ) . ,
터는 뭐 쇼핑메일 확인하고 살 것 있으면 또 사고 검색할 거 있으면 검색 하고, , .
그런 거는 업무시간에 막 쇼핑하고 있는 거 보면 좀 그렇잖아 그런 건 주로 점심.
시간에 우린 불도 꺼 점심시간에 깜깜해 잘 자 사람들 막 코골면서 나 혼자서. . . . . .
컴퓨터 켜놓고 쇼핑 하고 그래 대기업 근무 서[ ] ( , ).○○
그 시간도 되게 휴식의 시간이겠다 응 얼마 전까지는 그때 내가 운동을 다녔었( ?) .
어 운동을 다녔는데 이제 명목상 운동을 끊어 놨는데 거의 강조 못 간 거야. , [ ], [ ] .
그니까 땀나는 운동은 못하니까 이제 골프 끊어 놓구 이제 밥을 분 만에 다 먹, . 10
으니까 먹고 딱 가가지고 한 분 공 치고 대충 이제 땀만 이렇게 닦고 나와서, 30 ,
이 닦고 다시 일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연말도 가까워 오고 하니까 막 점심때도 약, ,
속도 생기고 이러니까 못가고 이러니까 너무 강조 아까운거야 당분간 좀 쉬어[ ] . …
보자 해가지고 지금은 방 뺐어 대기업 근무 서. , ( , ).○○

서 는 자칫 식사 전후로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가용시간을 이용해서. ,
휴식하기 보다는 운동 가족과 자신을 위한 인터넷 쇼핑아이쇼핑 등 목적이 분명, , ‧
하고 자신을 위한 투자와 관련된 또 다른 활동들로 채우고 있었다 이렇게 식사, .
시간을 압축해서 절약한 시간을 자기개발 쇼핑 등 또 다른 유의미한 활동으로 채,
우는 것은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었다 이렇듯 연이어 계속. ,
되는 활동들은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순수 휴식 시간을 앗아가고 있
었다.
서 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시간사용의 목적과 그, ‘ ’○○

기대효용이 분명한 활동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 즐거움을 얻거나 자신을, , ,
위한 투자와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활동들의 비중을 높이,
고자 노력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바쁨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 . ,
은 낭비되는 틈새 시간이 없이 활동들을 빠듯하게 배치하는 노력들과 다양한 시간
체계들의 중첩과 충돌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일상적 시간. ,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다음 소절에서는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논의하?
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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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와 팔방미인형 능력자 정체성의 구현1) ‘ ’ ‘ ’

앞서 여성의 관리노동을 중시하는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 여가소비의, , ․
시간체계들과 여타 시간체계들 간의 갈등이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을 중심으로 확‘ ’
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유사한 지형으로 또 다른 경향성이 포착.
되고 있었는데 이는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을 중심으로 공유확산되고 있는 의미, ‘ ’ ‘․
효율적 시간관리 문화였다 이는 시간을 이른바 유의미한 활동들로 채우고 단위’ . ‘ ’
시간당 유의미한 활동의 비율을 늘리고자 하는 시간사용에 대한 태도와 지향성‘ ’
들이 공유되는 문화였다 앞 소절에서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 즐거움을 얻거나. ‘ ’ ,
자기계발과 같은 시간사용의 목적과 그 기대효용이 분명한 활동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활동들의 비중을 높이고자 시,
간을 관리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바로 이러한 시간사용의 목적과 기대효용이,
분명하고 정체성 구현 및 확인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들이 유의미한 활동‘ ’
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요컨대 주어진 시간 안에 유의미한 활동들을 더 많이 하. , ‘ ’
고자 하는 시간사용에 대한 태도와 지향성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간사용이 고,
도로 관리되는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가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을 중심으로‘ ’ ‘ ’
공유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소. ‘ ’․
일꺼리나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활동 기다림 등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기 어려,
운 활동들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했다 나아가 어떠한 활동을 배치하고 배제할 것. , ,
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고도로 선분화 하면서 빈 틈새 시간 없이 단위,
시간당 유의미한 활동들이 투입되는 비중을 높이고자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 .
는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을 선분화하고 빈 틈새 없이 시간‘ ’ ,
을 알뜰하게 사용하고자 쉴 새 없이 활동하는 시간사용 스타일을 바쁜 꿀“
벌 의 시간사용 스타일이라고 지칭할 것이다”(busybees) .
앞 소절들을 통해서 살펴본 평일 짧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취학 자녀의 학교,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짧은 주말을 이용해서 해외여행 계획하기 점심식사를 재빨, ,
리 하고 인터넷 쇼핑하기 등은 바로 이러한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에서 나온‘ ’
행동들이었다 이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이들이 유의미한 활동으로 보는 것. “ ”
들은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족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 가족과 유대관계를, ,
쌓고 양질의 소통을 하는 것 단순 휴식이나 시청과 같은 소극적인 여가가 아, TV
닌 옥외활동 여행 관람활동 등의 적극적 여가활동 습관적 소비가 아닌 자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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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 투자 자기 가꿈 등 이유가 있는 소비활동 등 생활의 질을 높이고 시간사용, ,
의 명분이 있는 활동들이었다.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는 본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서 넓고 얇게 확산되어‘ ’

있었지만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특히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었다 시, ‘ ’ .
간사용의 의미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주어진 시간 안에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
필요한 활동들을 더 많이 하려는 성향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커리어적 성취,
만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외모를 가꾸고 어머니 노릇을 하고 여가소비활동을 즐, , , ․
기는 등 다방면에 양질의 삶을 지향하는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에게서 시간사용의‘ ’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가 집약되어 나타났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 ’
다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 걸쳐 있는 다중적인 정체성을 구. ‘ ’
현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시간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성격을 띤 다른 종류의 활동
들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결국 제한된 시간 안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할 필요성에 직면하는 상황으로 귀결되
고 있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 의미효율적‘ 시간 지향성은 팔방미인형 능력자 정’ ‘ ’
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사용에 대한 태도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련된 중산층 엘리트 현상으로서의 바쁨2)
시간을 선분화하고 관리하면서 일상적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 을 높이고자 하“ ”

는 것은 다양한 시간체계들 간의 충돌을 야기하면서 바쁨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본 소절에서는 각자 상이한 작동원리를 가진 다양한 시간체계들에 따르며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지닌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해서 논의한다 가속화 사회에서 바쁨. ‘ ’
은 단순히 시간 부족이라는 시간량 차원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다 앞선 연.
구들은 이른바 후기근대 자본주의적 시선에서 보았을 때 바쁘다는 것은 게으르다,
는 것의 반대의미로서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바쁨이 이른바(Sullivan, 2008).
좋은 직업 을 가진 이들의 전유물로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 ” ,
지기도 했다(Gershuny, 2005).
본 연구 참여자들 역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쉼 없이 활동 중, ‘ ’

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멋지게 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동경하고 있었,
다 하지만 그 의미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직업위세 소득 등을 통해 과시. , ,
되는 사회적 지위와는 다소 다른 의미를 띠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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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저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니까 뭔가 좀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 ,
그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서 좀 나태해지고 그런 거를 참지 못하는 그런 게, ,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되게 멋지게 사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 그냥 채찍. , ,
질 하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심( , ).○○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에게 바쁨은 끊임없는 자기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
향상하고 유의미한 활동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상태를 의미했다 우선, . ,
커리어와 관련된 바쁨은 활동성 발전성 자기생산성 향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
있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일을 하고 나면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되게 뿌듯 하" , “
지만 하루 종일 별 일을 못했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 지는 것은 바쁘게 일을, ” . “
하면서 자기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행동규범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박사 후(
연구원 박 활동 중인 상태를 이상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업무에 할애, ). ‘ ’○○
해야 할 시간에 휴식하거나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로 여겨,
졌으며 나태함은 보잘 것 없고 못난 삶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

매닉타임 이 컴퓨터 사용내역을 가감 없이 드러내주는 것에 대한 참여자들< >
의 발언과 행위들 역시 시간효율성과 생산성이 하나의 사회적 규범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매닉타임 자료 수집에 대해 부담을 토로했. < >
는데 이는 사생활 정보 공개에 부담일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인간상에 부합하는, ,
시간사용 양상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기도 했다 이들은 매닉타임 소프. < >
트웨어가 자신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업무 중간에,
매닉타임 창을 열고 기록방식을 수 분 간 검토하거나 수시로 창을 열고 자신< > ,
의 활동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매닉타임 과 그 외의 창을 오< >
가며 확인하기도 하였다.64) 또한 평상시보다 기록 일에 업무 외 목적의 컴퓨터,
사용을 자제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는데 이는 연구자에게 생산적인 인간으,
로 비춰지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시간일지 기록하고 매닉타임을 운영하는 날을 그 날 제일 일찍 집에서 나서야 되[ ] [
는 날로 잡은 거지 은근 부담되더라니까 이거 뭔가 날을 알차게 보내야 된] . ,… …
다는 어떤 프레셔 압박감 강조 가 오더라구 웃음 알차게 보낸 거 아(pressure: , ) ( ). (
냐 이 정도는 그니까 내가 그날 부담을 느낀 거라니까 웃음 아 그럼 원래는? ?) ! ( ) ( ,
이렇지 않아 그 날 좀 일이 있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 말이 쓸 데 없는 데는?) . , ,
좀 확실히 많이 좀 안 들어가게 되고 쇼핑 모 이런 데는 안 들어가게 되고 이런, ,
데 있지 그런 데 원래 많이 들어가 대학교수 이? ( , ).○○

64) 하루 컴퓨터 사용기록 중 매닉타임 창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시간은 참여자에 따라 분 여< > 2 30

초부터 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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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인 인간상을 강조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들은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바‘
쁘다는 언설을 반복하거나 인터뷰 도중 연구자가 전화를 받는 분간의 짬 시’ , 1~2
간을 이용해서 해야 할 일들을 메모지에 적는 등 자신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하며 항상 바쁘게 지낸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들에서 엿볼 수 있었,
다 심지어 단순사무직 종사자인 조 는 사무실의 같은 공간에서 다른 참여자. , ○○
를 인터뷰 하는 동안 연구자를 의식해서 훌라후프를 하기도 했는데 연구자가 이,
에 대해 묻자 틈틈이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안하면 시간을“ ” , “[ ]
낼 수가 없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의미”
화하고 있었다.65)
이렇듯 단순사무직 종사자들이 바쁨과 시간관리를 과장해서 보여주는 행동은, ,

앞 소절에서 설명했듯이 바쁘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경쟁사회가 필요로 하는, ‘ ’
노동자로서의 업무수행력 경쟁사회에서의 생존력 이를 가능케 하는 자신의 관리, ,
능력 지속적인 자기계발의 노력 등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커리어 좌, .
절이 축적되면서 경쟁사회의 후면으로 물러난 단순사무직 종사자들에게 자신이 생
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자기경영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바,
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연구자에게 과시하는 것은 자신이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일종의 과장된 자기표현 같
은 것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바쁨이 단순히 기존 연구들이 설명하는 긴 노동시간 높은 소,

득 위세 있는 직업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 이상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내포, , ․
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바쁨에 대한 과장된 발언을 반복한 조 는 자. ○○
신의 일상생활 배분 방식을 설명하면서 시장통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 을 일종, “ ”, “ ”
의 대조집단으로서 제시하고 있었다 조 는 밤늦게 다니고 새벽녘에 귀가하는. ○○
상식없는 서민층 중하층민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배운 사람 교양있는 사, , “ ”, “
람 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체성 관련 언설은 회사 내 고졸” .
출신 동료들이 가정생활에서 생활시간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한 언설과도 접합된
다 조 는 같은 직장 내 고졸 출신 동료들을 비교대상으로 언급하면서 자신이. ,○○
겪는 바쁨의 내용이 이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조 는 고졸출신 직원. ○○
65) 또한 바쁨을 과장하는 현상에는 연구대상 집단이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 ․
는 참여자가 이러한 집단의 특징으로 인지하는 부분을 부각시켜 제시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

다 이러한 경우 바쁨을 과장하는 행동의 이면에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극도의 바쁨을. , ․
겪는 집단이며 체계적 시간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이들이라는 참,

여자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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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시간노동집약적인 가사노동을 중시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자신,․
은 이들과 달리 자녀를 돌보는 효용성 높은 일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효
율적으로 가정생활을 꾸려간다고 발언했다 일상생활을 바쁘게 쉴 새 없이 보내는.
것 시간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일상생활을 운용하는 것 이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
시간을 관리하는 행위들을 교육수준 계층과 관련된 문제로 틀 지우는 이러한 언,
설들은 바쁨을 세련된 중산층 엘리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앞서 장에서 설명했듯이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 유급노동을 통해 커리4 , ‘ ’

어를 추구하면서도 가족생활 여가 소비 외모 가꾸기 등 업무 외적인 영역의 삶, , , ,
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멋있 는 것이었고 약간의 기분 좋“ ” , “
게 누리는 듯한 느낌 박 을 주는 것으로서 계급화젠더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 ․
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다양한 시간체계를 따르면서 다‘ ’
양하고 많은 활동들을 빈 틈 없이 배치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의미‘
효율적 시간관리 문화를 세련된 것으로서 중산층 혹은 중상층의 라이프스타일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바쁨과 관련된 서로 다른 유형의 참여자들의.
발언들을 종합했을 때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 사이에서 바쁨은 중산층 엘리트, ․
로서의 정체성이자 일종의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쁨이 인구사회학적인 관점이 아닌 사회문화적으로도 중산층 엘. , ․
리트 현상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조 가 연구에 임하면서 보여주었던 행동들과 발언들은 연구자의 관심, ○○

대상인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욕망과 이에 대한 불안감․
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조 는 인터뷰 도중 자신이 다른 고학력 전문사무. ,○○ ․
직 참여자들과 비슷한 시간사용 양상과 시간에 대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자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고 자신이 다른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 ․
반적 흐름에 맞춰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도감을 얻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들은 바쁨 을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특징으로 인지하고 세련“ ” ,․
된 중산층 엘리트 정체성과 연관 지어 의미화한 사실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이러,
한 중산층 엘리트들의 문화에 자신이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그,
런 문화에 편입되고자 하는 욕망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3 .

지금까지 관리노동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와 적극적 여가
활동을 중시하는 여가소비의 시간체계가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을 중심으로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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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에게 확산되어 있음을 알아보았다 또한, ‘ ’ . ,
이들의 일상생활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시간체계들이 다양한 시간과 리듬
들을 유입시키면서 이들의 시간경험을 복합적인 것으로 만들고 바쁨의 감정을, ,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과 기존 질서. , ‘ ’ ‘
안주자들의 경우 생애시간 차원에서 정체성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구성하고 있’ ,
었는데 이는 일상적 시간차원에서 여러 시간체계들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경험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1. ‘ ’:

우선 전문직 종사자인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은 앞서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 ’ 4 ,
전문직을 목표로 커리어를 설계하면서 역사적 격변기를 피해서 노동시장에 진입,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역사적 시간과 생애시간 간의 갈등을 최소화했던 이들이었,
다 순조롭게 진행된 커리어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커리어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
구축해나갈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지위를 절하하면서 스스로. , ,
를 부모로부터 받은 세습자본이 없이 개인의 능력만을 토대로 커리어 성공을 이루
고 이를 통해 가족의 계급상승에 기여해야 것으로 의미지움 하고 있었다 커리어, .
능력을 중심으로 한 가족부양자로서의 정체성은 이들이 가족생활을 지배하는 시간
체계나 여가소비의 시간체계를 희생시키고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자기발전의 시,․
간을 따르는 것을 정당화해주고 있었다.
그 결과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은 일상생활을 유급노동과 커리어 발전을 중, ‘ ’

심으로 꾸려가고 있었지만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커리어 발전의 시간체계가 시,
간경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간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었다 커리어추. ‘
구형 능력자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가족을 위한 부양 가족의 계급상승을 위한 경’ ,
제적 보탬으로 의미화하면서 업무 중심적인 일상생활을 가족을 위한 것으로 틀지,
우고 있었다.66)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이 무급노동에 할애한 시간은 변리사 정‘ ’

가 분 대학교수 이 가 시간 분이었는데 이는 풀타임 직업을 가진21 , 2 41 ,○○ ○○

66) 전문직 종사자들이 커리어를 경제활동으로 의미화 하는 것은 자신의 커리어를 추구하느라 가,

족에 소홀한 여성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어막이기도 했다 또한 교수 변리. , ,

사 등과 같이 직업 자체가 위세가 되고 개인의 능력의 방증이 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로서의 자,

신의 능력을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또한 이들이 자신을 경제부양자로 의미화하. ,

며서 자신의 삶에서 커리어의 의미를 축소해서 제시했던 것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오히려 자신,

을 낮추는 것이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에 대한 고려 역시 작용했을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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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들의 행위자 평균인 시간 분보다 월등히 낮은 시간이었다 통계청3 6 ( ,
2009).67)68) 이들의 평일 생활시간은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고 가족생활을 관장하는 시간체계의 영향은 기본적인 활동에 한해서 나타나,
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교수 이 는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

보하기 위해서 가족생활의 시간체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전략들을 사용
하고 있었다 이 는 아이가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수업준비와 저술작업을 하기. ○○
위해 빠르면 시 늦어도 시 전에 매일 새벽에 기상하고 있었다 또한 낮 시간, 2 , 5 . ,
동안 아이는 아침 시 반에 여는 종일반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나마도 업무 시간7 , ,
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자녀를 아침에 등을 찍 을 정도로 일찍 데려다 주, “1 ”
고 있었다 저녁에도 다른 아이들이 다 집에 가고 보육교사가 청소하는 시간까지. ,
자녀를 맡겨두고 있었으며 저녁에 업무 관련 모임이 있거나 밀린 일이 있는 경, ,
우에는 친정엄마가 아이를 어린이 집에서 데리고 오는 등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 ’
들의 일상은 업무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업무시간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조직의 시간문화와 업무,

처리의 속도 등을 중심으로 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의 영향만으로 볼 수는 없다.
이들이 업무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근저에는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
들고자 하는 자기계발적 욕망과 생애시간에 대한 통제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
다 경력을 개발하고 업무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아를 관리하고 경영해 나가.
는 것이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되는 신자유주의 사회 서동진 에서 유급노동( , 2009)
에 할애할 시간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자기계발 및 자기관리의 시간체계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했다 자기계발과 자기관리를 통해 업무 성과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닌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규율해 나가고 있었다.
이렇듯 일상적 차원의 시간경험이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자기계발 및 자기관,

리의 시간체계에 편향되어 있는 참여자들은 업무에 밀려서 그 외의 활동이 축소․
희생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일종의 지연 전략을 사용해서 대처하고 있었다 이는‘ ’ .
평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가족여가소비 생활을 주말 혹은 특별한 연․ ․
중행사로 미뤄두고 약속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전략이었다,

67) 여기서 풀타임은 주중 취업시간이 시간 이상인 경우를 지칭했다 또한 통계청 자료의 무급36 . ,

노동 시간은 가정관리시간과 가족보살피기를 합산한 수치이다.

68) 평상시 이 의 무급노동 시간은 시간일지 기록일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일에는 자.○○

녀의 어린이집 참관수업이 있어서 평상시보다 무급노동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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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연 전략은 짧게는 주말이 올 때까지 지속 됐지만(Hochshchild, 2005). ,
상황에 따라서는 한 달 반 년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겨울, . ,
외투를 사는 활동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혹은 이번 크리스‘ ’, ‘
마스가 올 때까지는 하는 식으로 뒤로 미뤄지고 있었다’ .
우선 주말 단위의 지연전략을 쓰고 있는 변리사 정 의 경우는 주중에는 최, ○○

소한의 관리노동 외의 돌봄을 친정어머니에게 일임하고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중
심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말은 다른 활동을 따로 계획하지 않고 전적으. ,
로 자녀 중심으로 보내면서 부족한 가족생활을 보충하고 있었다 정 는 주말을. ○○
이용해 아이와 함께 외식을 하거나 아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구경하기도 했고, ,
대치동이나 압구정동에 있는 학원에 데려다주고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기도 하였
다.
하지만 주말 단위로 자유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연 전략이 연중, ,

분기별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대학 교수인 이 는 연구실적 압박으로 인해 주말. ○○
을 연구활동에 할애해야 했고 연달아 찾아오는 원고 마감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낼 여건이 안 될 때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가 여가소비의 열망. ○○ ․
에 대처하는 전략은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 본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즌에,
맞춰서 가족여행을 계획하는 것이었다 평상시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이 는 년에 회 정도 일상을 떠나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방법으로 자신의1 1~2○○
부재를 가족들에게 보상해주고 있었다.
이렇듯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은 유급노동 자기계발 및 자기관리의 시간체, ‘ ’ ,

계들이 시간경험을 지배하는 일상생활을 가족의 계급상승을 위한 것 경제적 보상,
을 통해 자녀에게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는 부양자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미화하면서 궁극적으로 가족을 위한 것으로 의미화하고 있었다 가족을 위한, .
생계부양자이자 자녀의 계급상승을 지원해주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이들이 유,
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자기계발 및 자기관리의 시간체계에 편향된 삶을 살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가족생활 시간체계와 갈등을 빚지 않을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 .
또한 여가소비의 시간체계가 희생되고 있는 현실은 지연전략을 통한 일종의 인지․
적 보상을 통해 시간체계들 간의 불균형을 봉합하고 있었다.

2. ‘ ’: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한국사회의 역사적사회적 시간과 자신의 생애시간을‘ ’ ․
동시화 시키지 못하면서 직업정체성을 축소하고 어머니로서의 역(synchron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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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재정비한 이들이었다 이들은 고용시장에 진입하던 시기.
의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맞춰 자신의 생애시간의 방향을 수정하고 역사적 시간의,․
속도에 맞춰 나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이들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
역시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와 경제사회문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관리․ ․
자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친밀성과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정성 을 중심으로 어머니 정체성을 형성하고(domesticity) 있
었다.
이러한 전통적 가정성 중심의 모성 정체성은 이들의 일상생활이 관리노동 중심

적인 중산층 가족의 시간체계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일종의 방어막으로 작
용하고 있었다 또한 직업정체성의 축소는 생애과정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강도가. ,
높지 않고 느슨한 리듬의 업무만을 요구하는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결과를 낳,
았고 그 결과 이들은 업무강도가 높고 그 양이 많으며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요, , ,
하는 이른바 좋은 직업 을 가진 자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로“ ”
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여가소비 활동 역시 정체성을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핵. ․
심적인 요인이 아니었기에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었던 활발한, ‘ ’
여가활동을 비롯해서 일상생활을 정체성 구성을 위해 유의미한 활동들로 채우고자
하는 경향 역시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렇듯 기존 질서 안주자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은 시간집약적이지 않은 전통, ‘ ’

적 가정성 위주의 가족생활의 시간체계 경쟁적이지 않고 느슨한 유급노동의 시간,
체계로 구성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주어진 시간을 빈틈없이 여가와 소비 스케. ,
쥴로 채우면서 지속적으로 활발한 활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 여가소비의 시간체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기존 질서 안주자. , ‘ ’․
들은 일상생활에서 바쁨을 경험하지 않고 있었고 이는 이들의 생애과정의 전개, ,
생애시간과 역사적사회적 시간의 관계맺음 이러한 생애시간 경험을 토대로 구성,․
된 이들의 정체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4 . (time pressure)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적 차원의 시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
른 시간체계는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였다 앞서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참여자들. 4 ,
중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직업정체성을 축소하고 경쟁사회의 시간체계로부터 거‘ ’
리를 두고 있었다 반면 나머지 유형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인 개인의 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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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및 자녀교육과 연관된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에 대해서 인식하고 일상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이번 소절에서는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에 대한 인식이 고학력 전.
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에 대한 인식은 이들의 시간에 대한 감정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며 어떠한 양상으로 시간자원을 관리하도록 만드는가, ?
경쟁사회의 시간체계는 참여자 개인의 생활차원에서는 업무 생산성과 실적에

대한 압박감으로 체감되고 있었고 가족생활과 관련해서는 자녀가 경쟁에서 뒤처,
지는 것 같은 도태에 대한 우려와 초조함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절에서는 이러한. 4
감정들이 참여자들의 시간사용 양상과 시간에 대한 감정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하는 소절들에서는 다양한 시간체계들이 중첩되고 충.
돌하는 상황을 참여자들이 어떻게 조율타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바쁨의 감정,․
이 생성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소절에서는 경쟁사회의 시간체계를 의식,
해 바쁨을 자가생성하는 양상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할 것이다.

1. , “ ”

경쟁사회의 시간체계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참여자들은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사회의 시간들 대비 자신이 흐름에 뒤쳐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업무성과에 대한 압박감이 크고 업무수행에 대한 타율적인 시간규제가 약한,
연구직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69) 본 연구 참여자들 중
에는 대학교수인 이 와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는 박 가 이에 해당했는데,○○ ○○
이들은 업무에 대한 시간 자율권이 큰 반면 실적에 대한 압박감은 큰 이들이었,
다 이들은 강의시간과 업무미팅 시간 외에는 스스로 업무속도를 조정할 수 있고. ,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업무환경에 놓여 있었다 또한 실시간으. ,
로 업무보고를 하거나 상사 및 주변 동료들과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소통해야 하,
는 요구가 크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면서,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용해야 했다. 하지
만 실적에 대한 강압감이 큰 상황에서 주어진 높은 시간자율권은 이들에게 생산,
적효율적 시간활용에 대한 강압감과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
었다.

69) 이번 소절에서는 본 연구 전반에 걸쳐 전문직으로 분류되었던 교수 연구직으로 분류되었던‘ ’ , ‘ ’

박사 후 연구원을 함께 묶어 논의했다 두 참여자는 고용 종사상의 지위는 다르지만 수행하는. ,

업무의 성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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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이들이 느끼는 시간에 쫓기는 느낌 이면에는 실적을 위해 경쟁하는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취학 아동을 키우면서.
대학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 의 경우 낮 시간에는 강의와 업무회의 일정이 포,○○
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구에 할애 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뿐이었다 연구실적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는 매일 새벽 기상을 위해 사투를 벌○○
이고 있었다.
새벽에 일어나려고 애를 쓰지 근데 실패하지 잠도 거의 막 깼다 잤다 깼다. , , ,…
잤다 그런 거 있잖아 응 그럼 그런 날이 일주일이면 몇 번이나 돼 내가 월. ( . ?) 11
달은 진짜 매일 그랬던 거 같애 그니까 월 달 그때 너 만날 때 그때가 약간 소. 9 , ,
강상태였어 그 직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월달까지는 거의 뭐 매일 그런 거 같. , [11 ]
애 매일 대학교수 이, ! ( , ).○○

위의 인용문은 성과 위주의 경쟁사회에 대한 인식 경쟁자들이 나보다 더 빠르,
게 성과를 이루면서 경쟁대오에서 앞으로 치고 나갈 것 같은 불안감이 업무 실적
에 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오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면시간을 규율하고 있는 상
황이었다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에 대한 인식은 신체의 리듬과 일상적 시간사용에.
대한 규율 행위로 이어지고 있었다 굳이 마감일이 임박하지 않아도 업무에 할애.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미덕이었으며 최대한 일찍 일어날수록, “ ”
좋은 것이었다 하지만 성과를 중시하는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에 따르기 위해서는. ,
시간사용 행위들을 규율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수면을 필요로 하는 신체의 리듬을,
규율해야 했다.
시간차원의 행동규율에 대한 의지는 업무 관련 스케줄 운용방식에서도 드러난

다 박사 후 연구원인 박 는 자율적인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생기는 시간손실을. ○○
줄이고자 타율적인 시간규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감일을 의도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나는 누가 다른 사람이 관리해 주는 게 없어요 그냥 내 스스로 내가 책임자에요. . .
그냥 내가 대학원생들에게 세미나 시간 조정해라 어떻게 해라 내가 지시 하는[ ] , , [ ]
거고 그 외에 나에 대해서 뭐 푸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어때요 편하죠, , . ( ?) .
편하긴 편한데 한편으로는 누가 날 좀 푸쉬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의로, .
끌고 갈려면 아무래도 좀 루즈 해지니까 그거를 업무 시간계획을 좀 루즈(loose) [ ]…
하게 느슨하게 짜는 거보다 나는 몰아치도록 짜놓고 되는 데까지 하는 데까지[ ] , , , ‘ ,
해보자 그런 게 내 스타일이에요 계획이라는 게 잘 되면 기분이 좋은데 안 되!’ . ( ,…
는 경우도 많잖아요 안 되는데 세 개를 계획해서 내가 하나만 이뤄도 워낙 나는) , ,
계획을 타이트하게 무리하게 만들어놓거든 나는 논문 서브미션 제출. [sub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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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 달에 데드라인 두 개씩 막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그 계획에 맞춰서 몰, , [ ]
고 가요 일단은 몰고 가요 그런데 결국은 못해 너무너무 급박하게 짜놨기 때문에. . .
몰고 못가더라도 그렇게 하다보면 결과물이 어쨌건 나오니까 그럼 그 다음 것에, .
활용을 하면 되니까 내가 개를 계획해서 그 중에 개 개 반 되더라도 그렇게. 3 1 , 1 [
하는거지 박사 후 연구원 박] ( , ).○○

타율적인 시간규율이 없는 업무환경에서 강제효과를 낼 수 있는 업무기일을,
무리해서 정해놓고 그에 맞춰 생활을 몰고 가는 방식은 시간을 규율하는 한 방법
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스스로를 끊임없는 활동 상태. ․
로 몰고 가면서 바쁨을 자가생성하게 만들고 있었다 성과에 대한 압박감은 자신.
의 신체를 극도로 규율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주체의 자율적인 선택,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들은 바쁘게 스스로를 다그쳐가면서 빠듯한 일정에. ,
맞춰 생활을 빠르게 몰고 가는 것을 즐겨 하고 있었으며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 ” ,
고 이러한 삶을 계획 하고 있었다“ ” .
앞서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을 중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제한된‘ ’ ,

기간 안에 여러 업무들을 빠듯하게 배치계획해서 시간을 꽉 채워서 사용하는 바,․
쁜 꿀벌 의 시간사용 스타일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시간사용(busybees) .
스타일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빈 시간에 아무 것도 하지 않,
은 채 휴식하는 것은 기분이 안 좋 은 일이었고 버려지는 시간으로 여기고 있었“ ” ,
다.
박 은 스스로를 바쁘고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

즐기는 스타일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시간사용 양상이 뿌듯하고 만족감을 준다,
고 이야기했는데 다음 인용문은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시간규율과 그로 인, ․
한 시간압박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드러내준다.
빈틈없이 짜서 상황적으로도 어쩔 수없이 거기에 맞춰 돌아가도록 그리고 나는 왠.
지 그렇게 하면 내 스스로 뿌듯 강조 한 거( ) 같애. 나는 하루종일 바쁘게 일을…
하고 나면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되게 뿌듯해요 아 하루종일 일을 했다 는 뿌, . ‘ ! ’
듯함이 있는데 하루 종일 별일을 못했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웃음 시간, . ( ). …
을 쪼개서 하루의 일과를 쪼개서 적어놓고 하기를 좋아하고 잘게 쪼개서 세운 일, . [
과 계획을 지워가면서 그리고 계획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기를 좋아해요 시간] , . (
을 타이트하게 쓰는 그 기간 동안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나는 그 기간 동, ?)
안 되게 뿌듯해요 나는 그런 기간을 좋아해요 미소 즐겨요 육체적으로 약간. ( ), . …
힘들어도 정신적으로는 즐겨요 버틸 만 하다는 거죠 버틸만하고 그걸 즐겨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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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강조 그때 기분이 좋지 요즘처럼 이렇게 막 강조 루스 하게 늘어지( ) , ( ) (loose)
는 때는 좀 싫어요 박사 후 연구원 박( , ).○○

참여자들은 최대한 시간을 압착해서 사용함으로써 생산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철저히 자신의 정체성으로 체화하고 있었다 그런 게 내 스타일이에요 박(“ ”,

성과를 향한 자기발전의 가치를 체화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쁨의 감정은 약).○○
간의 흥분상태와 비슷한 것이었으며 긍정적 에너지를 생성하게 하면서 삶의 만족,
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Garhammer, 2002; Wilderberg, 2006) 역으로 육. ,
체의 리듬을 규율하고 시간을 통제하는 실천이 불충분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성,
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경쟁사회의 속도 대비 자신이 뒤처지는 듯한 느낌과 함
께 불안감과 초조감을 겪고 있었다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활동들은 해치워야 될, .
의무사항이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효율적 시간관리가 되,
지 않는 상태는 게으른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분 초라도 낭비되는 시간은 시. 1 1
정되어야 하는 사항이었고 박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은 죄책감을 느끼는 시( ).○○
간이었다 이 이들은 주어진 시간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 ).○○
되는 경우가 아니면 불안감과 초조감을 겪고 있었다 효율적인 시간사용에 대한, .
강박감은 성과를 쫓는 것이 절대화되면서 스스로 자신을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인
노동자의 규범이 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다.70)
이러한 시간운용 스타일은 성과와 생존이 절대적인 가치로 숭배되는 사회에서

열정적이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기업가 정신 을 가진 노동주체를 구현하는 것이라“ ”
볼 수 있다 서동진 은 자기계발서들의 경영담론을 분석한 결과 오늘날의. (2009) ,
경영담론들이 시간관리의 실천들을 통해 스스로를 경영하는 자기계발적 주체로 거
듭날 것을 권유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기계발적 주체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통치권,
력이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신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규칙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악덕으로 간주되며 출퇴근 시, ,
간의 관습과 시간이라는 자연적 제약을 극복하고 시간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24
주체가 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기계발의 능력을 통해 기업가 의 삶을, “ ”
살아가는 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바람직한 주체성이라는 것이다 서동진( , 2009).
이러한 관점에서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자율적으로 업무목표를 세우고 이,

70) 성과사회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성과주체 가 스스로를 착취한다는 주장은 한병철 을 보“ ” (2012)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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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 해가는 이 의 모습은 자기계발의 시대가○○
권유하는 기업가적 자아 로서 자신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바쁨은 효율성을 위한 자율적 관리라는 신자유주‘ ’

의의 통치성을 내면화 하고 시간을 효율적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
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시간규율이 느슨해질 때에는 자기 발전을 위해 경.
주하는 속도가 경쟁사회의 속도에 뒤쳐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시간에,
쫓기는 느낌과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시대에 뒤처지는 느낌과 불안감 등은.
이들의 가진 시간에 대한 관리적 태도와 시간관리 행위가 기업가적 자아 로서 스“ ”
스로를 가꾸어나가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감정이라는 것의 방증이었다 이렇게 보.
았을 때 경쟁사회의 시간체계를 따르면서 생성되는 불안감과 시간에 대한 강박, ,
감이 동반되는 바쁨은 속도나 경쟁을 야기하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쟁의 원리를 내면화한 내 안의 나와의 싸움에서 생성되는 바쁨이었다, ‘ ’ .
이는 경쟁사회의 논리를 내면화한 나 자체가 지속적인 자기규율을 추동하도록 만‘ ’
드는 신자유주의 시간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았을 때 연구직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시간관리는 자, ,

신이 상정한 직업목표를 향해 스스로를 통제하고 제어하면서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존재 양식을 구축해 가는 자기의 윤리 적인 측면 역시 가지고 있었다 나는 하루“ ” . “
의 일과를 쪼개서 적어놓고 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 ] 지워가면서.
하루 종일 바쁘게 일을 하는 것을 그런 기간을 좋아해요 즐겨요 박[ ] . ”( )… … ○○

라는 발언은 연구직 종사자들이 직업인으로서 실천하는 자기규율이 자신의 행위를
성찰의 대상으로 보고 스스로 설정한 업무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신을 제어하,
며 자신과의 윤리적인 관계를 확립해 가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연구직 종.
사자들의 시간관리의 실천을 자기의 테크놀로지 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수행“ ”
하는 직업노동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연구직 종사자들이 경쟁사회의 시간체계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양상이 이중적

인 성격을 띤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연구직 종사자들의 바쁨과 시간에 쫓기는 느,
낌 시간규율의 실천은 신자유주의적 시간 장치의 주체화 권력이 작용한 결과이면,
서 동시에 이를 교란시키는 신성모독 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감, “ ” .
벤이 말하는 인간의 세계와 신성한 세계의 분리의 질서 욕망하는 연인의 실재와,
이미지의 관계가 애매모호한 상태인 것처럼 연구직 종사자들의 시간관리의 실천,
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바쁨의 감정은 기업가 정신 을 가지고 경쟁사회의 시간체“ ”
계를 따르는 통치권력의 이상적인 신민으로서의 행위의 측면과 연구직 종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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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식을 연마하고 보다 완성된 상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기의 테크놀로지 의“ ”
실천인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아감벤은 장치를 통한 주체화 권력의 작동을 실재.
를 알 수 없는 이미지에 대한 사랑에 빗대어 설명하면서 이미지와 실재 사이의,
간극이 깨지는 순간 이 사랑이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 즉 장치. ,
를 통한 주체화의 권력과 그로부터의 해방 가능성은 생명체들과 장치의 연결고리
가 깨지는 순간 더 이상 논할 수 없게 되며 장치와 생명체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
면서 그 성격이 변화할 때 장치의 주체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의 가능성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Agamben, 2010[2005]; Agamben, 2010[2006]).
에서 보았을 때 기업가 정신 을 가지고 스스로를 경영해나가기 위해 시간을 관리, “ ”
해나가는 경쟁사회의 이상적인 노동자로서의 면모와 연구자로서의 완성을 추구하,
고자 하는 자기윤리적 면모를 동시에 보이고 있는 연구직에 종사하는 고학력 전
문사무직 여성들은 신자유주의적 시간장치를 통한 통치권력의 작동이 균열되는․
지점들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장(Agamben, 2010[2006], 5 ).

2.

이번 소절에서는 가족생활이 관리의 대상이 되면서 박혜경 가족생활과( , 2008),
관련된 시간실천과 시간에 대한 감정 역시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 장의 절과 앞 소절에서는 일련의 고학력 전문사. 1 ․
무직 여성들을 중심으로 가족생활에 대한 관리노동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단,
위 시간 당 유의미한 활동의 비중 즉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을 중시하는 바쁜 꿀, ‘
벌 시간사용 스타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바쁜 꿀벌들의 관리적’ . ‘ ’
태도가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은 자녀교육이었는데 그 이면에는 경쟁이,
고도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자녀들의 생존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감과 경쟁사회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끊임없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욕망을 행위로 추동하는 것은 자녀교육과 관련된 경쟁사회의 속도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불안감이었다 참여자들은 빠르게 학업성취를 이루고 발. ,
전하고 있는 자녀교육 경쟁사회의 속도를 상정하고 자신의 자녀를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교육 경쟁사회의 속도에 발맞춰 가야 한다. ,
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속도에 뒤쳐진다고 느껴질 경우 불안감을 느끼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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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뭐 벌써 강조 교육을 시키고 전 아직 그런 거는 없는데 사실 저희 회사에서( ) , ,
도 저만 강조 그래요 아이들 교육을 신경쓰지 않아요 다른 애 엄마들은 엑셀( ) [ ]. …
공유를 해요 내가 이번에 무슨 책을 샀는데 우리 애가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 그. , .
걸 다 강조 체크를 해요 보면 또 누가 어 난 이 책 샀는데 우리 애가 이 책 너( ) . , “ ! ,
무 좋아하더라 이걸 서로 엑셀을 공유를 해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가 엑셀. . ,
이 애기 돌때가 가장 그 때가 흔들렸어 돌이니까 이제 모 사야 돼 모 시켜야. . .…
돼 그게 있더라구요 가끔은 이제 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야 초등학, . , “ !… ○○
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는 마스터해야 돼 초등학교 들어가면 수학을 마스터해야 돼! ”
모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문센 문화센터 영유아 수업 안다녀 막 이러면서. [ ] ?…
너희 딸 도태된다 그럴 때마다 움찔움찔 하면서 언니 나 많이 늦은 거지. , “ ?”,…
많이 늦었다 그러구 이야기 해요 돌 전후 아이를 둔 또 다른 지인에게 모“ ” [ ]. [ ]…
배우냐 물어보면 거기는 거의 돌때부터 짐보리 다니고 이랬거든요 헉 안 보내냐, . ,
고 빨리 강조 보내라고 막 그래서 최근에 문화센터를 처음 강조 으로 다니기. ( ) . . ( )…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저의 위안이죠 난 우리 딸도 모 해 나도 이제 우리 딸한. . , .
테 뭘 시켜 그 강조 자기위안 때문에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심. ( ) ( , ).○○
다섯 살 이 때 쯤이 었나보다 그 전까지는 어린이집에만 다녔어 나중에 영어, ( ) , [ ] . [ ]
유치원 가서도 영어유치원만 다니구 딱 발레만 시켰거든 딱 그 두 개만 정말 강, , . . (
조 아무 것도 안 시키고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 엄마 앞집에 사시는 분이 애가 세) ,
명인데 한 명은 교대부속 보내고 두 명은 서이초등을 보내는 엄마였어 나보고, , .…
그러면 안 된대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막 우리 엄마한테 조언을 해 줬나. . [
봐 우리 친정엄마가 너 앞집 엄마를 좀 만나보라 그래서 만났더니 그러면 안]. [ ] , , “
돼요 놀라면서 학습지도 안 시켰어요 피아노도 안하고 하더라구 아무것. ( ) ? ?”[ ] “…
도 안했는데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가르쳐주더라고 대기업 근무 서, !” ( , ○
).○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한 경쟁사회의 빠르게 돌아가는 수레바퀴의 속도는 이들

에게 하나의 시계가 되어서 작동하고 있었다 위의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자녀교. ,
육 경쟁사회에 대한 인식은 뒤쳐짐 도태 등 경쟁주의 담론을 통해서 드러난다“ ”, “ ” .
돌이 갓 지난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심 조차도 이러한 자녀교육 경쟁속도의○○ ․
담론에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참여자들은 미취학 아동 심지어 돌이 막 지난 아, ,
이들의 경우에도 또래 아이들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경주 에서(race)
뒤로 밀려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교육과 아이 교구 구입에 대해 흔들 리고 관리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 ” ,

한 지적에 움찔움찔 하며 자신의 관리가 부족하여 자녀가 도태 될까봐 불안하며“ ” , “ ” ,
문화센터 강좌에 가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위안 을 받는다는 심 의 발언은 자“ ” ○○
녀교육을 중심으로 한 경쟁사회의 빠른 속도에 대한 인식과 이와 관련된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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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을 보여준다 경쟁사회 속에서의 위치와 관련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일상생.
활에서는 자녀교육 정보에 더 민감해지고 자녀교육 경쟁 지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71) 절에서 살펴본 가족관리 노동을 중심으로 한1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의 영향은 이러한 자녀교육 경쟁사회의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었다.
자녀교육 경쟁사회의 시간성의 영향을 받는 이들은 자녀들을 집에서 가까운 곳

에 있는 학원이 아닌 유명한 학원가나 실력 있기로 입소문이 난 다른 지역에 있,
는 학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었는데 자녀교육을 위한 주말 가족 관련 이동 시간, ‘ ’
이 길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서 는 시간 분 정( 4 5 ;○○ ○○
는 시간 분 박 는 시간2 20 ; 2○○ 분15 ). 이들은 학부모들과의 친교생활로 쌓은 신
뢰를 이용해서 유명 사교육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주말을 이용해 집에서 먼,
교육기관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며 자녀교육에 힘쓰고 있었다 보다 양질의.
사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원거리 이동을 마다않는 이들의 주말 시간사용 양상
에는 자녀에게 투영된 경쟁사회 속에서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자녀교육 경쟁사회의 시간체계를 따르는 것은, 시간집약적인 활동을 요

구했으며 사교육 기관들의 스케쥴 함께 공부하는 자녀 친구들의 스케쥴 등 다양, ,
한 시간들의 갈등과 조율이 필요한 일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 관리노동과.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심각한 시간갈등을 야기하고 있었다 서 하지만 자녀( ). ,○○
의 교육경쟁을 지원하는 것이 계급 상승이동 혹은 계층 하락을 막기 위한 방편이,
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조은 쪽 가족 관리 노동이 야기하는 다( , 2010, 81~2 ),
양한 시간의 유입과 그로 인한 시간갈등과 바쁨의 감정은 중산층 여성들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시간압박감은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동시에 하려는 욕망, ,

에서 비롯된 것이며(Robinson & Goodby, 1999), 이러한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
서 파생되는 바쁨의 감정은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고소득자들,
의 특권적 지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Gershuny, 2005; Jacobs &

본 연구의 결과는 바쁨을 사회적 지위이자 특권으로 보는 시선과Gerson, 2005). ,
유사한 맥락에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하려는 열망이. , ,
71) 위험과 위기 경쟁과 도태라는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에 대해 주체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관리자적 태도로 대응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녀교육과 관련해서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으로 나타,

나고 있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관리자적 태도를 가진 이들일수록 자녀가 교육경쟁사회에서 도. ,

태되지 않고 또래들의 발전 속도를 쫓아가고 따라 잡을 수 있게 사교육의 손을 빌리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에 대한 인식과 관리자적 마인드가 본,

인과 자녀들의 일상생활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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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에 대한 과시가 아닌 특권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보다 가깝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동시에 하려는 이들의 열망은 빠른 페. , ,
이스로 달려가고 있는 경쟁사회의 시간체계를 의식하고 경쟁사회에서 자신의 생,
존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이었다.

5 .

이번 절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시간경험이 젠더화된 시간체계와․
리듬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굴절되며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어떠한 시간갈등을 경,
험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일하는 여성들의 시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여성들.
이 일과 가족이라는 두 영역에 시간을 나누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
간량 부족에 시달리며 일가족 간의 시간갈등에 대처해가는 전략이 시간에 대한, ․
기회비용을 어떻게 평가하며 유무급 노동을 자신의 역할로서 받아들이는 정도에, ․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학력 전문사무직. , ․
여성들이 다양한 활동에 대한 높은 열망을 지니고 있으며 소위 좋은 직업 을 가, “ ”
진 이들이라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가사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시간에 대한 기회, ․
비용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젠더화된 시간체계를 어떻,
게 조율타협하는가 이들이 타협하는 양상은 여타 시간체계들의 작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
앞서 절에서는 참여자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간체계들이, 3

서로 상충되는 가운데 이들이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을 원칙으로 일상생활의 활, ‘ ’
동들을 관리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미세전략들을 통해 서로 다른 시간체,
계들 간의 갈등을 조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절에서는 시간소모적인 성.
격을 띤 가사와 돌봄 노동이 효율적 시간지향성의 원칙 아래서 어떻게 축소조율․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시간경험이 다양한 시간체계들과. ,
리듬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는 시각에서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규율되,
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업무의 리듬과 속도 대리육아자의 스케쥴 어린 아이의, , ,
신체 리듬에 따른 육아의 리듬 참여자의 육체적 리듬은 어떠한 양상으로 참여자,
들의 시간경험 속에서 교차하는가 이들이 상호 충돌하는 양상은 어떠한가 나아? ?
가 고학력 전문사무직이라는 학력 및 직업자본이 젠더화된 시간경험을 타협하는, ․
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절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5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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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의 강도나 조직환경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돌봄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정규 퇴근시간에 맞추어 업무를 완료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를 보였다 하지만 야근과 시간외 근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의 기업 문화. ,
속에서 정규 퇴근시간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참여.
자들이 선택한 전략은 근무시간을 압착해서 사무실에서 보낸 시간의 밀도를 높이
는 것이었다.
변리사인 정 는 정해진 시간 안에 본인의 업무를 완수하지 못해서 야근이나○○

재택 잔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압축적으로 사
용하고 있었다 정 는 정해진 기한 안에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해 연구조. ○○ ․
사하고 그 결과를 비서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시,
각각 업무를 보고하거나 타인들과 시간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에 일상적으로 직면
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업무 특성상 정 는 업무시간을 운용하는 데 있어. , ○○
서 시간자율권을 확보하고 있는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는 정규 업. , ○○
무시간 안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과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규,
율하면서 집중몰입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매닉타임 보니까 진짜 정말로 딴 것 안하고 꼬박 일만 하시는 거 같던데 그거( , ) ,
집에 빨리 가려고 야근을 안 하려고 시에 퇴근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일을 딱[ ] . 6 ,
시작하면 정말 일 하는 시간에 딱 일에 집중해서 하고 무조건 강조 시에 끝나, , ( ) 6
게 적어도 시에는 끝나게끔 쉬지 않고 일을 해요 왜냐하면 집에 가야되니까. 7 [ ]. [ ] .
그래서 일과 중엔 정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편이거든 일을 계속 하고. .
집중을 못하면 야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야근을 엔간하면 안 하려구.…

노력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진짜 무섭게 막 강조 초집중을 하면[ ]. , ( ) ,…
저녁에 진짜 머리가 띵 한데 그래도 일을 시에 마치고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그, 6
생각으로 참고 하는거지요 변리사 정[ ] ( , ).○○

퇴근 이후의 시간을 보육이나 자녀 관리노동에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
들은 사무실에 머무는 시간 동안 최대한 시간을 압착해서 사용함으로써 업무밀도
를 높이고 있었다 특히 야근이 하나의 노동문화로 자리 잡은 업계에 종사하는. IT
심 는 야근을 피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심 의 회사.○○ ○○
는 업계에 뿌리 깊은 야근문화를 반영해서 늦은 출근과 늦은 퇴근을 정규근무IT
시간에 반영한 경우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뒤로 늦춰진 정규근무시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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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 추가적으로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 는 대신 아이를 돌봐주시는. ○○
친정어머니가 저녁 시간을 휴식할 수 있도록 육아를 바톤터치 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보다 시간 일찍 출근해서 이들이 야근을 하는 몫만큼 아침에 근무를2 ,
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업무시간을 구사하고 있었다.72)

저희가 시에 출근해서 시 퇴근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야근이 있어서 그래10 7 . ,
서 저는 팀장님한테 처음에 양해를 구해서 제가 좀 일찍 와요 한 시쯤 와서 시. 8 7
에 퇴근하는 걸로 예 결국은 시에 와서 시에 퇴근하는 거랑 똑같이 근데 저. . 10 9 .
는 그걸 늦게 하는 거 보다 차라리 앞으로 당기겠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와서 일, .
하고 대신에 꼭 칼퇴 정시 퇴근 하겠다 그런데 칼퇴 못할 때도 많아요 아무리, [ ] . , .
아침에 일찍 와도 똑같더라구요 웃음 제가 사실 칼퇴하고 그런 게 인터넷 쪽에서( ). ,
는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 올빼미 족이라 야근을 다 해요 근데 저만 꼭 칼퇴하. .
고 그러는 게 눈치를 안줘도 스스로 눈치 보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 ,
심 ).○○
시간일지 기록을 보니까 휴식시간이 없던데요 없어요 음 그냥 사람마다 좀 성( ) . , ,
질의 차이인거 같은데 회사에서도 쉬는 사람은 쉬어요 근데 저는 빨리 끝나고 빨, . ,
리 가자는 주의거든요 빨리 가서 애를 봐야 된다는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웬만하. ,
면 안 쉬려고 하죠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심( , ).○○

심 의 경우 업무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메일 등 동, ,○○
료들과의 빠른 업무 의사소통으로 생성되는 타율적으로 형성된 업무속도에 퇴근
이후 돌봄에 대한 압박감이 더해지면서 업무 속도는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었다.
위의 사례들은 일하는 여성들이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의 밀도가 전적으로 유급노
동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일터에서 여성들이 겪는 시간경험은 남성들과는,
달리 돌봄의 시간체계의 영향으로 인해 젠더화된 측면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
다 소위 칼퇴근 을 지향하는 여성들의 근무시간은 돌봄의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 “ ”
아 젠더화된 근무시간이었으며 칼퇴근 에 대한 압박감은 스스로 업무속도와 밀도, “ ”
를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72) 심 의 경우는 실상 유연화된 노동전략이 노동시간 증가를 낳는 경우였다 심 의 출퇴근.○○ ○○

시간전략에 따르면 매일 정규업무시간 외에 시간의 야근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동료들이, 2 ,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혼자 퇴근하지 못하고 이에 더해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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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s.

앞서 본 장의 절에서는 세 미만의 자녀를 둔 참여자들의 개인유지 시간이1 3
일하는 기혼여성들 평균보다 월등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
다 이는 영아 보육자들이 영아들의 짧고 잦은 수면 및 수유 리듬으로 인해 충분.
한 수면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 결과. ,
영아 보육으로 인한 장시간 돌봄시간이 여성들의 육체적 리듬을 깨뜨리고 노동시
간의 규율과 부조화를 야기하면서 시간경험 차원에서 다양한 여파를 낳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영아의 신체리듬이 중심이 되는 육아의 리듬과 노. ,
동시간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는 성인의 생활 리듬 및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는 어
떻게 충돌하는가?
무엇보다도 육아의 리듬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돌 전후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사례들이었다 이들은 영아의 짧고 잦은 수면과.
수유 리듬으로 인해 연속적인 수면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총 수면시간, ,
짧게 나타나고 있었다.73) 돌이 채 안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강 는 어린 아이의○○
수면 리듬에 따라 시간 분을 자고 일어나 새벽 시경 밤중 수유 기저귀2 40 , 2~3 ,
갈기 아기와 놀아주기 다시 재우기 등 시간 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새벽, , 2 30 , 5
시경부터 다시 시간 분 정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어린 아이의 신체리듬에2 50 .
따라 돌봄노동의 간격 빈도 시기가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수면시간 량, ,
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수면의 질 역시 확보하기 어려웠다, .

보니까 잠을 되게 짧게 짧게 자더라구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애기 태어나고 그( ?) . . (
런 거예요 예 지금은 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 . ( ?) .…
그래도 는 되게 잘 자는 편이거든요 새벽 수유는 한번 정도 하면 되거든요. .○○ …
그러면 한번 먹고 아침 시 전에 이제 깨면 이제 그때는 아침이니까 그래도 죽겠, 7 , .
어요 잠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지금 소원이 제가 맨날 신랑보고 시간만. . , 10… …
쭉 자봤으면 좋겠다고. … 그런데 아기가 밤에 깨지 않더라도 젖이 불면 짜야 되, [ ]
잖아요 어쩔 때는 애기가 자도 젖이 꽉 차서 아파서 깰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 5
시간 이상은 쫌 못자는 거 같아요. 새벽 시나 시 이때쯤 애기가 한번 깨면[ ] 3 4 ? ,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이고 이제 얘가 어떨 때는 바로 자는데 또 어떨 때는 놀자, . ,
고 그러니까 대학조교 강( , ).○○

73) 평일 핵심군 참여자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시간 분이었다 이에 비해 돌 전후의 영아를 키6 44 . ,

우고 있는 강 는 시간 분 박 는 시간 분 김 숙 시간 분 심 시간으로5 45 , 6 20 , 6 25 , 7○○ ○○ □ ○○

대체로 평균 수면시간 보다 비슷하거나 적은 수면시간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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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은 육아의 리듬이 사회적으로 규율되는 노동의 시간과 충돌하면서
수면부족을 낳거나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참여자들의 육체 리,
듬에 따라 자녀를 규율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영아의 예측하기 어려운 신체.
리듬과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에 따라 사회적으로 규율되는 참여자들의 일과 리듬의
부조화는 결국 이들의 육체적 리듬을 망가뜨리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의 예측할 수 없는 신체리듬을 따르느라 수면시간을 확,

보하지 못하는 상황은 강도 높은 육체적 피로감을 야기하고 있어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강 는 야간 육아로 인한 수면부족으로 인해 사무실에서. ○○
멍한 정신으로 집중을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함의 정도를 묘사해주신다면 아침에 눈 뜨면 눈이 빠지는( )
거 같죠 따가우니까 애기 낳고 약간 빈혈이 생겨가지고 어질어질하니까 잠도. . ,…
못 잔대다가 어질어질하니까 죽겠죠 여기서도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사람이 좀. [ ]…
멍해지는 거 같아요 저 원래 사사 세세 한 것 기억 되게 잘 하고 그런데 깜빡깜빡. [ ] ,
증 세가 되게 심해져서 업무할 때 실수할 거 같아서 되게 긴장하게 되요 강[ ] ( )○○
대학조교 강( , ).○○

위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영아를 키우는 참여자들에서는 돌봄의 리듬과 유급노,
동의 시간체계가극심한 갈등을 낳고 있는 상황이 관찰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자유,
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출퇴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연구직.
박 의 경우는 이러한 갈등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돌봄노동을 통해 가족에게 시간을 양도하는 시간
이 늘어나고 있었다 박 는 가족생활에 할애하는 시간이 유독 길게 나타나고. ○○
있었는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야간돌봄과 출근 전 아침,
시간의 돌봄가사를 같이 살고 있는 친족에게 맡기거나 남편의 도움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경감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대한 타율적인. ,
규율이 없는 박 의 경우는 야간돌봄과 출근 전 돌봄가사를 오롯이 혼자 감당○○ ‧
하고 있었다.
박사 후 연구원인 박 의 하루 일과는 원거리의 사립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

자녀와 출근시간이 빠른 남편의 등교출근 준비를 위해 새벽 시부터 시작되었다6 .․
첫째 아이와 남편을 등교출근 시키고 둘째 아이를 보모 아줌마나 친정 어머니에,‧
게 맡기고 바쁘게 서둘러 연구실에 출근을 해도 오전 시 분이 훌쩍 넘어가는10 30
시간이었다 또한 저녁시간은 돌 무렵인 둘째아이를 돌보면서 초등학교 학년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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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이 학교 숙제를 봐줘야 했는데 이런 일과를 보내고 나면 밤 시간에는 체,
력적으로 소진되어서 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지금 내가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그런 거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 [ ]
맨날 집에 일을 싸들고 들어가요 매일 강조 포기를 안 하고 큰 소리로 늘 강조, ( )! ( ) ( )
일할 거를 들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도 밤에 한 거의 한 두 달여 동안 거의 하. [ ] ,
루도 일을 못했어요 그 다음날 그 가방 그대로 들고 나가요 웃음 그런데도 옛[ ] . ( ). ,
날에는 세연이만 있으면 큰 아이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 ]
어요 새벽 시까지 시까지 계속 강조 저녁부터 그러면 진도가 쭉 나가잖아요. 2 , 3 ( ) !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쓰러져서 자 웃음 그러고 얘 작은 아이 가 자면 내( ). , ( ). [ ]
가 바로 자는 거죠 박사 후 연구원 박( , ).○○

특히 박 의 업무는 방해요소 없이 연속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뭉텅이 시간, ○○
확보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긴 호흡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밤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돌봄의 의무에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면 업무에. ,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음 인용문들은 긴 호흡을 가진.
업무 자체의 시간성과 주기가 돌봄의 리듬과 충돌하면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드러내 준다.
바짝 강조 일을 할 때는 한두 달 내에 막 강조 열심히 온 정신이 거기 가 있을( ) , ( )
때는 바짝 일을 해가지고 논문 하나가 나왔는데 지금 올해 아이를 낳고 년이, [ ] , [ 1
안된 해에 내가 느끼는 게 그 기간이 길지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강조 끊기는] , . ( )
거예요 그게 한 주 하다가 끊겨버리니까 논문이 진행이 안 되고 또 늘어지고, . 3 , .
얘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지금 계속 몇 개월 째 그러고 있어요 박사 후[ ] (
연구원 박, ).○○

미혼으로 연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시간이 쪼개지지 않는다는 것은[ ] [ ]
확실히 유리한 거 같애 그 점에 있어서는 그리고 내가 저녁 시 시까지. . [ ] 9 , 10…
만이라도 시간이 확보되면 참 좋겠다 는 생각이 들어 한 오후 시부터 시까지[ ]. [ ] 5 9
되게 효율이 높잖아 그런데 그 시간만 확보가 되도 되게 좋겠다 그니까 남자는. , .
그 강조 시간이 확보가 되거든 남자들은 오후시간에 연결해서 쫙 쓰고 가는 거지( ) . .
그 시간이 뭐 그렇게 강조 가정에 소홀하지 않아도 확보가 되거든 남자들은 시( ) . [ ] 9
만 들어가면 아주 양호한 거지 시 시 들어가 주면 그렇지 그니까 그런 거 할, 8 , 9 . ( )
때 연구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연이어 긴 시간을 연구에 투자할 수 있을 때 남자[ ] ‘
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대학교수 이!’ ( , ).○○

이상으로 돌봄의 리듬이 사회적으로 규율되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및 업무 자
체의 시간성과 층돌을 빚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논의를 정리하자면 야간 돌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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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수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비롯한 정규노동
시간의 규범 일터에서의 업무요구 성과에 대한 압박 등으로 정의되는 유급노동, ,
의 시간체계를 따르는 것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었다 특히 돌봄노동은 반복적. ,
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시간을 파편화시키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긴 호흡,
의 뭉텅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는 참여자들에게 더욱 큰 타격으로 다가
오고 있었다 업무의 주기가 돌봄의 리듬과 그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감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끊기고 짧아지면서 참여자들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참여자들에게 경쟁사회의 속도에서 뒤처지고 도태된다는 초조한 느.
낌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었다 또한 경쟁사회의 속도와 자신의 업무 수행 속도. ,
간의 간극에 좌절을 느끼면서 시간사용을 더 압착하도록 부추기고 있었다, .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아이의 육체적 리듬을 따르는 돌봄의 시간체계와 정

규노동시간과 업무 마감일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는 기본적으
로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동시에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두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는 여성들은 수면부족 육체적 피로 집중력 저하를 겪으면서 분투하고 있었는, ,
데, 이런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자녀돌봄과 업무수행이라는 두 가지 과업을 완수
해 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다음 절에서는 고학력 전문사. ․
무직 여성들이 대가족 구성원들의 시간을 빌려 쓰면서 영아돌봄의 시간체계와 유
급노동의 시간체계 간의 충돌을 극복해 나가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3.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은 다양한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 ․
으면서 살아간다 영유아의 신체적 리듬을 따르는 돌봄의 시간체계 유급노동의. ,
시간체계 외에도 앞서 살펴본 자녀들의 경쟁사회의 시간체계 여러 가지 사회적, ,
인 기대와 책임이 점철된 생애 단계라는 시간 등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
상은 여러 시간들이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었다 앞서 절에서. 2
는 이러한 다양한 시간을 조율타협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시간전략들을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시간들을 따르고 타협하는 동시에 각. , .
영역의 의미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사회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이들이었다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을 깊고 길게 사용하며 빠. , ,
르게 속도를 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미세적인 시간사용 전략 외,
에 시간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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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선택한 방법은 가족주의적 사고․
방식을 가진 부모세대의 시간증여에 기대는 것이었다. 일가족여가소비의 여러 영‧ ‧ ‧
역들의 시간적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친정부모 시부모 등 앞 세대 친,
족들의 시간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었다 참여자들 중 삶의 어느 시점에서 대가.
족의 손을 빌리지 않은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정기적으로 매일 대가족의.
손을 빌려 돌봄과 가사노동을 해결하고 있는 이들은 자녀가 있는 연구참여자 10
인 중 명7 이나 되었다 이들은 돌봄과 가사노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친족과 동거.
하거나 분 이내 근거리에 거주함으로써 대가족으로부터의 시간증여를 최대화하10 ,
고 있었다.74)

우리는 기본적으로 엄마랑 어머님이 거의 많이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이런 생활, , . .
이 될 수 있는 게 엄마하고 어머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강조 불가능이에요 책, , ( ) .(
상을 탁탁 치면서 어머님이 늘 강조 집에 오셔서 늘 강조 치워주시는 거예요) ( ) , ( ) .…
저녁식사 준비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세요 저는 식사준비도 거의 안 해요( ?) .…

나는 생선 같은 거 못 만지니까 어머님이 구워놓시면 냉장고 에서 꺼내서 데워먹, , [
고 그럼 생선 못만지면 어떻게 구워먹어요 저는 생선 한번도 구워본 적이 없어] ( ?)
요 신랑이 구워주거나 친정엄마가 구워놓고 가거나 동서가 구워 놓은 거 렌지에. , ,
데워 식구들 저녁상에 올려 주거나 그래요 대학 부설 자료실 사서 조[ ] [ ] ( , ).○○
그럼 저녁때 네가 퇴근할 때쯤 되면 식사를 어머님 아버님 다 해놓으시는 거야( , ?)
응 다 강조 해놓으셔 어머니가 다 강조 해놓으시고 아침에 나 출근 할 때도 밥, ( ) , ( ) ,
다 차려주시고 아 그래 응 나 그냥 먹고만 그냥 가 과일 쥬스까지 다 강조 해. ( ?) , . ( )
가지고 갈아주시고 대기업 근무 서( , ).○○
일하는 여성들의 시간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일하는 여성들이 집안일과 유

급노동이라는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단순한 구도 속에 논의가 진행이 되었
다 하지만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가진 직업위세와 소득은 이들이 가사노. , ․
동에서는 어느 정도 면제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친족들과 외부 인력을 고용하거나 상품서비스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돌봄가사노동․ ․
의 상당부분을 가정 밖에서 해결하고 있었다.75) 또한 돌봄가사 노동을 양가 어른, ‧
74) 자녀가 있는 연구참여자 인의 대리육아 방식은 다음과 같다 대리육아를 목적으로 친정이나10 .

시댁과 동거하는 경우가 인 같은 아파트 단지나 분 이내 거리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맡기는3 , 10

경우가 인 먼 거리에 살지만 친족이 참여자의 집으로 방문해서 봐주는 경우가 인 평상시에3 , 1 ,

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주말이나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맡기는 경우가 인이었다 대2 .

가족의 손을 빌리지 않고 기관의 도움을 받는 나머지 인은 본 연구의 관심집단인 고학력 전문1 ․
사무직에 해당되지 않는 비교군에 속하는 참여자였다 하지만 이 인도 친정 동거 체제에서 독. , 1

립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75) 이렇게 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가사노동이 시간소모적비효율적인 단순노동이라고 가치폄하하․



- 202 -

들과 나눠서 처리하거나 상당 부분 일임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평일에 요리를.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주말에도 외식비중이 높았다 부모님과 동거하는, .
경우 평일 저녁 식사준비는 전적으로 면제되었고 인근에 사는 경우에는 퇴근 길, ,
에 부모님 댁에 들러 준비된 저녁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다 또한 상대적. ,
으로 먼 거리에 사는 경우에도 집으로 아이를 봐주러 오신 부모님들이 반찬과 식
사준비를 다 해주고 가셔서 참여자들은 퇴근 후 특별한 준비 없이 저녁식사를 하,
고 있었다 이렇듯 참여자들은 반복적시간집약적인 의무 활동들은 친족이나 인력. , ‧
을 고용해서 시간을 벌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외주를 통해 절약된 시간과 노력을 돌봄 일 여가 생활의 질을 향, ,

상시키는 데 쏟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그 가치가 저평가되고 시간이 소요되는 단. ,
순노동 대신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족관리 노동 업무와 관련된 인맥이,
나 네트워킹 등 업무수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활동 여가생활을 통해 생활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활동 등에 시간을 할애하고자 했다.

관여하고 있는 모임이 한 여섯 일곱 개 정도 되나봐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 , , .
엄마들 모임도 연말에 있고 또 이제 돌봄을 위한 일정 조정을 해야 되는데 남편. [ ] ,
도 또 남편 모임이 있고 해서 서로 일정을 조정해야지 그래서 오늘 원래 남편[ ], [ ] .
이 일찍 가가지고 애를 데리고 오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팀장이 야근하자,
그래가지고 시아버지 를 후딱 불렀지 그래가지고 아이를 학원에서 데리고 오는, [ ] . [
일을 부탁드리고 같이 모시니까 응 그래서 이렇게 비상사태에는 맡겨놓을 마] . ( ) , ,
음 놓고 맡길 사람 있으니까 그건 너무 좋은 거 같아 그러게 같이 살지 않으면. ( .
매니지 가 진짜 그나마 시부모님들이 같은 집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manage) ). ! [ ]
놓고 모임도 가지 안그러면 모임이고 뭐고 못 갔을 거 같아 대기업 근무 서, ( , ).○○
낮에 뮤지컬 갈 때는 아줌마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뮤지컬이 무산되고 나니까 밤에. ,
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를 데리고 갔는데 다행히 거기 압구정동에 씨네드,
쉐프인가 거기는 좌석이 조금이고 앞에 앉은 사람도 별로 없고 카페트 깔려 있어, , ,
서 애기 있어도 괜찮더라구 친정 집에서 둘째를 픽업해서 데리고 갔다는 거죠. ( ?)
다 강조 엄마까지 다 강조 아 친정엄마까지요 아 다같이 네 박사 후 연구( ) ( )! ( , ? , ?) (
원 박, ).○○
내가 일단 뭐 살림을 막 깔끔하게 해야된다 이런 강박관념도 없고 안 되면 안 되, .
는대로 되면 더 좋고 그리고 일단 친정이 가까워서 친정 어머니가 든든하게 받, . , [ ]
는 인식이 깔려있었다 반면 돌봄노동은 먹이고 씻기는 일 자녀의 심리를 헤아려 주는 일 자. , , ,

녀의 두뇌개발을 위해 체계적으로 놀아주는 일 자녀의 학습능력 개발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을 알아보는 일 돌봄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 위한 친,

교 활동 등 세부적으로 분화되고 있었으며 대체할 수 없는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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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같애 애 자녀 에 대한 것만 아니면 집이야. [ ] ,
뭐 난장판이 되든 먹을 거는 사다두면 되고 집은 난 청소 안 해도 그냥 지내도 되, ,
고 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애들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급, . . [ ]
할 때는 엄마가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이 항상 강조 있어서 그게 그거 돌봄과 가( ) , , [
사노동 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진 않아요 박사 후 연구원 박] ( ,

).○○

참여자들은 친족들에게 아이를 봐주는 단순 돌봄을 일임하거나 이들과 매사,
동행하면서 돌봄을 해결하거나 돌봄노동을 바톤터치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자, ,
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들의 의미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노동자로서 또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경쟁사회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 는 가사와 기본적인 돌봄을 시부모님이 대신 해주고○○
있기에 이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자녀교육 직장생활의 질을 높이는 일에 시간,
을 할애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노동집약적인 가정 내 노동을 최소화하고 그. ,
대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족 관리 노동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었다.
또한 조 역시 친족의 노동을 빌어 자녀들과의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자신, ,○○

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녀들과의 친밀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정성의 가치를 실현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방문해서 집안 위생 관리와 요리 등 재생산. ,
에 필요한 가사노동을 대신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중요시 하는 가정성의,
가치를 현실화하는 데 시간을 쏟을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정 가 아이 학습관. , ○○
리에 소홀하지 않으면서 강도 높은 고난이도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역시, ,
친정어머니가 같이 살면서 돌봄과 가사노동을 대신 수행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었다.
또한 일상적으로 매일 수행되는 일이 아닌 경우에도 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가,

정 잡일을 친정 부모님들이 대신 해주는 경우도 많았다 부모님들이 대행해주고.
있는 일은 주로 쇼핑 자동차 수리 버스카드 충전 등이었는데 주로 목적을 달성, , ,
하기 위해서 기다림 도보 이동 등 무의미한 시간소요가 많은 활동들을 부모님들, ,
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유의미한 활동들을 위해 여타. ,
시간소모적인 활동들을 압착해서 수행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기다.
리고 이동하는 등 의미집약적이지 않은 활동들을 친족들에게 의뢰함으로써 고학, ,
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은 자신의 일과를 유의미한 활동 중심적으로 의미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채우고 있었다.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은 성과가 빠르거나 가시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

는 활동을 위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예컨대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을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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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한 시간사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물건을 사러 가기 위해 백화점으로 이동.
하고 점원을 상대하고 어떤 물건이 좋을지 가늠해 보는 등 물건을 사기 위해 필, , ,
요한 부대적인 활동시간들은 단위시간 당 효율이 낮은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이러.
한 활동들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참여자들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느낌을 받
고 있었고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시간들은 최소화하거나, ,
일상생활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사노동 같이 시간이 많이 들지만 성과나 의미가 가시적이, ,

지 않은 단순 반복적인 활동들은 점점 가치가 폄하되고 있었다 청소 요리 등의. ,
가사노동은 자녀와의 양질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으로 돌봄노동에 비해 상대적으,
로 사소화 되고 있었다 조주은( , 2008; Gregson & Lowes, 1995).
아빠랑 애들이랑 셋이 놀면 저는 아주 편하게 마음이 편하게 집안일을 할 수 있[ ] ,
어요 그런데 진짜 모 수저 닦는 거 하다못해 초등생 아들 수저 수저통 닦. , ( ) ,○○
는 거 이런 거 정도 아주 소소한 일밖에 안하는데 진짜 청소 이런 거는 엄두도? .
못 내고 그럼 청소랑 이런 거는 요즘에 누가 해주세요 그런 거는 요새는 어. ( ?)…
머님이 해주세요 계속 오세요 어머님이 초등생 아들 데리고 집에 오시니. ( ?) ( )○○
까 낮 시간 동안에 싹 치우고 설거지 해 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
친정엄마가 와서 어머님은 눈에 보이는 쓰레기 먼지 이런 거 엄마는 구석구석까. , ,
지 막 완전 다 치우고 빨래 이만큼 강조 막 한 다섯 번씩 돌리고 신랑 없는 날[ ], ( ) .
에는 아무 것도 강조 못해요 저는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 밖에 없어요 대학 부( ) . [ ] (
설 자료실 사서 조, ).○○
집안일을 남편에게 다 시키고 전 거의 강조 안해요 그리고 나는 생각만 해요[ ] [ ] . .
그리고 시키는 거에요 예 아들이랑 신랑한테 주로 분배를 해서 시키는 웃음( ?) , ( ).
그러면 다행인지 뭔지 신랑은 어떨 때는 투덜투덜하면서 왜 자기는 하나도 안하, , “
고 나만 시켜 그래요 그런데 나는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요?” . , “ ”
웃음 그래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복잡하고 힘들더라는 거를 인정을 해준다는( ) ,…
거 아 지금 네가 생각할게 되게 많지 집안일도 생각해야 되고 애들의 공부도. ‘ , . ,
생각해야 되지 그니까 생각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남편도 생각을 해요 집[ ].’ [ ] .…
안을 이렇게 다 보면서 뭐가 필요하고 지금 뭐가 되야 되고 어디가서 뭐가 되야, , ,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아는 거 같애요 그니까 여러.
가지 일을 뭐 애들 챙기는 거며 뭐 이런 거 대학 부설 자료실 사서 조, ( , ).○○

인용문은 생산노동이 가치화되는 문화에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자본화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가사노동을 남편에게 미루거나’ , ,
친족이나 가사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외주화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76) 가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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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피의 이면에는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노동집약적 가사노동을 가치절하하고,
자신 외의 누구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일로 여기는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 제한된‘ ’ .
시간 안에 일과 가족생활에 필요한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학력 전문 사무직
여성들은 온갖 힘을 다하면서 무리하기 보다는 효율성 위주로 활동을 배분하고,
서비스를 고용했다 대체가능한 노동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효율성에 위배되는 것.
이었고 나아가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러한 차별화의 기저에는 가족생활 시간을 유의미한 활동으로 채우고자 하는

효율성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었다. 경쟁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구비한 관리“ ”, “
자 어머니 노릇의 의미가 집약되어 있는 가족관리 노동과는 달리 가사노동은 의” ,
미효율성이 떨어지는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또한 가사노동은 다른 활동들에. ,
할애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을 소모하며 여타 활동들의 의미효율성까지 저해하는 활
동으로 인식되면서 효율적인 가족생활을 위해서 최소화해야 할 활동으로 여겨지,
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효율성이 낮고 성과주의적인 가치에 부합하지. , ,
않는 활동들은 다른 이들에게 일임하거나 미뤄지고 있었다 고학력 전문사무직, . ․
여성들은 어디를 가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하는 등의 내용과 의미를 담을 수 있, ,
는 행위들을 지향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 필요한 시간소모적인 활동들은 의미효율,
성을 구현한다는 명목 하에 타인의 시간을 빌어 처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친족들과의 동거와 접촉은 기본적으로 시간집약적인 행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합목적적 행위로 인식되고 있었다 친정집에 들어가.
서 함께 사는 것은 육아를 위한 전략적 동거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친정 부모. ,
님과의 접촉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합리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아래 인용문이 보여.
주듯이 아이를 맡기기 위해 필요한 조율과정은 최대한 짧고 효율적으로 진행되, ,
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친족과 동거하고 자녀를 맡기고 데리고 오는 행위는. ,
대가족과의 친교 및 교제의 의미보다는 시간을 절약한다는 유의미한 활동을 위한
합목적적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친정엄마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아이를 데려오고 하는 시간이 짧아요 가능한 짧[ ] .
게 하려고 해요 잘 되요 애기가 할머니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내가 빨리 강조.( ?) , ( )
마음만 굳히고 나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데려다놓고 엄마한테 또 할 얘기가 있으니.

76) 연구참여자 명 중 명이 육아와 가사를 위해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의 도움을 매일 받고 있9 7

었고 그 중 명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다 근거리에 거주, 6 .

하지 않는 명 역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참여자의 집으로 와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해주고1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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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엄마한테 좀 잠깐 이야기 하다가 시간 보면 나와야 될 시간이니까 빨리 나오, [ ] ,
고 그래요 네 한 분 그걸 친정어머니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는 거에요 예. ( ) 20 ? ( ?
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제 시간을 많이 지체시켜요 우리 엄마는 지체.)
시키는 건 없어요 지체시키는 건 없고 대신 저녁에 오히려 더 빨리 와주기를 바라. ,
고 아침에는 더 일찍 가라고 박사 후 연구원 박, ( , ).○○
별개의 가족들이 아이를 본다는 목적으로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내( ?)
가 과연 평생 모시고 살까 그런 생각 사실 안 해요 제가 둘째라는 그런 것도 있? .
고 지금은 한시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해요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 어떻게 생, . .
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웃음 섭섭해 하시겠죠 그럼 친정집에 같이 살면서 이 집이( ) ? (
내 집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친정에 가는 게 편하지만은 않다는 시댁 형님의?) […
말이 전 그땐 신혼이여서 무슨 소리지 친정이 얼마나 편한데 그런 생각을 했었] ‘ ? ’
는데 결혼 한 지 년 년 지나니까 아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도 현재는 친정, 1 , 2 , , […
집에 같이 살아도 언젠가는 동네 이름 의 우리 집으로 가겠지 그거는 강조] ‘ [ ] ’ ( )○○
있어요 물론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게 현재 살고 있는 친정집 우리 집이야. ‘ [ ] ’
라는 건 있는데 계속 생각하는 바는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는 곳이 있다 다른, [ ] ‘ ’[
동네에 있는 부부의 집 라는 그건 있어요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심] ( , ).○○
본 연구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과 시간경험․

의 단면들은 부모 세대의 한국적 가족주의와 현 세대의 효율성 위주의 성과주의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현재 대인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구현하는 일상적. 30 ․
시간의 의미효율성은 학력자본을 가진 자식을 뒷바라지 하고 이를 통해 부양을,
보장받던 부모님 세대의 한국적 가족주의의 가치에 기대어 부모세대의 시간을 증
여받음으로써 구현한 것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유급노동 사실을 가족 내에서 자본.
화하고 있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시간경험은 여성의 시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여성이 가족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양도한다는 젠더
정치의 구도에서 설명되는바 이상으로 이전 세대의 시간을 양도 받는 세대정치의,
구도에서 설명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77) 또한 이는 가족의 계급적 지위 여, ,
성의 경제활동 여부가 여성들 내부에서 시간경험을 다르게 만드는 중요한 변인-
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77) 하지만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대가족과의 관계가 합목적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

었고 이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의미집약적 효율성의 가치 실현 방식이 현 세대에 한정, ․
된 전략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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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장에서는5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적 시간 경험을(everyday time)․
시간체계들 간의 충돌과 타협 양상 바쁨 및 시간 압박감에 대한 경험을 중,① ②

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것은 오늘날 한. ③
국 사회를 살아가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간주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시․
간의 망딸리떼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과연 이들이 시간자원을 사용하. ,
고 배분하는 실천 바쁨 시간 압박감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사용 규, ,
범과 원리 나아가 시간에 대한 망딸리떼는 무엇이며 그 사회문화적 의미는 무엇, , ․
인가 이를 공유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 경계는 어디에서 설정되고? , 있는가?
살펴본 결과 시간체계들이 중첩충돌하는 경험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 ․

고 있었다 첫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의 영향을 직장 내 공. ,
간에 한정짓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유급노동의 시간체계가 여타 시간체,
계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는 정보테크놀로지를 통해 여타 시간체계가 일터로 유입
되는 경우였다 이때 주로 유입되는 시간체계는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와. ,
여가소비의 시간체계였는데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을 통해 이 두 시간체계들과 유,․
급노동의 시간체계의 충돌하는 양상은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7 .
둘째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와 여가소비의 시간체계를 중심으로 일어나, ․

는 시간체계들 간의 갈등은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떠한 시간체계를 따를 것이냐의
문제일 경우와 시간체계가 심화되면서 보다 고도화된 활동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경우로서 갈등의 타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단순한 시간체계들, . ,
간의 충돌인 경우 일정의 꼬리잇기 전략 공간 이동 전략 주중주말 분리전략, ‘ ’, ‘ ’ , ‘ ’․
등 다양한 미세 시간전략들을 통해 시간체계의 영향을 조율하는 양상으로 나타나
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체계들이 활동의 내용과 시간사용의 질에 대한 정교하고. , ,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참여자들의 끝없는 열망을 자극하는 경우 시간체계들 간,
의 조율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다양한 활동들을 압,
착하거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 .
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와 여가소비의 시간체계들이 보다 양질의 활동과 고도․
로 미세하게 정의된 활동 들을 요구하고 있을 때 일상적 시간경험의 밀도와 속도,
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여러 고도화된 시간체계들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계발 가족관리 여가향유 등 시간사용의 목적과 그 기대효용이 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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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활동들을 최대화 하, “ ”
고 단순반복적시간소모적인 무의미한 활동들을 최소화 한다는 원칙 하에 시간, “ ”․
사용을 세세히 계산관리하는․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가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 ’
주었다 나아가 참여자들은 이러한 시간사용 방식을 개인의 관리능력 중산층으로. , ,
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것으로 추구하고 있었다 예컨대 가. ,
족생활에 대한 관리노동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으로서 관리능력을 상징하는 것
으로서 모성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커리어 발전과 유급, . ,
노동의 시간체계들을 따르느라 바쁜 와중에도 짬 시간을 내서 여가 소비 외모관, , ,
리에 힘쓰는 것을 삶을 향유할 줄 아는 멋을 아는 자 자신을 가꿀 줄 아는 세련,
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시간체계들이 팽창되고 고도화되면서 서로 중첩되는 경험 시간을 선분화계산, ․ ․

관리하는 시간사용 방식 이러한 시간경험과 시간사용 방식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
식하는 현상은 앞서 장에서 살펴보았던 가지 유형 중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에4 4 ‘ ’
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일부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와 커리어추구형, ‘ ’ ‘
능력자들에게로 확산되어 있었다 가족 여가 소비 외모 유지 면에서 높은 삶의’ . , , ,
질을 추구하는 세련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했던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 ’
고도화된 시간체계들의 영향을 받고 바쁨을 경험하며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 , ‘
화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추구하는 세련되고 멋진 중산층 혹은 소’ ‘ ’ ‘ ’
수 부유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지는 것이 지닌 시간집약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었다.
앞서 선행연구들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양질,

의 여가 고도화된 소비 고도로 관리된 가족생활을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로 정, ,
의하는 담론들이 범람하고 있다 주부를 시장의 취향에 맞는 가족생활을 꾸려가는.
경영자 전문가로 호명하면서 이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부가하고 있으며 박혜경, ( ,

여가활동을 통해 가족생활을 양질의 시간으로 만들 것을 문화적 이2010, 2008),
상으로 간주하는 문화가 중산층을 중심으로 공유되는 현상 역시 이러한 담론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Gregson & Lowes, 1995). 본 연구 결과는 더 많은 활동을 부
추기고 더 높은 삶의 질을 열망할 것을 유도하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주체화 담론,
들이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적인 시간사용 행위와 시간사용 방식에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선 연구들은 고소득 직업을 가진 상층 노동계.
급에게 바쁨이 명예의 상징이 되고 있으며 중산층 이상의 계층(Gershuny, 2005),
에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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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이 관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바(Wilderberg, 2006) . ,
쁨이 계층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현상을 소비에 대한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 경제,
활동 시간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수량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거나(Schor, 1998),
일터에서의 노동착취와 자기발전의 신화에서 비롯된 현상 으로(Wilderberg, 2006)
설명했다 혹은 바쁨이 다양한 활동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현상의 표층을 묘사하고 단순히 지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Soutehrton, 2003)
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지형에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중산층으로서의 정체성.
을 매개로 가족 소비 여가 생활의 질에 대한 기준을 보다 높이고 있으며 그 영, , ,
향 하에서 각각의 시간체계들이 더 많은 활동 더 정교한 활동들을 권유하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영향. , ․
하에 고도화된 시간체계를 따르기 위해서 시간사용을 고도로 계산관리하고 있으․
며 그 과정에서 바쁨이 생성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다양한 시간체계들을 따르고 시간자원을 관리하,․

며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중산층의 삶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삶을 지,
향한다는 것은 이들의 실제 계급적계층적 지위 직업종사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현재보다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통해서 추구되는, 것이었다.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부추기는 신자
유주의 주체화 담론들은 시장이 제시하는 취향에 따라 가족생활의 면면을 관리하
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소비하고 더 많이 여가활동을 하는 것을 중산층의 라, ,
이프스타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상징적 이상향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을 자극,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와 여가소비의 시간. ․
체계들로 인한 시간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중산층 이라는 열망의 기표를 통“ ”
해 끊임없이 활동 중인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을 인도하는 신자유주의 시간‘ ’
장치가 작동하는 한 양상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쁜 꿀벌의 시간사용 방식 시간. , ‘ ’ ,
사용의 의미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간을 고도로 관리하는 양상은 현재보다‘ ’
더 나은 삶의 질 중산층으로서의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열망의 결과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경험하는 바쁨은 다, ․

양한 삶의 영역들의 질을 높이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여가활동을 하고 가족생활, ,
을 관리해 가는 이른바 기업가적 자아 로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는 과정에서, , “ ”
생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은 삶의 질 지금보다 나은 상태에. ,
이르기 위해서 가족생활 여가 소비 외모 가꾸기 면에서 스스로를 가꾸어 나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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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상생활을 고도의 관리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들로 채워 나가는 것은,
다양한 삶의 영역을 기업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삶을 통치함으로써.
시장의 취향에 맞는 가족의 삶을 가꾸어 가고 더 이상 소비와의 구분이 불분명해,
진 여가활동을 함으로써 시장의 이윤창출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면서 신자유주의 통
치권력이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때, 다양한 활동에 대한 열망을 부추기는 담론들이 제시하는 중산층이라는‘ ’

기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정하는 일종의 이상향적인 준거집단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의미. ‘
효율적 시간관리 문화는 이른바 중산층의 삶을 욕망하면서 시장이 제시하는 소’ ‘ ’ ,
수 부유층의 소비활동 혹은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했다 의미효율성을 추구하고 시간관리 전. ‘ ’
략들을 통해 중산층으로 상징되는 이상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해 간다는 것은‘ ’
개인의 욕망을 통해 상품화를 촉진시키고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
로 생산노동을 할 것을 권유하는 신자유주의 통치권력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
했다 이러한 맥락에 보았을 때 더 많은 활동에 대한 열망으로 가지고 더 다양한. , ,
시간체계들이 중첩되는 시간경험을 하는 것 그로 인해 고도의 바쁨을 경험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통치권력에 그만큼 더 강하게 주체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기혼 취업여성들이 바쁨을 여성으로서의 무능함으로 인,

식하며 이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을 밝혀낸 바 있다 조주은, ( ,
2008).78) 하지만 바쁨을 젠더화된 시각에서 의미화하는 양상은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질서 안주자와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에게서만 일관적이지 않게 나타나고‘ ’ ‘ ’
있었다 우선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앞서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생애과정에서. , ‘ ’ 4 ,
겪은 커리어좌절의 경험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정성으로 회귀하고 이를 중심으로,
젠더화된 정체성을 구성한 이들이었다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많은 활동들로 인. ‘ ’
해 시간경험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바쁨이 생성되는 것에 대해 가족생활을 방해하
는 것으로 여기며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질서 안주자, . ‘ ’

78) 기혼 취업 여성들의 바쁨을 연구한 조주은 의 연구와 본 연구의 사례들이 바쁨에 대해(2008)

상이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현상은 본 연구 참여자들이 연령면에서 조주은 의 사례들과(2008)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두 연구는 교육수준과 연령 면에서.

상이한 조건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조주은의 사례들은 고졸부터 대학원 졸. ,

업까지 교육수준이 다양했으며 대 후반 대 후반의 일하는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다, 30 ~40 .

이는 이른바 명문대를 졸업하거나 석박사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대 초반 후반의 전문사‘ ’ , 30 ~․ ․
무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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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바쁨을 젠더화된 시선으로 인식한다는 조주은 의 발견과 같은 맥락에(2008)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가족의 부양자로서 탈젠더화하고 있는 커. , ‘
리어추구형 능력자들이 고도의 바쁨을 느끼지 않거나 바쁨의 감정을 드러내놓고’ ,
표현하는 것을 불편해 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는 바쁨의 감정?
이 젠더의 렌즈를 통해서 보았을 때보다 다른 렌즈를 통해서 보았을 때 보다 더,
잘 설명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지만 전문직 종사자이자 탈젠더화된 역할의식을 가지, ,

고 있는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이 바쁨을 드러내놓고 토로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
것은 이들이 지닌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그로부터 나오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
의식과 통제의지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들이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의
원리를 내면화하고 시간을 규율하는 양상은 성과에 대한 압박감 경쟁자들보다 뒤,
쳐질 것 같은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측면 외에도 직업인으로서의 자기성찰과 직업,
윤리를 실천하는 데에서 오는 측면 역시 존재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보았을.
때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이 바쁨과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은 전문직주의를 내, ‘ ’
면화한 이들이 바쁨을 생활에 대한 통제규율의 상실 업무 수행 차원의 무능력에,․
대한 자기인정 등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이번 장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 중 역사적 시간과 생애시, ․

간을 동시화한 이들을 중심으로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가 공유되고 있으며‘ ’ ,
이러한 시간관리 문화가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영향 하에서 형성된 것임을 보여주
었다 그 중 다양한 삶의 영역에 고르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중. ,
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했던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중’ ‘ ’ .
산층으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향유하고자 하는 팔방‘
미인형 능력자들은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며 활동의 열망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담론들이 구성하는 시간체계에 주체화되는 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었다 이들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 고르게 분산된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
해서 시간을 선분화해서 촘촘히 활동을 배치하고 시간사용을 관리하는 바쁜 꿀, ‘
벌의 스타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들은 고도화된 시간체계들이’ .
요구하는 활동들을 추구할 수 있었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 형성된 정체성을 일상,
적 시간경험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다양한 시간체계들로 구.
성된 다중적 시간경험을 하고 있었고 다른 유형의 참여자들보다 더 높은 강도의,
바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팔방미인형 능력자 유형의 어떠한 특징들이 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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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보다 신자유주의 통치권력에 주체화되고 보다 다중적인 시간경험과 바쁨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인가 이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은 앞서 장에서 살펴보았던 생? 4
애시간 경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고학력 전문? ․
사무직 여성들의 다차원적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양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장7
에서 답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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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정보테크놀로지 사용과 일상적6 . 시간경험

가속화 사회에 대한 논의들은 정보테크놀로지가 일상생활의 속도를 빠르게 하
는 외재적인 요인이라는 암묵적 가정 하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가속화 시대의.
일상적인 시간 경험이 경쟁과 상품화가 촉진되는 사회변화와 정보테크놀로지 발전
이 함께 진행되면서 생겨나는 산물이라는 시각을 취한다 이러한 시(Rosa, 2003).
각에서 장에서는 참여자들의 생활시간배분이 일상생활의 면면을 고도화하고자5
하는 신자유주의적 관리문화의 통치성이 내재화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번 장의 논의는 장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새로운 측면들을 추가적으로 더하고5 ,
있다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사용을 관리하는. ,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 속에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 ,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시간경험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참여자들이 일하는 주체로서 스스로를 규율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이들의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에 대한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고학, ?
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생활과 일하는 주체로서의 삶 속에서 정보테테크놀․
로지가 접합되어 생성되는 시간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들여다보았고 이,
를 통해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어떠한 시간체계들과 접합되며 시간체계의 성격,
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서로 다른 시간체계들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장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시간사용이 단위시간 당 정체성5 ․

을 구성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경험이 될만한 유의미한 활동들을 최대화하고자‘ ’
시간을 계산하고 관리하는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지고‘ ’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장에서 살펴본. 5
의미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간사용 전략 이를 통해 구현되는 고밀도의 시간경,
험 바쁨의 감정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알아볼 것이다 정보테크놀로지 사, .
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시간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정보테크놀로지 사?
용을 통해 구현되는 시간경험의 사회문화적 의미는 무엇인가 장에서 제시했던? 5․
바와 같이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이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
영향 하에 형성되는 것이라면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작동,
하는 양상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 통치성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정보테크놀?
로지 사용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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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논의했듯이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일상생활 면면이 스며2 ,
드는 과정을 조망하기 위해 푸코의 장치 개념에 기대고 있다 푸코의“ ”(dispositif) .
장치 는 사회 전반의 담론적물질적 요소들이 역사적으로 주어진 일정한 시점에“ ” ․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요구에 부응하며 서로 연관되어 작동하는 관계의 체계를
의미한다 장에서는 각종 시간체계들이 고도화되면서 생성되는(Foucault, 1980). 5
참여자들의 시간관리 전략들이 보다 더 효율적생산적인 노동자 현재보다 더 양질,․
의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하는 중산층 여성상 보다 효율적인 가족생활을 꾸려가는,
경영자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
었다. 나아가, 오늘날 시간장치가 이상적 자아상을 추구하며 더 많은 활동들을 효
율적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주체의 실천들을 통해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작동하는 권력은 스스로를 관찰탐구하면서 지속적인 자아성찰을 통해․
자신의 존재방식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기 위한 주체의 실천을 통해 작동한다는 점
에서 신자유주의 통치권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정보테크(Foucault, 1986). ,
놀로지 사용은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에 의해 주체화․ ․
비주체화 되는 과정에 어떻게 관여 혹은 비관여 할 것인가 정보테크놀로지가 생?
성한 시간은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작동과 과연 관련이 있을 것인가 있다면 그? ,
양상은 어떠할 것인가?
한편 정보테크놀로지가 시간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는 정보테크놀로지에 대한 작업적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테.
크놀로지를 사용자의 조작을 통해 매개화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들로 정의
했고, 이들을 별개로 다루기보다는 일련의 기기들의 모음 집합체로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정의 하에 라디오 등의 전통적 미디어와(Nansen et al., 2009). TV,①
노트북 데스크탑을 비롯한 스마트 폰을 비롯한 휴대전화 등의, PC, , PDA② ③

휴대용 기기를 분석대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집합적인 개념정의를 사용한 것.
은 본 연구의 목적이 다양한 종류의 정보테크놀로지 각각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간체계 및 그에 대한 경험에 접합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데 있기 때문이었다 정.
보테크놀로지 사용이 만들어내는 시간을 참여자들의 시간경험이라는 틀 속에서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정보테크놀로지를 종류별로 세분화하는 대신 정보, ,
테크놀로지 사용을 시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보고 정보테크놀
로지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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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생성한 시간이 일상적 시간경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서 절에서는 참여자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시간이 시간체계 별로 어떻1
게 배분되어 있으며 그 맥락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 .
을 통해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시간경험과 접합되는 양상을 유형화해 보고자
한다 절에서는 절에서 도출한 참여자 유형별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2, 3, 4 1
생성한 시간이 이들의 시간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 .

1.

기존 연구들은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전업주부나 생산직 여성들에 비해․
인터넷을 보다 활발하게 이용하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이들임을 밝힌 바,
있다 김수정 한국인터넷진흥원 또한 사무직 여성들의 인터넷 이( , 2009; , 2007). ,
용 시간은 남성 사무직 노동자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김수정 젊은( , 2009),
세대이며 나은영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박해광 인터넷 사용이 보다( , 2001), ( , 2003)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편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적은 직업여성들에게 있어. , ,
휴대폰은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꾸려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서 인식활․
용 되고 있다 김명혜 그렇다면 본 연구 참여자( , 2006; Rakow & Navarro, 1993).
들은 정보테크놀로지를 어떠한 양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보테크놀로지는 이들,
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번 절에서는 고학력 전문사? ․
무직 여성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어떠한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
테크놀로지 사용이 어떠한 시간체계들과 관련이 있는지 그 양상을 간략히 논의하
고 이를 토대로 참여자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시간경험과 접합되는 양상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표 와 표 은 참여자들이 정보테크놀로지를 어떠한 양상으로 사용하< 9> < 10>
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표 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정보테크놀. , < 9> ․
로지 사용시간량이 평일 주당 시간 이상 유급노동 하는 기혼 취업여성 행위자36
평균 시간 분 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계청 이것은 본(1 31 ) ( , 2009).
연구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문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컴퓨터를 사,
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비육체적인 사무노동 정신노동이라는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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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간체계별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시간 량9.

표 시간체계별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시간 비중10.

주행동 동시행동 합산* ,
시간체계 별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시간 비중 시간체계 별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시간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총* = /
시간 x 100

79) 업계에서 정보테크놀로지 의존적인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심 의 유급노동 목적의 정보테IT ○○

크놀로지 사용시간이 짧게 나타난 이유는 업무회의로 인한 자리비움 시간이 길었기 때문이다.

심 는 조사 일에 회의 업무회의를 가졌고 각 회의는 약 시간에 달했다 심 의 유급3 , 1~2 .○○ ○○

노동 시간은 시간 분 초였는데 표 참조 업무회의 시간량 시간 분 초 을 고8 21 46 (< 11> ), (3 45 16 )

려했을 때 회의를 제외한 유급노동은 전적으로 정보테크놀로지에 의존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급노동 목적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시간은 시간 분 초( 4 36 30 ).

참여자

분류
정체성 유형 참여자 직업

유급

노동

가족

생활

여가소비

생활
기타

총 사용

시간(%)

핵심군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김○○ 인터넷

쇼핑기업 근무
89.1% 1.2% 9.0% 0.6% 100.0%

심○○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85.4% 3.4% 10.3% 0.8% 100.0%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정○○ 변리사 81.9% 3.2% 10.0% 5.0% 100.0%

이○○ 계약직

대학 교수
38.3% 11.7% 47.9% 2.1% 100.0%

팔방미인형

능력자

박○○ 박사후 연구원 56.3% 22.9% 20.1% 0.6% 100.0%

서○○ 대기업 근무 46.4% 14.9% 38.4% 0.3% 100.0%

비교군　 기존질서

안주자

강○○ 대학 조교 57.9% 3.5% 38.2% 0.5% 100.0%

조○○ 사서 50.0% 11.0% 36.1% 3.0% 100.0%

참여자

분류
정체성 유형 참여자 직업

유급

노동

가족

생활

여가 소비․
생활

기타
총

사용시간

핵심군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김○○ 인터넷

쇼핑기업 근무
8:13:11 0:06:55 0:50:03 0:03:25 9:13:34

심○○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4:36:30
79)

0:11:10 0:33:23 0:02:41 5:23:44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정○○ 변리사 6:15:15 0:14:28 0:45:37 0:23:04 7:38:24

이○○ 계약직

대학 교수
2:42:10 0:49:34 3:22:33 0:09:00 7:03:17

팔방미인형

능력자

박○○ 박사 후

연구원
3:38:55 1:29:01 1:18:18 0:02:30 6:28:44

서○○ 대기업 근무 6:25:12 2:04:05 5:19:05 0:02:28 13:50:50

비교군
기존질서

안주자

강○○ 대학 조교 4:25:48 0:16:00 2:55:23 0:02:13 7:39:24

조○○ 사서 3:16:40 0:43:26 2:21:57 0:11:38 6: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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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은 참여자들의 평일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시간이 각 시간체계 별로< 10>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그 비중을 나타낸다 표 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정. < 10> ,
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들과 유급
노동의 시간체계 뿐 아니라 가족생활 및 여가소비의 시간체계들과도 접합되는 비, ․
중이 큰 사례들로 양분되고 있었다 첫째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유급노동에 집. ,
중되어 있는 참여자들은 정보테크놀로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업무환경에서 일하면
서 센 업무강도에 시달리는 이들이었다 김 심 정 이들은 앞서 장( , , ). 5○○ ○○ ○○
에서 살펴보았듯이 유급노동 시간이 절대적으로 긴 이들이었고 개인의 자율적인, ,
의지대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이었다 그중에.
서도 특히 업계에 근무하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 김 심 의 유, IT ‘ ’ ( , )○○ ○○
급노동 시간이 기혼 취업여성 시간 분 주 일 근무하는 남성 시간 분 에(6 26 ), 5 (7 19 )
비해 월등히 길다는 것을 앞서 장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경우 정보테크놀로5 ,
지가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들의 일상적 시
간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직장 내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양상11.

업무효율 직장에서 업무에 할애한 시간 직장에서 보낸 총 시간* = / x 100

참여자 정체성 유형 참여자 직업

직장 내

ICT

사용시간

직장 내

ICT

미사용

시간

직장에서

업무에

할애한

시간

직장에서

보낸

총 시간

업무

효율

핵심군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김○○ 인터넷 쇼핑기업

근무
9:03:34 1:12:10 8:13:11 10:15:44 80%

심○○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5:23:44 4:59:43 8:21:46 10:23:27 80%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정○○ 변리사 7:12:24 2:22:01 6:15:15 9:34:25 65%

이○○ 계약직

대학 교수
5:40:29 3:05:11 4:42:10 8:45:40 54%

팔방미인형

능력자

박○○ 박사 후 연구원 5:38:44 1:51:16 3:58:55 7:30:00 53%

서○○ 대기업 근무 8:34:03 1:05:26 6:31:30 9:39:29 68%

비교군
기존질서

안주자

강○○ 대학 조교 6:39:24 4:30:36 6:18:02 11:10:00 56%

조○○ 사서 4:25:41 4:16:57 4:13:59 8:42:3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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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급노동 뿐 아니라 가족생활 여가소비생활 목적으로도 상당 부분 정, , , ․
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유급노동 시간이 기혼 취업여성 평균
노동시간 시간 분 에 준하거나 이보다 짧은(6 26 ) , 이들이었다 이( ,○○ 박 서,○○ ○
강 조 이들은 업무의 특징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의 영향을, , ). ,○ ○○ ○○

받는 정도 스마트 폰 사용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시,
간량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시간 양상은 다음과.
같이 패턴화되고 있었다 첫째 연구직 종사자들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공간 고정. ,
성이 낮고 시간자율권이 높았는데 이러한 업무의 특성이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에, ,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박 이들의 유급노동은 강의 독서 회의 등( , ). , ,○○ ○○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은 활동들의 비중이 높았고 지속적인 실시,
간 이메일 피드백을 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직 종사자들의 유급노동 목적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시간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둘째 고도화된. ,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와 여가소비생활의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으며 바쁜, “․
꿀벌 의 스타일로 시간을 관리하는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의 경우 가족생활 및 여” ‘ ’ ,
가소비생활 목적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시간량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나고 있었다 박( ,○○ 서 ).○○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양질의 여가생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를 찾거나 가족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자녀들의 시간을 관리하는 등의 목적으로,
정보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고 고도화된 중. , ,
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도 따르지 않으며 바쁜 꿀벌 의 시간사용 스타일을 가, “ ”
지지 않은 기존 질서 안주자들의 경우 유급노동과 가족생활 목적의 정보테크놀‘ ’ ,
로지 사용시간은 적었지만 여가소비생활 목적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시간은 일일, ․
시간 이상에 달하고 있었다 강 조 그 이유는 다른 참여자들과는 달리2 ( , ). ,○○ ○○
이들이 귀가 후 가정에서 를 시청하거나 직장 내에서 느슨한 업무 중간에 오TV ,
락적휴식적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또한 표. , < 9>․
와 표 에서 보듯이 기존 질서 안주자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총 시간은< 11> , ‘ ’
평균 범주 내에 있었으나 직장 내 정보테크놀로지 미사용 시간이 다른 참여자들,
에 비해 길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이들의 유급노동이 정보테크놀로지 의존적으.
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그 외 참여자들의 정보테크놀로지. ,
사용과 시간체계가 접합하는 양상의 특징으로는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는 참여
자들의 여가소비 목적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시간이 길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었․
다 이 서 이들은 대중교통으로 이동 중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음악 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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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게임을 하거나 서 스포츠 경기 결과를 확인 하는 등 이 여가소비, ( ), ( )○○ ○○ ․
의 목적으로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 폰이 여가소비의 시간. , ․
체계와 접합되는 양상은 가정 내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었고 이동 중의 경,
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서만 나타나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경우 이동 중 혹은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가정 내에, ,
서의 사용은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80)
이상으로, 절에서는 참여자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양상이 시간체계들과 관1

련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 참여자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양상이
유급노동의 강도에 따른 시간자율권 여부와 고도화된 가족여가소비의 시간체계의․ ․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패턴화 되고 있었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를 통한 가족 여가 소비의ICT ․ ․
시간체계 고도화

를 통한 가족 여가 소비의ICT ․ ․
시간체계 비고도화

를 통한ICT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고도화

김 신

정

를 통한ICT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비고도화
최

강

이

그림 정보테크놀로지 사용과 시간체계의 접합 양상3.

80) 서 의 경우는 시부모와의 동거가 퇴근 후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서 는 퇴근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동안 시부모와 분리된 공간을 이용하고자 했고 이러. ,○○

한 공간 사용은 혼자 방에서 할 수 있는 스마트 폰 사용 시간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이는 가족관계의 동학이 가정 내 공간이용과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 의 직장 외 공간에서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오전 출근 전 시부모님. ,○○

의 틀어둔 케이블 뉴스 흘려듣기 분 퇴근 이후 저녁시간에 시부모와 분리된 공간을 사TV (30 ),

용하기 위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뉴스 시청 분 등 시부모와의 동거 여부의 영향을 받는TV (49 )

측면이 컸다 이는 세대 간 동거가 개인미디어인 스마트폰 사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세대 간 동거는 흘려듣기 등 본인의 능동적자율적인 선택에서. , TV ․
비롯되지 않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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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업 종사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IT ‘ ’①
김 심 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에 집중되어 있( , )○○ ○○
었다 이들의 유급노동 목적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비중이 큰 이유는 정보테크놀.
로지 사용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었고 정보테크놀로지는 이들,
의 유급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재미추구형 변화적. ‘
응자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고도화하면서 이들의 시’
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에 대해서는 절에서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2 .

둘째 중산층 여성으로서 가족생활과 여가소비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② ․
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구성했던 팔방미인형 능력자 박 서 들은 유급노‘ ’( , )○○ ○○
동 가족생활 여가소비생활을 위해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장에서, , . 5․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각각을 관장하는 시간체계의 영향을 모두 받고 있었으며, ,
가족생활과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간사용을 고도로 관리통제규율하는․ ․
이들이었다 본 절에서는 이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유급노동 가족생활 여가. , , ․
소비생활의 목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들의 정보. ,
테크놀로지 사용은 이들의 다양한 시간체계들에 대한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절에서 살펴볼3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업정체성을 축소하고 젠더화된 역할을 중심으로 정체성을,③
구성했던 기존 질서 안주자 강 조 들은 유급노동과 여가생활을 위해 정‘ ’( , )○○ ○○
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의 일상적 시간경험5 ,
은 느슨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고도화된 관리노동이 배제된 가족생활의 시간체,
계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느슨한 시간경험을 하는 기존 질서 안주. ‘
자들은 직장 안팎에서 오락휴식 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
빈 시간들이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에 할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기존. , ‘
질서 안주자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시간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까 이들의 이야기는 절에서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4 .
한편 이 세 유형과는 달리, 커리어 추구형 능력자들은 업무환경의 시간자율권‘ ’

에 따라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변리사인 정. ○○
의 경우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업무들을 할당받거나 의뢰인들의 문, ,
의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접합,
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례는 업에 종사하는 재미추구. IT ‘
형 능력자들과 유사했다 하지만 재미추구형 능력자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 , ‘ ’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강화시키고 시간사용 전략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상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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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경험의 밀도를 높이고 있었던 반면 변리사 정 의 경우 정보테크놀로지 사, ○○
용 자체가 시간사용 전략을 달라지게 만들지는 않고 있었다 그 이유는 재미추구. ‘
형 능력자들의 경우 정보테크놀로지를 동원해서 시간사용을 보다 선분화 고밀도’ ,
화해야 한다는 노동규범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변리사 정 의 경우는 그렇지 않, ○○
았기 때문이었다 후자의 사례는 유급노동을 위한 정보테크놀로지 의존도가 높았.
지만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전략들이 동원되지는 않고 있었,
다 정 경우 정보테크놀로지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유입시키면서 업무의 강도. ,○○
를 높이고 있었지만 그 템포와 리듬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
고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으로 인해 시간경험이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
고 있었다.
또 다른 커리어 추구형 능력자인 대학교수 이 의 경우 강의 외부 회의 등‘ ’ ,○○

대인활동들의 비중이 높은 유급노동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목적의 정보,
테크놀로지 사용 시간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시간을 개인. ,
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았기 때문에 시간사용에 대한 규율이 느슨,
해지면서 오락 목적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과 여가생활의 시간체계의 결합이 증가
하는 양상 역시 나타나고 있었고 이런 면은 기존 질서 안주자들과 유사한 양상, ‘ ’
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교수 이 는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와 커리어발전의. , ○○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효율적합리적 시간사용에 대한 압박감을 겪고 있었․
고 이는 기존 질서 안주자들과 달리 이 가 여가생활의 시간체계와 정보테크, ‘ ’ ○○
놀로지 사용의 결합을 일상생활에서 배제되어야 할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결
과를 낳고 있었다.

2.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양상의 또 다른 특징은 정․
보테크놀로지 사용의 대부분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기존 연.
구들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가족생활과 유급노동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면서,
여성들의 이중노동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주목해왔다 이번 소절에서는 고학력 전.
문사무직 여성들의 공간별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이 가정이,․
라는 물리적 공간 안으로 정보테크놀로지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이유와 맥락
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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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간별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시간 량12.

표 는 참여자들의 공간별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시간 량을 정리한 것이다< 12> .
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참여자들의 직장 외 공간에서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시간,
은 시간 미만에 그치고1 있었다. 반면 몇몇 참여자들은 직장 외 공간과 이동 중,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시간이 시간 내외로서 다수의 참여자들과 다소 다른 양1~2 ,
상을 띠고 있었다 이 서 강 그렇다면 본 연구 참여자들의 직장( , , ). ,○○ ○○ ○○
외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시간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직장 외 정보테크놀?
로지 사용이 전무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 사이에서 시간 내외의 시간을, 1~2․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에 할애했던 참여자들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을까?
우선 정보테크놀로지를 최대한 가족생활로 유입시키지 않으려는 고학력 전문, ․

사무직 여성들의 노력은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 .
이제는 얘 작은 아이 가 있으니까 걔 큰 아이 를 계속 봐줄 수도 없고 시간이 있[ ] , [ ] .
으면 강조 컴퓨터 하고 싶어 하고 우리 집에 는 없앴잖아요 네 그거 진짜 잘( ) . tv . ( ).
한 거 같애 의미 없이 시간만 죽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도 못 보게 했어. [ ] TV
요 그니까 얘 큰 아이 는 자꾸 뭘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계속. [ ] [ ]…
거기에 참여하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시간규율을 못하고 자꾸 컴퓨터나 만 보려[ TV
고 해요 박사 후 연구원 박] ( , ).○○

81) 이동 중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시간이 시간에 달하는 참여자들은 운전 중 차량용 오디오와1~2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악감상 시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참여자

분류
정체성 유형 참여자 직업

직장 내

사용시간

(A)

직장 외

사용시간(B)

이동 중

사용시간(C)
81)

총

사용시간

(A+B+C)

핵심군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김○○ 인터넷

쇼핑기업 근무
9:03:34 0:10:00 0:00:00 9:13:34

심○○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5:23:44 0:00:00 0:00:00 5:23:44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정○○ 변리사 7:12:24 0:23:00 0:03:00 7:38:24

이○○ 계약직

대학 교수
5:40:29 0:02:48 1:20:00 7:03:17

팔방미인형

능력자

박○○ 박사 후 연구원 5:38:44 0:50:00 0:00:00 6:28:44

서○○ 대기업 근무 8:34:03 2:54:44 2:22:03 13:50:50

비교군
기존질서

안주자

강○○ 대학 조교 6:39:24 0:00:00 1:00:00 7:39:24

조○○ 사서 4:25:41 1:45:00 0:23:00 6: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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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에 컴퓨터를 두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생활이 엉망이 될 거 같은 거예( ?)
요 내가 주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컴퓨터로 인해서 주가치가 방해를. , [
받거든요 그건 컴퓨터는 부가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그 주가치를 위한 건 거]. [ ] .
의 없어요 뭐 친구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애 숙제를 봐주는 거 그것도 주가치. [ ] ‘ ,
의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꼭 필요해’ , . […
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한 나머지 는 자기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꼭] 10%? 90% [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하는 거죠 제가 일단 자신이 없어요 집에 만약에 컴퓨터]. .…
가 있으면 그걸 들어가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계속 업무를 할 거 같고 이메일 체[ ] ,
킹을 계속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아예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유혹에 좀 강한, [ ].
스타일이라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컴퓨터가 일을 위한 도구만은 아니잖아요 여. . ( ?)
러가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이 되요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 뿐만. .
아니라 내가 나를 못 믿어서 내가 어떻게 살지가 불 보듯이 뻔히 보이는 거. … …
예요 그게 있을. 경우에.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그 유혹이라는 건 뭐예요 뭐( , ?)…
그니까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로 미니홈피라든지 이런 거 거기 한번 붙어 앉아( ) , …
있으면 시간은 그거 할 수 있을 거 같은 거예요 그럼 시간동안 애들 둘은 방치1 . 1
가 되어야 될거고 대학 부설 연구소 사서 조( , ).○○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어휴 이런 건 시간낭비다( ? ,
이런 건 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 말이야 텔레비전 보는, ).
거 텔레비전 보는거 인터넷 보는 거 뭐 이런 거 그게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 !!! , ! (
되어서 시간낭비라고 생각 되는거야 나는 그게 늘 일 하기 싫어서 하는 행동인거?)
같애 그걸 보고 싶어서 보는 것 보다 일을 미뤄놓고 딱 시작을 하기가 싫어가지. , ,
고 내가 어떤 프로를 보고 싶어서 보는 거는 극히 강조 드물고 극히 강조 극. ( ) , ( )…
히 극히 드물지 대학교수 이, ( , ).○○

참여자들은 시청 인터넷 사용 등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참여자 본인TV ,
뿐 아니라 자녀의 생활시간 규율을 흐트러뜨린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에, .
게 정보테크놀로지는 가족생활의 시간체계와 커리어 발전의 시간체계를 쫓아 알차
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고 있었다 이들에게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오락과 휴식 활동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유혹 이었고 한번 붙어 앉“ ” , “
아 있으면 시간은 잡아먹는 조 시간관리의 방해자였다 나아가 가정에서의1 ” ( ) . ,○○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시간은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 측면에서 하지 말아야 할“ ”
행위였으며 집에서 나 컴퓨터를 없앤 일은 시간의 의미효율성 을 높인다는 차, TV “ ”
원에서 잘 한 일로 박 여겨지고 있었다“ ” ( ) .○○
같은 맥락에서 스마트 폰 사용 역시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 을 저해하는 요소“ ”

로 여겨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시기는 년 하반기에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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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상반기로 한참 스마트 폰이 확산되던2011 시기였다. 본 연구 참여자 인 가운8
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던 이들은 인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마트 폰 이, 5 . ,
용자들의 기기 구입은 자발적이지 않았고 그 사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받거나 새롭게 출시된 정보. ,
기기에 관심이 많은 배우자가 참여자의 의지에 관계없이 대신 구매해주는 등의 계
기로 스마트 폰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용자 인 중 자발적인 의지에서 스마트. 5
폰 사용을 시작한 이는 인에 불과했고 이 사례만이 스마트폰을 활발하게 이용하1 ,
고 있었다 서( ).○○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참여자들 중 유일하게 핵심군에 속하는 박, ○
는 스마트폰 구입사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

그 이유는 스마트폰이 의미효율성 이 낮은 활동들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면서“ ”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을 저해할 것을 우려해서였다.

스마트폰 사용하세요 아이폰은 하연이 아빠 남편 는 있어서 아이폰 아이패드( ?) [ ] , ,
다 있어서 보긴 보는데 나는 사실 학교에서 연구를 하면서도 컴퓨터가 있는 게 나,
한테 도움이 되지만 큰 강조 방해꾼이거든요 이거를 꺼놔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 ) .
인터넷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지금 아이폰을 내년에 살까 하는데 고민[ ] . [
스러운 목소리로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까워요 강조 그런데 나는 일이 관련] ( ). [
분야니까 연구와 일 강조 을 위해서 지금 아이폰을 사려고 하는 거에요 아이폰] ( ) . …
자체를 사용하면서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강조 많은 게 싫어요 지금 컴퓨터를 데( ) . ,
스크탑을 쓰면서도 낭비하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예 지금 아. [ ]…
이폰을 사는 시점을 자꾸 강조 늦추고 있는거지 아예 시작을 안 해 일정관리( ) . . […
나 해야 될 일을 상기시켜주는 정도면] 사실 난 이 정도만 있으면 만족해요 더 많.
은 게 필요하지도 않아 난 정보테크놀로지에 의존해서 뭐 이게 상실감 싫은. [ ] ,…
느낌 이런 건 별루 없는데 시간 강조 을 빼앗긴다는 게 아까울 뿐 내 시간 내 시, ( ) ! ,
간 박사 후 연구원 박! ( , )○○

인용문의 사례는 인터뷰 당시 의도적으로 스마트폰 구입을 미루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스마트 폰의 유입이 오락소비 목적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생산적인 활,․
동 시간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예상에서였다 또한 당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 ,
는 참여자들의 경우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있으니까 사용하며 안 봐도 되는“ ” , “
시간에 인터넷을 보 게 되 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즉 고학력[ ] ” ( ). ,○○
전문사무직 여성들에게 스마트 폰은 가족생활 유급노동 커리어 발전의 시간체계, , ,․
를 중심으로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 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방해하는 요소로“ ”
인식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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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노력은 가정 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문사무직 종사자. ․
인 참여자들에게 직장에서의 정보테크놀로지는 업무수행의 도구로서 필수적인 것
으로 간주되고 있었고, 직장 내에서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을 규율의 대상으로 보
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정보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다양한 시간체계들이 직장 내. ,
에서 보내는 시간에 유입되고 있었고 직장 내에서의 시간경험은 유급노동의 시간,
체계 여가소비생활의 시간체계들로 중첩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반면 참여자들, . ,․
은 가정 내로 가족생활의 시간체계 외의 여타 시간체계들이 정보테크놀로지를 통
해 유입되는 것을 경계차단하고자 했다 즉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유급노동 가. , ,․
족생활 여가소비 생활의 경계를 재정의되는 상황에서 일터로 여터 시간체계들이, ,․
유입되는 양상은 관찰되고 있었지만 역으로 여타 시간체계들이 가정 내로 유입되,
는 것은 참여자들의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차단되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함께 보면서 설치한 어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여기 설치해둔[ ](
메일 어플은 개인메일 계정과 연동해놓으신 거예요 메일이요 메일 연동 안했어?) ?
요 제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태현이 자녀 가 자기껄 해놓아 가지고 있는 거예. [ ] [ ] [
요 메일을 확인 하니까 하면 집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집에 오면 무조]. [ ] [ ], .
건 차단 그래서 집에서는 아예 잠시 멈춤 메일도 안 열어보고 혹시 이제 뭐 공! ( ) ,
휴일 국경일 같은 때에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시나 뭐 급한 일 있을까봐 보,
는데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는 메일체크도 안 해요 그냥 쉴 때는 완전 강조 회사, , . ( )
일 다 잊어버리고 전화와도 막 안 받고 싶으면 막 안 받고 그래요 그럼 이거로. [ ]. (
는 스마트폰으로는 아예 메일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집에서는 그래서 컴퓨[ ] ?) .
터 잘 안 해요 하루 종일 강조 컴퓨터를 하니까 집에서는 웬만하면 컴퓨터 안보. ( ) ,
고 쉬고 그래요 주중에 원체 많이 보니까, [ ]. ! 변리사( , 정 ).○○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참여자들은 퇴근 이후의 시간에 컴퓨터 스마트폰, ,
을 비롯한 정보테크놀로지가 가정에 침범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었다 돌봄.
노동으로 인해 집에서 컴퓨터를 켜지 못하는 상황은 집에 있는 시간 동안 그 시“
간이라도 정보테크놀로지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확보해준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일이었다 박 참여자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 와 씨름하면서 일을 하고 돌아와( ). “ ”○○
서까지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오히려 피로를,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보고 있었다 설사 일터에서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오롯.
이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에 할애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직장 내에서의 컴퓨터,
사용은 그 자체로서 전문사무직 노동자의 의무로 여겨졌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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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테크놀로지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직장 외의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었
다.
그렇다면 직장 외 공간에서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시간이 시간 미만으로 극, 1

도로 짧았던 대부분의 참여자들과는 대조적으로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
난 사례들은 어떠한 차이점에서 비롯되었던 것일까?82) 이러한 사례들은 첫째 일,
상생활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테크놀로지 의존도가 높은 팔방미인‘
형 능력자들이었다 박 서 장에서 논의했듯이 이들은 고도화된 가족’ ( , ). 5 ,○○ ○○ ․
여가소비생활의 시간체계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또한 관련 시간체계에 따르는,․
과정에서 정보테크놀로지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짧은 시간. ,
안에 보다 효율적으로 가족여가소비 생활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기․ ․
위해서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이들의 직장 외,
정보테크놀로지 사용량이 길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하려는 노력들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려는 노력들이 도리어 가족과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머무는 시간,
가족과 친밀성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감소시키거나 그 질을 하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둘째 비교군 중 조 의 직장 외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

이유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오락 목적의 시청 때문이었다 시간 분TV (1 20 , TV
시청 이는 시부모와의 공간 분리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TV
시청 시간이 길어지는 서 의 경우와는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시간의 성격이 다른○○
사례였다 서 의 경우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부모와의 공간사. , ,○○
용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가정 내에서 스마트 폰을 사용했다
면 조 의 시청은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능동적인 행위이기, TV○○
보다는 습관적일상적인 소극적 여가행위였다 조 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양상.․ ○○
은 핵심군 참여자들 보다는 오히려 오락휴식을 위한 소극적 여가 목적의 정보테․
크놀로지 사용에 치우쳐 있는 대조군과 유사했다.83)

82) 본 연구 참여자들의 평일 직장 외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대부분 가족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넷 쇼핑기업에 근무하는 김 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조사일에 퇴근 이후. ○○

곧바로 귀가했다.

83) 전문대졸고졸의 교육수준을 가진 대조군 참여자들의 직장 외 공간에서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은 본 연구가 분석한 고학력 전문사무직인 핵심군 참여자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
원인은 상대적으로 한편 교육수준과 직업위세가 낮은 대조군 참여자들이 퇴근 후 집에서 시간,

을 보내면서 오락 목적으로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대조군 참여자들은 퇴근 이.

후의 시간에 를 시청하거나 김 숙 시간 분 시청 컴퓨터를 이용해서 영화를 보는 등TV ( , 2 4 TV ),□

최 미 시간 분 로 영화감상 오락 목적으로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 1 18 P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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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번 소절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일가족 생활에 필요한․ ․
의무노동을 중심으로 생활시간의 의미효율성 을 높이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 ”
었고 정보테크놀로지를 의미효율성 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가족생활에서 배제하고, “ ”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 소절에서는 첫 번째 소절에서 제시했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시간체계와 접합되는 세 가지 양상들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절.
을 통해 참여자들이 가정 내에서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보
여주었던 만큼 절에서는 각 유형의 직장 내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양상을, 2, 3, 4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우선 절에서는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유급노동의 시. , 2
간체계에 대한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에 종사하는 재미추구형 변IT ‘
화적응자들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절에서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 3
영역들을 관리하고 고도화하고자 하는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 ’
용이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가족생활소비여가의 시간체계가 교차중첩되는 시간경, ․ ․ ․
험이 형성되는 양상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
절에서는 기존 질서 안주자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일터에서의 이들의 시4 ‘ ’
간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 ‘ ’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
집중적으로 접합되면서 이들의 시간경험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정보테크놀로
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업계에서 일하면서IT , 하루 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8
시달리고 있었다 이들은 이메일 메신저를 사용하면서 동료들과 빈번하게 정보를. ,
주고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지.
속적으로 새로운 정보와 업무를 유입시키면서 이들이 쉬지 않고 유급노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었고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강화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
고 있었다.

1.

속도의 경험1)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시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

이메일 송수신 실시간 메신저 대화 등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업무목적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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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의 활동별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시간량 변화4-1. ‘ ’

그림 팔방미인형 능력자의 활동별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시간량 변화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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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행위들이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일과의 페이스를 빠르게 만들면서 이들의. ,
일상적 시간경험의 밀도를 높이고 있었다. 그림 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 4-1> ‘
자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시간량의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으로서 이들의 정보테,
크놀로지 사용이 활동 간 전환 주기를 빠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84)

그림< 과 그림 는 정보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수행하는 활동이4-1> < 4-2>
또 다른 활동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의 진동 폭이 작다는 것.
은 한 가지 종류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행위가 다른 종류의 행위로 빈번하게 전
환된다는 의미이며 진동폭이 커지면 한 가지 종류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행위가,
다른 종류로 전환되는 속도가 그만큼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은. < 4-1>
회사에 근무하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심 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서IT ‘ ’( )○○

로 다른 활동들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 4-1>
의 그래프의 작은 진동 폭은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이 최대 분을 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7~8 . ‘ ’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한 행위에서 다른 행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었다 이는.
여타 유형의 참여자의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한 한 가지 종류의 활동이 최대 50
분까지 중단 없이 지속되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서 그림 참조( , < 4-2> ).○○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경우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의 가 유급노‘ ’ , 85~89%

동의 시간체계와 접합되고 있었다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활동 간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만들면서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업무강도를 높이고 있었다‘ ’ .
이들은 혼자 수행하는 업무에서 이메일 확인으로 이메일 확인에서 메신저 메시지,
로 또 다시 휴대전화 통화로 활동 사이를 빠르게 옮겨가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
었는데 이때 정보테크놀로지는 유급노동의 수행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유급노동,
의 시간체계를 강화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양상은 이들의 이메일 사용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표< 은 참여자들13>

의 이메일 확인 평균 시간간격 이메일 한 페이지 당 머문 평균 시간 기(interval), ,
록 일에 방문한 이메일 페이지 수를 정리한 것이다.85) 이메일 확인 평균 시간간격
84) 그림 과 그림 에서 시간대를 나타나는 축은 엄밀하게 균일한 시간간격을 구현하< 4-1> < 4-2> x

고 있지 않다 엄격히 말하면 두 그림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자료를 기기와 행위 종류가 조합. ,

된 분류체계에 따라 코딩했을 때 끊기지 않고 한 종류의 사용이 이어지는 지속시간 의, (duration)

변화를 시간대별로 나타낸 것이다 축은 지속시간 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 가지 유형의 정보. y .

테크놀로지 사용 행위가 다른 유형으로 빈번하게 전환되는 경우 진동 폭이 작아지고 한 가지,

유형의 사용 행위가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경우 진동 폭이 커진다.

85) 첫째 이메일 확인 평균 시간간격은 이메일을 읽거나 쓰기 위해 열어본 페이지들이 단절 없이, ,

지속되는 시간을 한 회기로 간주하고 각 회기가 시작되는 시간의 간격으로 측정했다 둘째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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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메일 확인빈도 및 의존도13.

은 이메일 사용 빈도를 나타내고 이메일 한 페이지 당 머문 시간은 새로운 이메,
일이 유입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습관적인 이메일 확인인지 이메일 쓰기가 이루, ,
어지고 있는지 등 이메일이 유입되는 상황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메. ,
일 페이지 수는 이메일 의존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
메일이 거의 업무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메일 페이지 수가 많,
다는 것은 업무목적의 의사소통을 위한 이메일 의존도가 높거나 업무에 대한 새,
로운 정보 유입에 대한 기대와 예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었다.86)

표 에 따르면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월등히< 13> , ‘ ’
빈번하게 이메일 읽고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인, . ‘ ’
김 와○○ 심 의 이메일 확인 평균 시간간격 은 각각 분 초와 분(interval) 7 8 5○○
초로 나머지 참여자들에 비해 월등한 빈번하게 이메일 확인이 이루어지고31 있었

다. 또한 이들은 이메일 페이지 당 평균 시간이 짧고 하루에 열어본 이메일 페이, ,
지 수가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이. ‘ ’
이메일을 읽고 쓰는 데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빨리 처리하고 있거나 빈번한,
메일 페이지 당 머문 평균시간은 이메일 사용을 위해 열어본 페이지 당 머문 시간의 평균치이

다 셋째 이메일 페이지 수는 조사일에 이메일 사용을 위해 열어본 페이지의 총 수를 나타낸. ,

것이다.

86) 본 연구 참여자들은 업무 외 목적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주로 휴대전화나 사내메신저를 이용

하고 있었다.

참여자

분류
정체성 유형 참여자　 직업

이메일 확인

평균 시간간격

이메일

페이지 당

평균 시간

이메일 총

페이지 수

핵심군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김ㅇㅇ 인터넷 쇼핑기업

근무
0:07:08 0:01:31 86

신ㅇㅇ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0:05:31 0:00:42 105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정ㅇㅇ 변리사 0:18:27 0:02:46 32

이ㅇㅇ 계약직 대학교수 1:02:46 0:00:26 16

팔방미인형

능력자

박ㅇㅇ 박사 후 연구원 0:46:00 0:07:08 10

서ㅇㅇ 대기업 근무 0:32:20 0:03:16 15

비교군
기존질서

안주자

권ㅇㅇ 대학 조교 0:18:29 0:03:47 27

최ㅇㅇ 사서 0:25:23 0:00:4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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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주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업계에 종사하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유급노동이 이. , IT ‘ ’
메일 의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빠른 속도로 이메일이 회전되는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은 이메일 사용을 업무 페이스 및 속도와 연관지어‘ ’

해석하고 있었다 이들은 업무 페이스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유급노동 목적의 이메.
일 유입량과 빈도에 대한 이야기로 답변하고 있었다.
그니까는 단순하게 업무량이 많다 라 기 보다는 일의 속도가 굉장히 강조 빠르더라[ ] ( )
구요 그래서 이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한 달은 깜짝 강조 놀랬어요 아휴 나는. [ ] , ( ) . ,
못 따라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또 어떻게 적응하더라구요 일[ ] . (
이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게 어떤 거죠 하루 일과도 빠르고 업무 싸이클도?) ,
빠르고. … 그니까 예를 들어서 메일이 사에 이전 직장 다닐 때는 제가 하루에, A [ ]
한 통을 받고서 처리를 했다고 하면 여기는 현 직장은 한 하루에 정말 한100 , [ ]
통 통 정도가 와요 그런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참조가 아니라 거기에 대300 , 400 . ,

해서 다 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심( , ).○○
한번 이메일을 보내면 상대방이 회신이 돌아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려요 보( , ?
통 서로 그러니까 회사에서요 팀에서는 거의 분 단위로 서로 회신하구요 팀, , .) 1 .
말고 그냥 사내에서는 거의 분 안에 다 회신 오는 거 같아요 인터넷 콘텐츠 제10 (
작자 심, ).○○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인터넷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 ‘ ’
사이에서는 분 단위 이메일 회신에 대한 규범이 공유되고 있었다 이들은 시시각.
각 인터넷 사용자 통계를 집계하고 변화하는 사용자 취향에 맞춰 콘텐츠를 수시,
로 업데이트해야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의 업무 의사소통이 필수적이었다 컴퓨터.
사용 로그자료는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인 심 가 대중의 취향변화를 빠르게 포○○
착하기 위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련 뉴스들,
을 찾아서 새로운 콘텐츠들을 빠르게 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인터넷.
쇼핑 업체에서 일하는 김 역시 시시각각 판매현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를 직원들로부터 보고받고 판매수치를 검토분석하는 일을 하면서 실시간 변화하,․
는 인터넷 소비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동료들과 이메일을 받
고 있었다.87) 이러한 이메일 사용은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업무를 가속화‘ ’
87) 이메일을 이용한 의사소통 비중이 큰 또 다른 이유들은 첫째 업계 종사자들이 면대면 소통보, IT

다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소통에 더 익숙하기 때문이었다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도.



- 232 -

시키고 있었고 이는 일터에서 머무는 동안의 시간경험의 밀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이는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한 시간이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유급노동‘ ’

의 시간체계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이메일에
실시간 답신을 하는 것이 노동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업계의 조직문화 속에서 이
들은 일터에 머무는 시간은 여타 시간체계로 시간이 거의 유출되지 않고 있었다.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속도감 있는 업무수행은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이 시‘ ’
간사용을 고도로 규율하게 만들었고 궁극적으로는 유급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결,
과를 낳고 있었다.

2) 빠른 회기 전환과 시간의 파편화(session)
이번 소절에서는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한 시간이 한 활동에 연속적으로 할애

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시간을 파편화시키‘ ’
는 양상에 대해 논의한다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경우 빈번하게 유입되는. ‘ ’ ,
이메일과 메신저 메시지들이 개인의 업무수행 리듬을 깨뜨리고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파편화시키고 있었다.

표 는 혼자 수행하는 업무의 한 회기 당 지속시간 의< 14> (session) (duration)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이다.88) 이 수치들은 타인과의 시간조율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혼자 수행하는 업무가 다른 활동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지를 나타낸다 예컨대 혼자 수행하는 업무의 활동회기가 짧다는 것은 스스로 페. ,
이스를 조절하며 수행하는 업무들이 다른 활동에 의해 자주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표 에 따르면 이메일과 메신저를 사용한 의사소통이 빈번히 이루어지. < 14> ,
는 업계 종사자들인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의 혼자 하는 업무의 회기 당 지속IT ‘ ’
직접 보고 이야기 하지 않고 이메일로 소통하는 상황 심 은 이러한 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 )○○

다 둘째 업무진행 과정을 모두 기록에 남기기 위한 목적에서 이메일을 통한 의사소통이 선호. ,

되고 있었다 부서 간 업무협조와 정보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책임. ,

소재 문제가 빈번히 대두하고 있었고 이메일은 업무 진행과정을 기록화하기 위한 한 방법이기,

도 했다.

88) 본 연구에서 업무에 할애한 시간은 타인과의 시간조율 필요성이 높은 업무와 낮은 업무 두 가

지로 나누어 집계했다 첫째 타인과의 시간조율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는 이메일 전화 휴대폰. , , , ,

면대면 대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업무관련 의사소통 업무미팅 업무목적의 교제를 포함‘ ’, ‘ ’, ‘ ’

한다 둘째 시간조율의 필요성이 낮은 업무로는 혼자 서류를 검토하거나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 , ,

하는 등의 혼자 수행하는 업무 업무목적의 뉴스읽기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해서 글을 읽고‘ ’, ‘ ’, ‘ ’

쓰거나 정보를 내려 받는 행위 등을 고려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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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혼자 수행하는 업무의 회기 당 평균 시간14.

그림 이메일 유입으로 인한 업무리듬의 파편화 양상5.
89) 서 의 혼자 수행하는 업무의 회기 당 평균시간이 여타 핵심군 참여자들보다 길게 나온 이유○○

는 자료 수집일에 중요한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어서 문서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지속적으로, ,

열어 놓고 업무보고서 작성을 했기 때문이다.

참여자

분류
정체성 유형 참여자　 직업

혼자 수행하는 업무의

회기 당 평균 시간

핵심군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심○○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0:01:32

김○○ 인터넷 쇼핑기업 근무 0:02:53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정○○ 변리사 0:05:38

이○○ 계약직 대학교수 0:04:51

팔방미인형

능력자

박○○ 박사 후 연구원 0:06:46

서○○89) 대기업 근무 0:12:09

비교군
기존질서

안주자

조○○ 사서 0:06:16

강○○ 대학조교 0:03:13

시간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사용
시간 주행동 지속

시간

　

　

　

　

　

　

　

　

　

　

　

　

11:15

11:20

11:10

이메일 00:02:40

업무관련 의사소통 00:06:09
메신저 00:01:47

이메일 00:00:05
메신저 00:00:14

이메일 00:00:54
메신저 00:00:08
이메일 00:00:21

정보검색 00:02:21
혼자 하는 업무 00:03:14

컴퓨터작업 00:00:53
이메일 00:00:07 업무관련 의사소통 00:00:07

컴퓨터작업 00:00:37 혼자 하는 업무 00:00:37

메신저 00:00:07 업무관련 의사소통 00:00:07

컴퓨터작업 00:00:28 혼자 하는 업무 00:00:28

이메일 00:00:05 업무관련 의사소통 00:00:05

컴퓨터작업 00:04:07 혼자 하는 업무 00:04:07

이메일 00:01:14 업무관련 의사소통 00:01:14

컴퓨터작업 00:00:06 혼자 하는 업무 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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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가장 짧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들이 한 가지 활동에 충분히 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다른 활동으로 관심과 집중이 분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한 시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간들은 파편화되고 있었으며 방해받지 않고 한 가지 활동이 길게 지속,
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림< 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인 심 가 끊임없이 밀려드는 업무 이5> ‘ ’ ○○
메일과 메신저 메시지를 확인회신하면서 혼자 수행하는 업무를 병행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에 따르면 이메일 사용과 메신저 메시지의 유입으로. < 5> ,
인해 혼자 수행하는 업무가 지속되는 시간이 분을 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5 .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의사소통은 가용 시간을 파편화하면서 혼자 수행하는,
업무의 활동회기를 짧게 만들고 있었다 결국 방대한 량의 이메일에 밀려 정규. ,
근무시간에 못 다한 업무는 야근과 주말 근무로 이어지거나 혼자 수행하는 업무,
를 하느라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한 시간의 흐름에 뒤쳐진 경우에는 근무 중에 시
간을 쪼개서 그 속도를 따라잡아야 했다.
이메일 때문에 내 일이 흐름이 많이 깨져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휴가 강조 를 내. [ ]
요 휴가를 내서 집에서 자기 딱 그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일을. [ ]. !
하기 위해서 휴가 강조 를 내야 되나 그런 거 는 참 문제 있다 라고 얘기는 하[ ] ! [ ] [ ]
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일은 야근 할 때 하는 경우도 많구요. .……
야근이 다들 많죠 만약에 완전 강조 집중해서 그 일 혼재 수행하는 업무 만. [ ] [ ]……
했다 그러면은 화장실에 갈 때 핸드폰을 들고 가서 요걸로 메일 내가 밀린 거 뭐, ,
있나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잉여시간에 쫓아가는 거죠 뭐 놓친 거 있나 보, . [
고 따라잡는 거죠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심] ( , ).○○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정보테크놀로지 의존도가 높고 속도를 중시하는 업무환, ,

경은 업무시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었다 빠른 회신을 요하는 이메일들이 끊임없.
이 밀려들어오는 상황에서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한 속도를 따라가면서 자신이 혼
자 수행하는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간전략을 통해 업무시간을 연장
하거나 시간을 밀도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취해야 했다 화장실에 가서도 휴대, . ①
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할 정도로 짬 시간을 쪼개서 활용하거나 이중 모니터를, ②
사용해 두 가지 과업 사이의 전환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전략, ③
이메일과 메신지 메시지의 잦은 유입으로 인해 파편화된 짧은 시간대에 다른 업무
들을 사이사이에 배치하는 맞물리기 전략(dovetailing) 90) 이메일 유입이 집중,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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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메신저 메시지가 폭주하는 정규 업무시간대, (Flaherty & Seipp-Williams,
를 피해 혼자 하는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야근이나 휴가를 사용하는 방법2005)

등은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이 방대한 업무량을 소화해내고 정보테크놀로지를‘ ’ ,
사용으로 인한 시간의 파편화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전략들이었다 하지.
만 이러한 전략들은 궁극적으로는 양적질적으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강화하는, ‧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시간전략들을 구사하면서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유. , ‘ ’
급노동 시간은 그만큼 길어지고 있었고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의 시간경험의 밀도,
는 보다 더 높아지고 있었다 그 결과 이들은 보다 더 높은 강도의 업무를 보다. ,
더 장시간을 수행하면서 이들이 가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축소되고 그 질은 하,
락하고 있었다.

2.

앞 소절에서는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결합되면서 재‘
미추구형 능력자들의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의 경험이 양적질적으로 강화되는 양상’ ․
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유급노동 수행을 가속화하고 시. , ,
간을 파편화하는 양상은 어떠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재미추구형? ‘․
능력자들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결합되면서 생성되는’
시간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면서 업무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보다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쉴 틈 없이 유급노동에 시달리는 것이었다 또한 이메, . ,
일 메신저 메시지를 통한 유급노동 목적의 의사소통으로 인한 가용시간의 파편화,
는 업무시간을 양적으로 증가시키고 질적으로는 시간사용의 밀도를 높이고 있었,
다 하지만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의 재미 와 흥미 를 쫓아 자발적이고 열. , 4 , “ ” “ ”
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들에게IT “ ”
90) 맞물리기 는 한 가지 활동을 시작해 놓고 다른 활동을 활동적으로 하는 동안 앞서(dovetailing) “ ,

시작한 활동은 잠시 모니터링 하는 시간사용 방법으로서 한 가지 활동이 잠시 소강상태인 동안” , ,

다른 활동을 끼워 넣어 배치하는 행위들을 지칭한다 맞(Kaufmann-Scaborough, 2006, p. 68).

물리기식 시간사용은 여성들이 가사와 돌봄 관련 활동을 배치하거나 가(Hendrix et al., 1979),

정 내에 일이 유입되는 경우 상이한 성격의 활동들을병행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주로 활용하는,

시간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다(Glennie & Thrift, 1996; Haddon, 1998; Flestead & Jewson,

예컨대 전자렌지가 냉동식재료를 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2000). , ,

서 상대방이 말을 하는 시간 자료가 전송되는 데 걸리는 시간 등 본인이 기다려야 되는 분, 1, 2 ,

몇 초의 시간을 그냥 두지 않고 그 시간 동안 다른 행위를 배치하는 것들이 끼워넣기

방식의 시간사용에 해당된다(dovetai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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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따르는 것은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업무를 완
수하는 생산적효율적인 노동자로서의 자부심과 연관지어 인식되고 있었다IT .․
정보테크놀로지 사용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고 동시에 혼자 수행하는 업무도,

완수해 내는 것이 노동자로서의 능력의 척도로 인식되면서 재미추구형 변화IT , ‘
적응자들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을 가속화하고 일터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고’ , ,
그 시간을 보다 밀도있게 사용하고자 애쓰고 있었다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정보.
테크놀로지가 접합되어 생성된 시간은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에게 자신의 능력‘ ’
을 보여주기 위해 쫓아가야 하는 일종의 이상적인 업무속도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었다 이들은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한 속도를 쫓아가는 데 매여 자율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시간에 극도로 제약을 받고 있었다. 또한 일터에 머무는 시간 동안,
더 많은 량의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시간사용을 고도로 규율하고 있었다.

받는 이메일들이 제가 그냥 단순하게 참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다 회신을[ ] ,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말 처음에는 화장실도 못 갔어요 인터넷 콘텐츠. . (
제작자 심, ).○○
보통 직장인들이 서너 시쯤 되면 한판 쉬어주는 타이밍이 있던대요 그리고 퇴근할( .
때쯤 되면 여유시간 가지고 쉬시고 하시는데 웃음 그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 ) .
매닉타임 기록 할 때 좀 걸러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일부러 평상시랑[ ] , [ ] . [ ]
똑같이 강조 해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강조 업무 외의 다른 걸 안 봤더라구요( ) . ( ) [ ] .
아 내가 진짜 직장생활 재미없게 한다 웃음 사 이전 직장 에 있을 때는 어! [ ] ! ( ) (A [ ]
땠어요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서너 시 때 한 번 쉬고 퇴근 때 또 인터넷 사이?) , , [
트들 훑어보고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그런 거 좀 없어요 인터] , . . […
넷 회사가 자유롭게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등 업무와 그 외의 생활
이 분리가 안 되는 특징이 있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간 이후 여기 현 직장 는] ( [ ]
어때요 여기도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예 있어요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하고? ?) , . , …
싶지만 그러기엔 일이 훨씬 많아서 그러진 못 하죠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심, ( , ○
).○
인용문은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하는 시간이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고도화하

는 결과를 낳으면서 여타 시간체계들을 희생축소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각적으로 답장을 하지 않으면 이메일이 적체되어서 업무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려
워지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이메일의 속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최소화할 정도로 고도로 신체와 시간사용을 규율하고 있었다 또한 즉각. ,
적인 업무수행이 최우선시 되면서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은 직장 동료들과의, ‘ ’
사적 잡무나 잡담 휴식 시간 등 육체의 리듬 사회적 교제의 시간 가족소비여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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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관장하는 사회적 시간체계들을 희생시켜야 했고 이는 일터에서의 시간사,
용을 고도로 규율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규율은 강요와 억압적 기제가 아닌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
시간전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자발적인 시간규율은 빠름을 구현.
하는 것을 이상적인 노동규범으로 간주하는 업계의 노동문화와 연관되어 있었IT
다 특히 인터넷 공중과 소비자들의 취향과 관심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
이윤창출의 성과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콘텐츠 업계의 노동 환경에IT
서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 소통과 항상 접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은 업무에 대한 충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여겨지고 있었다 심 에 따. ○○
르면 업무 이메일에 대한 분 단위 회신은 사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노동윤리였으,
며 주말에 이메일 회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
는 시선이 사내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사내에서 회신하는 데 한 분 분 그니까 하루가 넘어가면 그거는 그 위로10 , 30 . , ,
올라가요 상부로 보고가 되요 왜 회신이 없냐 는 거죠 모든 일은 거의 다 당일[ ]. [ ].
에 다 끝나구요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심( , ).○○
보니까( 주말에도 일을 하셨더라구요 예 제가 이 회사 와서 가장 놀랬던 것 중.) ,
하나인데 전 처음에 주말에 메일을 안 봤어요 회사메일을 안 봤는데 월요일 날, . ,
출근했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회신이 다 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되게 거부감 있었거든요 주말에는 쉬어야지 그랬는데 안하면 왠지 저만 성과에서. , ,
낮게 될 거 같은 그런 느낌?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심, ).○○
뭐가 서비스가 하나가 오픈 하면 옛날엔 안 이랬는데 이래이래 하고 저래한 모습, , [ ]
이 되게 안좋은 거 같다 그러면 하고 누구 하나가 사내 게시판에 의견을 내면 서[ ],
로 이제 댓글 달면서 되게 많이 달리거든 몇 백 개가 막 달려요 막 이러면서 이, . . ,
런 거 같다 이 저 런 거 같다 회사 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많이, [ ] [
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회사가 바로 망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 ] [
요 어느 정도는 다들 열정이 있어요 그런 열정이라는 거는 회사의 구성원으로]. . . (
서의 열정인가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열정인가 아니 일에 대해 자기 일에 대[ ? ?) , .
한 일에 대한. 열정이요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심[ ] ( , ).○○

위의 인용문들은 주중에는 분 단위로 이메일 회신을 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이,
메일을 사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
윤리로 간주되는 문화를 보여준다 실제. 심 는 조사가 이루어진 주말에도 이메○○
일로 업무지시를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했는데 분(20 ), 이는 주중주말의 구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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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 노동자로서의 열정의 징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주말 중 가정에서의 보충노동. “ ”(SWAH, Supplement-work-at

이 의무는 아니지만 전통적인 주중home)(Venkatesh & Vitalari, 1992, p. 1688) , ‧
주말의 시간구분을 고집하는 것은 혼자만 성과에서 낮게 될 것 같은 느낌을 야“ ”
기하면서 경쟁사회에서의 도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었다, .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이러한 불안감은 열정적인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

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정체성으로 봉합되고 있었다, .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이 신속하게 업무 이메일에 회신하고 주말에도 콘텐츠‘ ’ ,
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시간사용을 스스로 규율통제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업무에‧
할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통치권력에 주체화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
은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한 시간의 노동규율 효과를 외부로부터 강제된 훈육권력
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업무강도가 높고 속도가 생명인 인터넷 업계에서 일에, , “
대한 열정을 가진 유능한 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주체화함으로”, “ ”
써 자율적으로 속도를 실천하고 있었다.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한 시간에 맞춰 자신의 시간사용을 규율하고 업무를 가,

속화하는 것은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이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빠르게 업무‘ ’
의 요구를 이행하는 노동자로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자기의 테크놀로지 이자 속도“ ” ,
의 경제에서 통치권력이 작동하는 한 방식이었다 속도를 중시하는 업계에서 노. IT
동자의 기업가 정신을 통해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통치권력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었고 인터넷 일을 하는 사람 이자 일에 대한, “ ” , “
열정 을 가진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통해서 자율적자발적인 것으로 내면화되고” ‧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속도의 경험은 기업가 정신‘ ’
을 토대로 노동자로서의 윤리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
서 정보테크놀로지는 자기에 대한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를 통치해 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요컨대 정보테크놀로지와 고도화된 유급노동의 시간. ,
체계의 접합은 자율적인 자기 통치를 통한 생산의 가속화를 구현하면서 속도의 경
험을 생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정보테크놀로지의.
접합은 개인의 자율적인 행위와 자기에 대한 실천을 통해 생산효율성을 극대화하
며 일상적 시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신자유주의 시간 장치가 작동하는 한 양상,
으로 볼 수 있었다.
한편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정보테크놀로지가 접합되어 시간경험의 밀도를,

높이고 일상생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양상은 젠더화된 시간체계가 중첩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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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가 더 심화되고 있었다 장에서 참여자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이 젠더화되. 5
는 양상에 대해 논의했듯이 야근이 여의치 않은 여성 참여자들은 정규 근무시간,
안에 업무를 마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머무는 동안 시간사용을 보다 촘촘히 하고
있었다.91) 특히 자녀를 둔 참여자들에게는 보육기관에 아이를 데리러 가고 대리, ,
보육자와 이른바 바톤터치를 하는 시간은 업무 수행이 일종의 데드라인으로서 기‘ ’
능하고 있었기에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하는 속도에 대처하는 이들의 전략은 다,
양할 수가 없었다.92) 남성들의 경우 정규업무시간에는 업무 이메일 응답에 집중,
하면서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한 시간을 중심으로 보내고 야근을 통해 혼자 수행,
하는 업무에 집중하는 등 시간전략을 유연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심 하지만 대리양육자와 돌봄의 의무를 교대하는 시간이 일종의 일, ). ,○○
일 업무 데드라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하는,
시간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한 시간과 혼
자 수행하는 업무의 리듬을 동시에 따르는 것이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일터에. ,
머무르는 동안 시간을 고도로 압착해서 사용해야 했고 일터에서 이들의 시간경험,
은 이중으로 가속화되고 있었다. 요컨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유급노동의 시간,
체계를 강화시키면서 시간경험을 고밀도로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 시간장치가 작
동하는 한 방식이었다면 젠더화된 돌봄노동의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는 기혼 여성,
들의 경우 이러한 시간장치의 작동이 생성하는 일상적 시간경험의 효과가 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3. :

앞 소절에서는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생성하는 시간이 유급노동 시간을 늘리
고 그 밀도를 높이고 있지만 그 과정이 생산적이고 유능한 노동자가 되고자 하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욕망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 ’
다 또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과 유급노동의 시간체계가 결합되어 일과의 속도를. ,
빠르게 하고 일상적 시간경험을 고밀도화 하는 것이 자기에 대한 자율적인 통치,
91) 야근을 피하기 위한 참여자들의 또 다른 노력으로는 육체의 리듬에 따른 식사 휴식 등의 활동,

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거나 일과에서 배제하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업무 회의 스케줄을 잡기, ,

등이 있었다.

92) 돌봄의 시간은 기다림과 감정노동 반복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상,

반되는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Davies, 1996, 1990; Gunnarsson & Ressner, 1985; Youngs,

하지만 일하는 여성들에게 있어 돌봄의 시간은 그 과정보다는 언제 돌봄의 시간을 시작2001). ,

하고 종료할 것인가라는 타이밍 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tim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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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시간장치가 작동하는 한 양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전적으로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에 주체화 되. ,
고 있었는가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유급노동의 시? ‘ ’
간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작용했는가?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빈번한 이메일메신저 사용은 메시지가 전달되는‘ ’ ․

사이의 짧은 짬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예컨대 이메일의 경우 분 단위의 빠. , ,
른 회신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게 빈번한 이메일 계정 접속을 야기하면서 습관,
적인 이메일 확인으로 인한 시간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메신저 메시지가. ,
오고 가는 사이의 십 수 초의 시간 역시 업무수행을 하기에 충분치 않은 시간이었
다 정보테크놀로지 의존적인 의사소통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짬 시간들은 정보테.
크놀로지를 이용한 소비여가의 시간체계로 유출되고 있었다 짧게는 몇 초 길어. ,․
야 분 미만의 극도로 짧은 시간동안 쇼핑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미지 한 컷을2~3
감상하거나 흥밋거리가 될 만한 인터넷 뉴스를 훑어보는 등의 행동은 정보테크놀,
로지 의존적 의사소통으로 인해 파편화된 시간들을 채우면서 유급노동의 시간체,
계의 주체화 권력에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림 은 재미추구형 능력자인 심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가 메신저< 6> ‘ ’ ( )○○
대화 사이 생성되는 짬 시간을 이용해서 쇼핑 사이트를 둘러보는 상황을 나타낸
다 메신저를 사용한 유급노동 목적의 정보교류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
는 상황에서 한 메시지의 유입 이후 그 다음 메시지가 유입되기까지의 시간은 짧
게는 여초 최대 분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짬 시간은 집중을 요하는 업무를10 , 1 .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대체로 육아살림 관련 정보를 찾거나 휴식목적의, ,․
아이쇼핑 오락목적의 인터넷 뉴스 읽기 등 흐름을 이어갈 필요가 없는 단편적인,
활동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한 유급노동 목적의 의사소통은.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고 이는 참여자들이 생산적이,
고 자발적인 노동자로서 기업가 정신 을 발휘하는 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역설적“ ” . ,
으로 노동자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경영해가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테크놀로지는,
유급노동과 커리어 발전과 무관한 시간체계들이 유입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고
있었다.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에게 정보테크놀로지는 생산적이고 유능한 노동자‘ ’ IT

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자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강화,
하면서 일상적 시간경험을 보다 고밀도화고속화 하는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한․
요소였다 하지만 이메일메신저 메시지가 작성되는 시간 메시지 확인까지 걸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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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메신저 대화 사이 짬시간의 활용양상6.

그림 업무용 이메일 계정에서 비업무용 메일 사용 양상7.

시간차가 생성되면서 정보테크놀로지를 통한 의사소통이 완벽히 실시간을 구현하
지 못했고 그 결과 정보테크놀로지와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의 접합이 느슨해지는,
순간들이 생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순간은 정보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열정적이고 생산적인 노동자 정체성을 통해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작,
동 방식 자체에 균열의 가능성을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장치에 대,
한 신성모독 의 양상으로 볼 수 있었다“ ” .

시간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사용
시간 주행동 지속

시간

　
　
　
　
　
　
　
　　

12:05

12:10

메신저 00:00:05 업무관련 의사소통 00:00:05

정보검색 00:00:13 휴식목적 아이쇼핑 00:00:13

메신저 00:00:07 업무관련 의사소통 00:00:07

정보검색 00:00:48 휴식목적 아이쇼핑 00:00:48

메신저 00:00:06 업무관련 의사소통 00:00:06

정보검색 00:01:11 휴식목적 아이쇼핑 00:01:11

컴퓨터작업 00:00:09 혼자 하는 업무 00:00:09

정보검색 00:01:01 휴식목적 아이쇼핑 00:01:01

컴퓨터작업 00:01:41 혼자 하는 업무 00:01:41

정보검색 00:01:01 업무목적 뉴스읽기 00:01:01

메신저 00:00:05 업무관련 의사소통 00:00:05

시간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사용
시간 주행동 지속

시간

　
　
　

　
　
　
　
　
　
　
　

18:32

18:35

이메일 00:00:32 개인적 교제 00:00:32

컴퓨터작업 00:00:07 혼자 하는 업무 00:00:07

이메일 00:00:10 개인적 교제 00:00:10

컴퓨터작업 00:00:05 혼자 하는 업무 00:00:05

이메일 00:00:29 개인적 교제 00:00:29

컴퓨터작업 00:00:44 혼자 하는 업무 00:00:44

이메일 00:00:06 개인적 교제 00:00:06

컴퓨터작업 00:01:08 혼자 하는 업무 00:01:08

이메일 00:00:28
개인적 교제 00:00:34

메신저 00:00:06

컴퓨터작업 00:00:34 혼자 하는 업무 00:00:34

이메일 00:00:12 개인적 교제 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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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 사이에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쓰, ‘ ’
고 읽고 만드는 것이 직장 내에서 유급노동 중인 상태로 인식되는 것을 이용한,
신성모독 의 양상 역시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과 다음 인용문은 인터넷 쇼“ ” . < 7>
핑기업에 근무하는 김 가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직장 동료들과 퇴근 이○○
후 번개모임을 계획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

메일이 굉장히 많네 응 매닉타임 자료를 함께 보면서 지금 이때는 퇴근시간( ?) . [ ] [ ]
거의 다 되어가지고 메일이 되게 막 활발하게 왔다갔다 하구 그랬어 이거는 매닉, . [
타임 이 부분은 노는 메일이 왔다 갔다해서 많은 거야 노는 메일도 막판에는] [ ]. ,
많이 왔다갔다 했어 모여 놀자 막 이런 거 야 그니까 한명이 메일을 보내면. , [ ]. ,…
같은 모임 사람들이 거기다 다 회신을 달아서 계속 이메일이 왔다갔다 왔다갔[ ] [ ]
다 하는거야 아 회사계정으로 응 인터넷 쇼핑기업 근무 김. ( , ?) . ( , ).○○
비육체 인지노동을 하는 사무직 노동자들의 이메일 사용은 업무의 중요한 일부

분이다 업에 종사하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경우 실시간에 준하는 빠. IT ‘ ’ ,
른 속도로 이메일로 업무목적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단위 시간당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주요한 기제였고 이는 앞서 논의했듯이 신자유주의 시간장치가 작동하는,
한 방식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감벤이 말하는 놀이 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었다“ ”(play) (Agamben,

쪽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이2010[2005], 124~6 ).
메일이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강화하는 기제가 되는 방식을 모사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이메일과 강화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의 연결고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
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간장치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라는 자율적인 활동을 통.
해 유급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작동방식을 참여자들이 새롭게 전유하는 일종의
놀이 로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과 강화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의 접합이 자본주“ ” ,
의 생산노동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방식에 대한 일종의 신성모독 으로 볼 수 있었“ ”
다.

4. : ․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
강화하면서 속도의 경제를 구현하고 있었다 이메일과 메신저 메시지가 생성하는.
업무의 속도는 이들의 여유시간을 앗아가고 노동강도를 높이고 있었으나 정보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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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놀로지와 강화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가 결합된 장치가 전적으로 완벽하게 이들
을 충실한 노동자로 주체화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보통 직장인들이 서너 시쯤 되면 한판 쉬어주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웃음 맞아( ) ( )
요 그리고 또 가끔 오전에 쇼핑몰 한번 들어가는 거 그게 저의 잠깐의 휴식 이죠. , [ ]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심( , ).○○

레베카밍코프 국내 미수입 해외브랜드 명 인가 막 그런 것두 위즈위드에서 괜찮다[ ] ?
고 하면 이제 이베이 미국 경매사이트 에다가 그냥 검색을 저장을 해놔 그 브랜드[ ] .
로 한국에 쉬핑 해외배송 이 되는 걸로 해서 서치를 해놓고 메일로 받아[shipping: ] ,
서 관심 브랜드에 괜찮은 상품이 있는지 보는 거야[ ]. … 서치 검색 를 자기 조건에[ ]
맞게 걸어서 서치 검색내용 를 세이브 저장 한 다음에 그거를 메일로 받겠다고, [ ] [ ]
설정을 해놓으면 매일매일 메일이 와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보는 거야 응[ ]. ( ?) .…
재미로 이렇게 뭐가 있나 보는 거지[ ] 인터넷 쇼핑업체 근무 김( , ).○○

위의 인용문들이 보여주듯이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은 잠깐의 휴식 이자, ‘ ’ “ ” ,
기분전환 으로 재미로 쇼핑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었다 앞 소절에서 논의했듯“ ” , “ ” .
이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은 정보테크놀로지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 ’
유입되는 업무 환경으로 인해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고 활동과 활동 사이의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면서 시간의 파편화를 경험하는,
이들이다 이렇듯 휴식이나 오락에 할애할 수 있는 뭉텅이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스펙타클과 이벤트를 중심으로 하는 짧은 호흡의 인터넷 소비는 파편화
된 시간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손쉬운 여가였다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은. ‘ ’
강도 높은 유급노동을 수행하면서 억압된 휴식과 여가에 대한 욕구를 짧은 토막시
간을 이용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극히 짧은 시간에 압착해서 인터넷 쇼핑사이트에,
접속해서 상품 이미지들을 감상하고 있었다.93)
인터넷 소비에 대한 논의들은 아이쇼핑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인터넷 소비가,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유희적“ 공간 박창호 쪽 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 2011, 190 ) “
이룰 수 없는 종류의 상당한 탐험 을 가능하게”(Venkatesh et al., 1998, p. 306)
93) 본 연구에서 인터넷 소비 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각종 소비 관련행위들을 포괄적으로“ ”

지칭한다 참여자들의 인터넷 쇼핑몰 및 관련 사이트의 사용맥락을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결과. ,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인터넷 소비 는 다음 세 가지 하위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었다“ ” .․
첫째 실질적인 구매의 의미 둘째 상품을 돌아보면서 구경하는 아이쇼핑 등의 여가로서의 인, ‘ ’ , , ‘

터넷 소비의 의미 셋째 미래의 구매를 위한 정보검색과 정보수집이라는 정보노동의 세 가지’ , , ‘ ’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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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철저히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흘러가는 유동적인 소망에 따른 행위 개별,
적인 환상에 따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향유 행위로서 해방적 가능성을 지녔다고 보
았다 하지만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여가로서의 인터넷 소비는 개인의 취. , ‘ ’
향과 환상에 따라 자유롭게 아이콘들을 클릭해보고 하이퍼링크를 따라 유유자적,
하는 만보객 의 향유의 경험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사이트“ ” .
에 방문하는 것을 대충대충 빨리빨리 보는 행위라고 묘사하고 있었는데 이는 여“ ” ,
가로서의 인터넷 소비가 완전히 긴장을 완화하고 유동적 소망에 따라 유유자적하
는 만보객 의 행위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 .94) 업무의 속도와 흐름을 쫓아가
기 바쁜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에게 있어 인터넷을 이용한 여가화된 인터넷 소‘ ’
비는 현실의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나 시간진공 상태에서 이미지들을 소비하는
유희의 시간이 아니라 가속화된 일상생활에 압도되어 시간압박감을 느끼며 수행,
되는 불안한 휴식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일터에서의 시간이 오롯이 업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정보테크놀로지,

가 생산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규범적인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었
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가화된 소비를 하면서 업무의 속도전을 잠시 지연시키고.
있는 행위는 생산적인 노동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주면서,
일종의 시정되어야 할 행위 죄책감을 가져야 할 행위로 여겨지고 있었다 인터넷, .
소비는 업무량이 많고 바쁜 일과 속에서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손쉬운 여가
로서 업무의 빠른 페이스를 잠시 멈추고 휴식하는 시간이었지만 전적으로 유급, ,
노동의 시간체계로부터 자유로운 시간만은 아니었다 여가로서 인터넷 소비의 시.
간은 업무의 리듬으로 복귀해서 생산적인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감이 내재된 긴장된 시간이었다.
나아가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여가화된 인터넷 소비는, ‘ ’ 실제 구매로 이

어지기도 했다 업무의 속도에 쫓겨 바쁜 일과 사이의 짬 시간에 급히 이루어지는.
구매는 선택에 앞서 신중히 알아보고 결정되기 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즉, “ ”
흥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

인터넷으로 얼마나 자주 사 약간 부끄러워하며 나 정말 많이 사 요새같이( ?) [ ] . …
일이 많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 이게 좀 사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겠, , ‘ ! [ ]
다 막 이러면서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살 때도 있어 그리고 사실 온라인에서 사’ , . ,

94) 본 연구 참여자들의 여가로서의 인터넷 소비는 주로 개인용 이메일 계정으로 유입되는 광고메

일을 따라 인터넷 쇼핑사이트로 이동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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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오래는 못 입어 그래서 버리고 사고 버리고 사고 이런 식이야 인터넷 쇼핑. , [ ] (
업체 근무 김, ).○○

업무강도가 높은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은 업무가 바빠져서 스트레스가 높‘ ’
아지면 일주일에 하나씩 살 정도로 자주 인터넷 구매를 하고 있었다“ ” .95) 업무가
증가하고 가용시간이 부족해질수록 인터넷 소비에 의존하는 현상은 시간부족감에,
시달리는 고소득자들의 여가활동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리반이 제시했던
포식적 여가 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voracious leisure) (Sullivan &

설리반은 여가활동을 문화소비의 한 종류로Katz-Gerro, 2007; Sullivan, 2008).
보고 오늘날 고소득자들의 여가활동이 그 양과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 주,
목했다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가용시간 량과 관계없이 바쁜 고소득자들은 다양.
한 옥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은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고소득자들이
구사하는 시간전략에 있다는 것이다 설리번은 고소득자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많.
은 수의 여가활동을 일과시간에 배치하기 위해서 각 여가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짧게 만들면서 여가를 파편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재미(Sullivan, 2008). ‘
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이’ 소비행위 자체의 빈도와 량에 그 의미를 두고 있으며 소,
비결정을 위해 충분한 숙고를 거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새로운 물건을,
자꾸 사들이는 양상은 고소득자들의 포식적 여가 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 ” .
러한 유사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활동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이들이 바쁜 유급노동 사이 짬 시간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
지만 물품의 효용가치와 수요에 대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고려하지 못한 채 압,
착되어 행하는 즉흥적인 인터넷 구매행위를 포식성 개념을 차용해서 미디어화된“ ” ‘
포식성 소비 라고 개념화하였다’(mediatized voracious consumption) (Krotz,
2009).96)

95)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미디어화된 포식성 소비는 생산유통소비가 모두 빠른 속도를 지향‘ ’ ‧ ‧
하면서 상품회전율이 빨라지는 시장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즉각적인 온라인 주문결제와 당. ‘‧
일 배송 퀵 배송이 강조되는 각종 배송 시스템으로 인해 소비실천의 결과물을 빠르게 확인할’, ‘ ’

수 있다는 점은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에 의존하는 또 다른 이유였다.

96) 미디어화 개념은 사회와 일상생활의 변화에 미디어의 영향이 착근되어 있다는“ ”(mediatization)

것을 전제로 한다 미디어화 개념은 미디어가 일상생활과 사회문화적 변화과정의 일부로 배태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기로서의 미디어가 일상에 미치는 효과를 단선적으로 가정하거나,

사회변화와 미디어의 영향을 구분하는 것 보다는 주체들의 실천과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를 둘, ,

러싼 인식을 하나의 사회문화적 변화 과정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크.‧
로츠는 미디어화 를 개인화 상업화 전지구화와 함께 근대성을 형성한 메타 과정으로 보고“ ” , , ,

미디어화 를 나머지 세 가지 사회문화 변화의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

주장한다 김은미심미선김반야오하영(Krotz, 2009, p. 5; , 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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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위 닥치는 대로 사들이는 미디어화된 포식성 소비는 구매한 물품, ‘ ’ ‘ ’
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또 다른 노동을 추가적으로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
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바쁜 일상에 밀려 구입한 물건의 정리관리(Røpke, 1999). ‧
를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그 결과 사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 못한 채 새,
로 다시 물건을 구입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
가 과도하게 강화되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확보하지 못하는 시간 부족의 상황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인터넷 구매를 낳고 이는 추가적인 노동과 또 다른 소비를,
부추기면서 시간부족을 악화시키고 있었다.97)98)
이상의 논의들은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압착된 소비화된 여가 여가화된‘ ’ ,

소비활동이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의 주체화 권력을 느슨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
다 강화된 유급노동에 지친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은 여가화된 소비의 시간체. ‘ ’
계에 따르며 잠시 과중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휴식의 순간을 가지고 있었,
고 이는 열정적인 인터넷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잠시 벗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었다 하지만 유급노동의 시간체계가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삽입되는 여가화된. ,
소비 혹은 소비화된 여가의 시간체계는 이들을 상품화 권력의 주체로 호명하고 있
었다 장시간의 강도 높은 유급노동으로 인해 시간의 희소성이 증가하면서 재미추. ‘
구형 변화적응자들의 여가는 보다 상품집약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Hirsch,
1977; Linder, 1970, pp. 118~120 이는 빈 시간을 소비라는 또 다른 활동으로),
97) 미디어화된 포식성 소비는 유급노동에 할애한 시간이 높아지면 그 외의 영역에 할애한 시간도‘ ’ ,

더불어 증가한다는 린더의 논리 의 논의를 상기시킨다 린더의 논의를 거칠게 요(Linder, 1970) .

약하자면 유급노동 시간과 임금이 증가하면 소비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결과 사람들은, , ,

소비를 집약적으로 가속화해서 수행함으로써 각 영역의 시간산출량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다.

린더의 관점에서 보면 참여자들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 소비활동에,

매달리는 양상은 소비시간과 유급노동 시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린더의 논리는 유급노동과 소비 시간의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것을 경(Linder, 1970). ,

제학적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유급노동 시간이 비슷한 참여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소비시간의 편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98) 린더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속도가 빨라지며 시간부족 문화가 확산

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약탈당한 여가계급 이라는 개념을 제시, “ ”(harried leisure class)

했다 린더에 따르면 인간은 다양한 활동의 시간 당 산출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자 하는 성. ,

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단위시간 당 생산 효율성이 높은 부유한 나라에서는 여가활동에서도.

생산의 효율성에 상응하는 효율성을 산출하고자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하는 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여가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시간공황 문화 가 생겨난다, “ ”

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가로움을 통해 금전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과(Linder, 1970). ,

시하던 유한 계급 은 시간에 쫓겨 정신이 없는 상“ ”(leisure class)Veblen, 2005/ 1899) “

태 의 여가계급 이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국내 서적과 논문들에서 린더의 개념은 약”(harried) ” . “

탈당한 여가계급 으로 베블렌의 개념은 유한계급 으로 다르게 번역통용되고 있” “ ”(leisure class)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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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정보테크놀로지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로부터 벗어난.
틈새시간을 만들어주었지만 이 시간은 해방의 시간이 아닌 여가화된 소비 혹은, , ,
소비화된 여가의 시간체계를 통해 작동하는 상품화 권력에 의해 주체화되는 시간
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이라는 장치의 주체화 방식과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대응

양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본 절의 두 번째 소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재미추구형. , ‘
변화적응자들은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업무의 속도와 리듬에 맞춰 빠르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업무를 가속화하고 있었고 이는 정보,
테크놀로지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노동시간을 규율하도록 유도하는 통치권력의 장
치로 작동하는 한 양상이었다 하지만 유급노동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자율. ,
적 규율이 한계에 달하게 되면서 인터넷은 자율적인 노동을 유도하는 통치성의,
장치가 아닌 노동 훈육을 강제하는 강압적인 장치로서의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
었다 업무의 강도가 세지고 시간압박감이 심해지면서 참여자들은 정신적 스트레. ,
스와 신체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유, “
능한 노동자 라는 주체성은 더 이상 자율적인 규율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
다.
여가화된 소비의 시간체계 혹은 소비화된 여가의 시간체계가 유입되는 것은 주

체들의 시간부족감과 시간압박감이 임계점에 이르는 지점 인터넷이 자율적인 노,
동규율을 유도하는 통치성의 장치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지점이었다 인터넷이 유.
급노동을 강제하는 강압적인 훈육장치로 변화하게 될 때 참여자들은 이를 회피하,
기 위해서 일종의 여가로서 인터넷 소비를 행하고 있었고 이는 단순히 아이쇼핑,
에 그칠 때도 있지만 높은 유급노동의 강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
한 미디어화된 포식성 소비로 이어지기도 했다‘ ’ .
이렇듯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강화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사이에 소비화된,

여가 혹은 여가화된 소비의 시간체계가 삽입되는 것은 소비행위를 권하는 모니터,
위에서 점멸하는 이미지들을 클릭하며 지극히 현재의 순간에만 머무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일터의 상황적 현재에 대한 소실 의 경험이, “ ”
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장 내 여가화된 소비의 시간체계의 경험은(Wood, 1998).
정보테크놀로지 사용과 유급노동의 시간체계가 결합되면서 노동훈육 장치로서 작
동하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이자 그로부터의 해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저, . ,
항과 해방의 순간은 소비화된 여가의 시간체계 여가화된 소비의 시간체계로 손쉽,
게 편입되고 있었다 정보테크놀로지는 빠른 속도로 유급노동을 이행하는 효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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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노동자로서 자율적으로 노동강도를 높일 것을 유도하는 방식에서 소비주,
의와 상품화 권력의 주체로 주체화 방식을 달리하고 있었고 재미추구형 능력자, , ‘ ’
들은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함으로써 강화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여가화된 소
비의 시간체계를 오가며 이중으로 주체화되고 있었다 그 결과는 짧은 휴식과 여.
유가 결여된 밀도있는 시간경험과 시간부족감이었다.

3 . ‘ ’

이번 절에서는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과 시간경험에 대‘ ’
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앞서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유급. 5 , ‘ ’
노동의 시간체계 커리어 발전의 시간체계 뿐 아니라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 ,
계 고도화된 여가소비의 시간체계를 따르면서 다중적인 시간경험을 하는 이들이, ․
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하루는 낮 시간은 유급노동 퇴근 이후의 시간은 돌봄. ,
노동을 하면서 의무노동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여가 생. ․
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간전략들을 수행해야 했는데 정보테크놀로,
지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참여자들이 소비여가의 시간체계를 따르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었다.
앞서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은 일터에 있는 동안1 , ․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보낸다 그 중에서 정보테크놀로지가 유급.
노동의 시간체계를 강화시키고 있던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
참여자들의 경우 정보테크놀로지가 주로 여가 혹은 소비의 시간체계들과 접합하,
고 있었다 이들은 기존 질서 안주자와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었는데 이 두 유. ‘ ’ ‘ ’ ,
형은 여가소비 목적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번 절에서는 먼저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가족생활 및‘ ’
여가소비의 시간체계들과 접합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직장 외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
비중이 높은 편이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을 직장에 공간적,
으로 한정짓고자 하고 있었다.99) 이러한 상황에서 여가소비의 시간체계를 고도화, ․
하기 위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일터에서의 시간경험을 보다 복잡하고 고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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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고 있었다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직장에 머무는 동안 유급노동의 시간. ‘ ’
체계를 따르면서 사이사이 짬을 내서 휴대전화로 자녀들의 생활과 시간사용을 원,
격관리하기도 하고 인터넷을 사용해서 가족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경구입하기도, ․
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활동들을 직장 안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그림 과 그림 는 팔방미인형 능력자 박 와 서 가 직장< 8-1> < 8-2> ‘ ’ ○○ ○○
내에서 짬 시간에 가족 및 자신을 위한 물품 구입 인터넷 쇼핑몰 구경 여가활동, ,
계획 세우기 등 인터넷을 이용해서 업무 외의 활동을 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 . <
림 은 박사 후 연구원 박 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 짬 시간에 가족구성8-1> ○○
원이 사용할 물품 구입을 위해 아이쇼핑을 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그림 는. < 8-2>
대기업에 근무하는 서 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분가량 시간을 내서 가족구성원5○○
이 사용할 물품을 구입하고 다시 업무로 복귀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을 압착해서, ,
사용해서 확보한 시간에 여가활동 계획과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러한 양상은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 일터에서 머무는 동안 유급노동의 시. ‘ ’
간체계 뿐 아니라 가족생활의 시간체계와 여가소비생활의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 ․
고 있으며 다양한 시간체계들이 교차하는 다중적 시간경험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
다.
이런 식으로 업무 중간의 짧은 시간에 유급노동 외의 시간체계들이 유입되는

양상은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 를 공유하고 있는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에게서“ ” ‘ ’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서로 다른 시간체계를 오가는 시간체계 간 교차 현.
상은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 가족생활 여가소비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강‘ ’ , ․
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상적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 “ ”
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낮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아침저녁. , ․
시간을 가정에서의 의무노동에 매여 있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정보테크놀로지
는 시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 다양한 시간체계들을 따르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유급노동을 하면서도 전. , ‘ ’
업주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를 따르고 고도화된 여가, ․
소비의 시간체계를 추구하고자 하고 있었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이 따르는 각각의.
99)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의 직장 외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높은 이유는 이들이 전반적으로 정보‘ ’

테크놀로지 친화도 의존도가 높은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다른 참여자, . ‘ ’

들에 비해 업무와 같인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일상생활 전반의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들의 직장 외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이러.

한 높은 인터넷 의존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히 대기업에 근무하는 서 의 경우 스마트폰. , ,○○

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었으며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직장 외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시간이 유달리 긴 원인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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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팔방미인형 능력자 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과 다중적 시간경험8-1. ‘ ’ 1

그림 팔방미인형 능력자 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과 다중적 시간경험8-2. ‘ ’ 2

시간대 정보테크놀로지 주사용
사용
시간

주행동
지속
시간

동시행동
지속
시간

11:30

11:50

12:50

12:10

12:30

이메일 00:00:13 업무관련 의사소통 00:00:13 　 　
온라인쇼핑 00:04:55 가족관련 쇼핑 00:04:55 　 　

컴퓨터작업 00:05:22 혼자하는 업무 00:05:22 　 　

폰SNS( ) 00:16:20 식사 화장실, 00:16:20 개인적 교제 00:16:20

컴퓨터작업 00:01:36 혼자하는 업무 00:01:36 　 　
이메일 00:05:07

업무관련 의사소통 00:00:23 　 　
여가관리 00:04:44 　 　

온라인쇼핑 00:49:27

자신을 위한 쇼핑 00:43:23 　 　

가족관련 아이쇼핑 00:05:12 　 　
자신을 위한 쇼핑 00:00:52 　 　

시간대 정보테크놀로지 주사용
사용
시간

주행동
지속
시간

16:30

16:40

온라인쇼핑 00:00:10 가족관련 아이쇼핑 00:00:10

컴퓨터작업 00:01:04 시간관리 00:01:04

온라인쇼핑 00:00:31 가족관련 아이쇼핑 00:00:31

정보검색 00:13:19

혼자 하는 업무 00:05:09

가족관련 아이쇼핑 00:08:10

컴퓨터작업 00:01:52
시간관리 00:00:26

혼자 하는 업무 00:01:26

이메일 00:00:11 업무관련 의사소통 00:00:11

컴퓨터작업 00:00:08 혼자 하는 업무 00:00:08
온라인쇼핑 00:00:18 가족관련 아이쇼핑 0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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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체계들은 보다 많은 활동 보다 높은 질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기 위해 세,
밀하게 규정된 활동들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었고 정보테크놀로지는 이러한 고도,
화강화된 시간체계들 사이를 오가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었다 팔방미인. ‘․
형 능력자들은 다양한 삶의 영역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시간사용을 관리’ ․
통제함으로써 스스로 실현하고자 했고 휴대폰과 컴퓨터는 이들이 장소에 구애받,
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고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도, ,
구가 되고 있었다.

연구자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간관리 방법을 설명해주면서 이거는 지금 내가[ ]
다이어리에 꼭 강조 안하면 안 되는 시간을 다투는 일들 회사에 관련된 일들 소, ( ) , ,
미 관련된 일들 이건 개인적인 약속들 그리고 이거는 각종 경조사 챙길 거 그리, , .
고 이거 아이디어는 뭐 하나도 못 넣었다 트래블 다이어리 여행계획 까지 쭉 다. [ ]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내 일이 정해져 있는 거야 예를. , . [
들어 핑크색 같은 경우는 자녀 에 관련된 일들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알] , [ ] .○○
람도 다 해놓구 자녀의 학원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뭐 한두 개가 아. [ ] , ,
니기 때문에 적어놓지 않으면 정리를 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이거는 꼭 가야하는, .
약속들 뭐 각종 경조사 챙겨야 될 것들 이거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 놓구 이거 아, , , [
이폰 스케쥴 관리 어플 보면서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항상 갖고 다니는 에] . usb…
다가 각종 납부해야 될 것들 을 아예 파일을 만들었어 그래서 매월 업데이트 하, [ ] .
면서 내가 했던 거 다 옆에 체크할 수 있도록 다 칸 만들어 놓구 하다못해 어, . …
디 공과금 내야될 거부터 시작해서 어디다가 이체시켜야 할 것 수강료 내야 될, ,
것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될 것 이런 거 까지 다 쭉 강조 해놓구 날짜별로 해야, , ( ) ,
될 일들을 동그라미를 치면서 그럼 그걸 언제 열어봐 나 매일 아침마다 열어봐.( ?) .
처음에 회사 딱 출근하면 각종 해야 할 일들 목록이 담긴 엑셀 확인하고 이, [ ] ,…

거 스마트폰 스케쥴 관리 어플 확인하고 메일 확인하고 이 세 가지로 거의 아침[ ] , ,
을 거의 시작하구 아 그리고 자녀 시간표도 항상 별도로 가지고 있구. , [ ] .○○ ○○
자녀 학원 언제 몇 시에 가고 누구랑 하고 그런 것들 월요일은 뭐뭐 화요일[ ] ,…
날은 뭐뭐뭐 시간 별로 비는 시간하고 들어가는 시간하고 다 이렇게 그 밑에 거, , ,
기에 관련된 연락처들 다 적어놓구 그거 없으면 못해 완전 강조 뒤죽박죽 되 진. . ( ) ,
짜 대기업 근무 서! ( , ).○○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거 같애 네 생각에 네 주변에 있는 사람( , ?
들은 어때 내가 좀 많이 복잡한 거 같고 내가 아무래도 이제 뭐 잠시 망설이다?) , , (
가 지역차이가 좀 있긴 있더라구 아 그래 응 강남 지역에 사는 우리가 내가) .( , ?) . [ ] ,
시키는 게 좀 많은 거 같구 다른 데 지역 에 비해서는 종류라든지 아니면 좀 해야. [ ] ,
되는 것들이 많은 거 같구 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헉 하고 놀랄 정도. , , ‘ !!!!’
로 그 사람들은 좀 약간 강조 자녀들 사교육을 덜 시키는 분위기인 거 같고. ( ) [ ] . …
나는 내가 워낙 이거저거 하는 게 많다보니 또 뭐 애하고 뭐 또 그것만 떠나서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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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장남장녀 맏며느리로서 해야 될 것도 너무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스마트폰 없으면 난 진짜 아무것도 강조 못하겠어 웃음 이걸 스마트폰 많이[ ] ( ) . ( ). [ ]
이용하는 편이야 대기업 근무 서( , ).○○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유급노동 여행 등의 여가, ‘ ’ ,
활동 심화된 자녀교육 가족생활 각종 경조사 등을 비롯한 사회적 네트워킹과 개, , ,
인적 교제 등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었고 관련 일정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테크놀로지에 의존하고 있었다.100) 각종 잡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낮 시간을
대부분 직장에서 보내는 참여자들에게 휴대폰과 인터넷은 직장이라는 물리적 공간
에 머물면서도 집학원을 오가는 자녀의 일정을 관리하고 여행사로부터 여행 일, ,․
정을 받아보고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구입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수,
행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되고 있었다 나아가 서로 다른 시간체계들을 따르. ,
는 다양한 활동들을 관리조율하기 위해서도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필수적인 도구․
가 되고 있었다.
한편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자신들의 다중적인 시간경험을 사회적 계층의, ‘ ’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예컨대 이들은 자녀교육과 관련된 경쟁사회의 시간체. ,
계의 경험이 확대되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고 이를 강남이라는 거, ‘ ’
주지역의 특징으로 보고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거주지역이 사회적 계층을 상징하.
는 것을 고려했을 때, 고도화된 자녀교육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의 경험이 특정한
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라는 인식이 팔방미인형 능력자들‘ ’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이들은 바쁜 일정을 쪼개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고도. ,
화된 자녀교육 경쟁사회의 시간체계를 따르는 등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생활수
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체계들을 오가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보테크놀로지는 제한된 시간 안에 서로 다른 시간체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었다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따르면서 동시에. ,
100) 각 유형들은 시간관리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양한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는.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문서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케쥴을 정리하거나 과업을 관리할 수‘ ’ ,

있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등 일정관리 역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었다 반면 유급노동과 커리어 발전의 시간체계들 중심의 시간경험을 가지는 재미추구형 변. , ‘

화적응자 커리어 추구형 능력자들은 굳이 정보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시간관리의 필요성을 못’, ‘ ’

느끼고 있었다 기존 질서 안주자들 역시 느슨한 시간체계들을 따르고 있었고 나아가 정보테. ‘ ’ ,

크놀로지 활용도가 높지 않은 이들이었기에 이들 역시 시간관리 목적으로 정보테큰로로지를 사

용하고 있지 않았다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들은 모두 메모지 수첩 달. ’ , ,

력 등을 이용해 스케쥴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는 다양한 시간체계들이 중첩되는 다중적 시간경.

험을 하는 이들이 시간의 미세조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들이며 정보테크놀로지가 이러한 필요,

성을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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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를 따르고 고도화된 여,
가소비의 시간체계를 추구하는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에게 있어 정보테크놀로지는‘ ’ ,․
이들 시간체계들과 결합하면서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해주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의 시간경험은 다양한 시간체계들이 복잡하.
게 교차하면서 다중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다.

2. ․
앞서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커리어에 정진하면서 가4 , ‘ ’ ,

족 돌봄에도 힘쓰고 소비와 여가를 향유하는 것을 세련된 엘리트 여성의 특징이, ‘ ’
자 자격으로 보고 있었다 세련된 엘리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 ’
서 이들은 유급노동가족소비여가 등 일상생활의 제 영역을 관리하고 그 질을, ,‧ ‧ ‧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소비활동 역,
시 예외가 아니었다.101) 공간적으로 직장에 매여 있고 퇴근 이후의 시간은 가정,
에 매여있는 참여자들은 생필품에서부터 기호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들을 인
터넷을 이용해서 구입하고 있었다 특히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의 정보테크놀로지. , ‘ ’
사용과 소비의 시간체계가 결합되는 양상 중 가장 비중이 큰 활동은 인터넷 정보
노동이었다 이들은 작은 생필품을 구매할 때에도 비슷한 취향 집단의 의견과 평.
가를 찾아보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물품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에 시간을 많,
이 들이고 있었다. 다른 유형의 참여자들의 인터넷 소비가 값싼 물품을 편리하게
얻는 일종의 대체재적 소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과 보유 물건을 관리,
하지 못해서 신중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는 포식성 소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의 인터넷 소비활동은 비슷한 취향집단을 중시하며 자신의‘ ’ ,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소비방법을 찾기 위한 정보노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특
징을 보이고 있었다.102)

101)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 소비생활면에서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현상은 이들이 지닌 시간에 대‘ ’

한 관리통제적 태도의 관점에서도 설명 가능하다 이들은 일상생활의 활동들을 관리하고 자신. ,․
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간자원을 통제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터넷 소비는 자신이 원,

하는 시간에 소비관련 정보를 얻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의 여러 활동을 배치하는,

스케쥴링 차원에서 통제권을 가지고자 하는 참여자들에게 매력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102)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말하는 인터넷 구매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일반 매.․
장에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전통적.

인 상점에 방문해서 쇼핑을 하는 것은 차를 타고 이동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는,

등의 행동을 수반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쇼핑은 이런 부대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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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요즘 자주 가는 사이트가 하여튼 그런 사이트를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 .
호텔 뭐 스위트룸 이런 거 이용하는 사이트 아니 까페에 들어갔어요 가입했어, , [
요 책상을 치면서 거기는 주요 모토가 뭐냐면 무조건 싸게 싼 걸 추구하는 라].( ) , ,
이프를 하지 말고 적당한 소비를 해서 최대의 강조 이익을 얻어내라 하는 그러니, ( ) ,
까 적당한 가격을 써서 스위트 룸을 이용을 하라는 식이에요 그 까페 사람들은. […
어떤 루트로 그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방법 강조 들을 알려주는 거지? ?) ( ) .
멤버쉽 호텔멤버쉽 같은 것들이요 그런 정보들을 전해주고 어떤 멤버쉽을 어떻, [ ] ,
게 이용을 해라 어떤 카드를 신용카드를 연회비 싼 거 쓰지 말고 만원 짜리를. , 60
해서 이거이거 이용해라 그래서 만원 이상 결과를 얻고 그렇게 하라는 거, [ ] 60 [
지 그런 사람들 보면 연회비 만원 짜리 신용카드 를 또 여러 개 가지고 있]. [ ] 60 [ ]
어 소비를 조장하지만 자기가 쓰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강조 더 많은 거를 얻으. , ( )
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이더라구 적당히 쓸 만큼 쓰고 최고의 서비스를 받. (
으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좋아요 매우 만족하는 듯 저는 그?) , ( ) !
게 딱 맞는 거 같아요 박사 후 연구원 박( , ).○○
이제 옛날에는 최저가를 찾는데서 나는 이제는 애들이 있고 나서는 바뀌었어요 포, .
커스를 맞추는 데가 니즈 수요 가 변하신 건가요 고개를 끄덕이며 아. ( (needs: ) ?) ( )
는 게 병이에요 웃음 모르면 시간도 낭비 안 할 텐데 웃음 그만큼 누리는 부분( ). ( ). (
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박사 후 연구원 박) ( , ).○○

위의 인용문들은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 흔히 인터넷 소비의 가장 큰 장점으‘ ’
로 언급되는 최저가 구입을 목적으로 인터넷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 ’
여준다 박 는 최저가가 아니라 가능한 적은 금액으로 하되 최상의 것 을 추. “ , , ”○○
구하는 여가소비를 추구하는 취향집단들이 모인 까페에서 활동하면서 관련 정보,․
를 얻고 물건을 구매하고 있었다 또한 해외수입 상품을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 ,
을 둘러보면서 상품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해외 경매사이트에 관심,
고급브랜드를 등록해놓고 이메일로 정보를 푸쉬해서 받는 방식으로 인터넷 소비
정보를 얻고 있었다 이렇듯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팔방미. , ‘
인형 능력자들은 인터넷 정보노동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와 사치재에 대한 구매정’
보를 얻고 있었다.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의 소비를 위한 인터넷 정보노동은 글로벌 소비문화와‘ ’

인터넷 소비문화의 맥락에서 볼 수 있었다 오늘날의 글로벌 소비문화는 최고 부.
점에서 인터넷 쇼핑을 선호하고 있었다(Bellaman et al., 1999; Rohm & Swaminathan, 2004).

셋째 인터넷 쇼핑 및 이와 관련된 정보검색 활동은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판매조건, ,

비교를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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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층의 라이프스타일을 핵심 소비자 준거집단으로 제시한다(Schor, 1998, p. 12
3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에게 있어 인터넷은 이러한 글로벌 소비문화를 접하는). ‘ ’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었다 이들은 고급브랜드서비스에 대한 취향과 열망을 충족. ․
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정보노동을 하고 있었고 이는 눈높이를 더욱 높여주면서,
현재 자신이 향유하는 것보다 향상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열망을 더더욱 심화시
키고 있었다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것이 특정 계급과 계층에 대한 소.
속감을 나타내는 것이며 소비행위는 이를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팔방미인형 능력(Bourdieu, 1984, pp. 169~174; Douglas & Isherwood, 1980), ‘
자들이 인터넷 정보노동을 통해 고급 브랜드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 향상’ ,
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열망을 심화시켜나가는 것은 중산층으로서의 계급계층‧
정체성을 실현하고 글로벌 소비문화가 제시하는 핵심 소비자 준거집단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자 하는 욕망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편적인 정보를 찾는 것과 달리 라이프스타일을 고도화하고 향상시, ,

키기 위한 정보를 찾기 위한 인터넷 정보노동은 시간소모적인 활동이었다 팔방미. ‘
인형 능력자들 역시 자신들이 열망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정보’
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터넷 정보노동에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 ”
고 있었다 이들은. 적은 비용지출로 최상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방법“ ”
들을 검색습득하는 인터넷 정보노동이 라이프스타일의 질을 향상시켜주지만 동시,․
에 시간 소모적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소비와 관련된 인터넷 정보노동은 필요하지.
만 그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알아서 병 이며 줄여야 할 시간낭비 로 인식되고, “ ” , “ ”
있었다 박사 후 연구원 박( , ).○○
애를 키우는데 필요한 정보나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거나 일상생활에 필요,
한 걸 자꾸 강조 검색을 해야 되고 내가 검색을 하는 기술도 자꾸 강조 발전하고( ) , ( ) ,
또 그 중요한 정보들을 모으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끼리 또 모이잖아요 내가 그 속, .
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룹이나 까페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 거기는 진짜 쇼핑. ,
하기 좋은 거 무슨 세일정보 이런 것만 다 모아놓으니까 그걸 봄으로 인해서 또, ,
내가 들어가서 또 찾아보고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지요 그게 차라리 모르[ ].
면 내가 그냥 싸게 사거나 좋은 거나 이런 방법을 모르면 그냥저냥 지낼 텐데, , , ,
같은 비용 대비해서 내가 최상의 효과를 얻는 방법을 내가 자꾸 익혀가고 있기 때
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신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지 너무 많이 알게 되니까 시간, .
을 더 들이는 거지 그런데 스마트 폰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도 그게 가능하니까. , .
내가 집에 가서는 컴퓨터를 거의 못 보거든요 그 시간이라도 컴퓨터를 안 보는데. ,
낮에는 하루 종일 보고 그런데 스마트 폰이 있으면 그냥 앉아서도 애 보면서도 자. ,
꾸 그걸 손에 클릭 할 거 같아 박사 후 연구원 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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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은 정보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인터넷 정보노동이 시간절감이 아닌
시간비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인터. ‘ ’
넷 까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더 고급스럽고 질 좋은 상품서, ․
비스 구매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찾기,
위해 인터넷 정보노동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자꾸 검색 을 하게 되는 행. , “ ”
동 정보기기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자율적으로 규율되지 않고 늘어나면서 소비, “ ” ,
를 위한 인터넷 정보노동은 다른 활동들에 할애되어야 할 시간을 침범하고 여타
활동의 시간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었다 스마트 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참여자.
들이 스마트 폰 구입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는 것 역시 스마트폰이 소비 생활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보노동 시간을 증가시킬 것을 우려해서인 부분이 컸다 참여자.
들은 컴퓨터를 쓰는 시간이 나를 잡아먹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담스러 운 상“ ”
황에서 스마트 폰이 일상에 투입되는 것이 소비를 위한 인터넷 정보노동에 대한
자기규율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박사 후 연구원 박( , )○○
.103)
요컨대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 인터넷 정보노동을 통해 고급브랜드와 서비스, ‘ ’

에 대해 비슷한 취향을 지닌 이들이 쓴 글을 읽고 보면서 자신의 취향을 형성하,
고 강화하는 것은 이들의 계급 귀속욕망 글로벌 소비문화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 ,
된 것이자 이러한 열망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노동은 유급노, . ,
동과 커리어 발전의 시간체계 등 여타 시간체계들을 침범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고
시간관리 차원에서 규율해야 될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103) 소비행동 연구들은 첫째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수준에 맞게 시간의 기회비용을 따져서 사,

용시간과 사용비용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간다는 시각에서 소비행동을 설명하는 경제학적 관

점과 둘째 시간과 돈이라는 희소성 있는 자원들 간의 길항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 ,

자원별로 각각 분리된 인지 계좌 를 가지고 있다는 인지 계좌 적 접근법으“ ”(mental accounts) “ ”

로 나누어진다 참조 소득이 높은 이들의 인터넷 소비행위는 주로 경제학(Punj, 2011, p. 635 ).

적인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인터넷 소비의 경우 역시 고소득층은 인터넷 소비행위를 통해. ,

얻는 비용절감의 가치보다 그에 드는 시간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인터넷 소비행위에 상대적으, ,

로 소극적이라고 밝혀진 바 있다 하(Goldfarb & Prince, 2008; Goolsbee & Klenow, 2006).

지만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 ․
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소비를 위한 인터넷 정보노동은 인지 계좌 접근법으로 보다 더 잘 설.

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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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의 소비를 위한 인터넷 정보노동은 라이프스타일의 질을‘ ’
높이고자 하는 욕망과 접합되면서 소비의 시간체계를 확장 심화시키고 있었다, .
구매 정보를 찾기 위한 인터넷 정보노동은 라이프스타일의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
한 방법이었지만 정보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었다 이들, .
은 소비의 시간체계가 확대심화되는 것을 규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스,
스로가 이들 시간체계에 의해 주체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었다.

어디에 가면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 ]
까 이미 알고 있는데 막상 뭘 딱 살려고 하면 아 거기에 가면 분명히 강조 다. , , ‘ ! [ ]
른 게 있다 는 게 확신이 드니까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너’ , ,
무 그런 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 보는 정보처가 많고 내가 속해져 있는 게[ ] , ,
내가 알게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한 군데만 찾아보고 바로 사자 이제 그렇게 되, ‘ ’
요 이제는 아 스스로 정한 규칙이 예 여기만 찾아보고 바로 사는 걸로 바뀌어, . ( , ) ,
요 이제는 보통 그런 정보를 얻는 데는 까페나 그런 데에요 그렇죠 인터넷, ! ( ?) . [ ]
까페에서 얻죠 진짜 일반 밖에서 사는 거랑은 완전 강조 가격대가 다르니까[ ]. , ( ) ,
안보고 사기는 힘들더라구 그걸 알고 있는 이상 안 보고 살 수는 없어요 진짜. , !
예를 들면 패밀리 세일 까페 그런 것들이에요( ?)104) 패밀리 세일 이런 것도 있고,
애들 용품 그냥 요즘은 미국에서 세일하면 바로 배송대행 하는 그런 거 그리고 기. .
저귀 사고 분유 사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건 또 가격대가 크고 하니까 밖에서 그냥, , ,
사면 뭐 만원어치 사야 되는데 찾아보고 사면 뭐 만원에 사고 그러니까 안 찾10 , 7 ,
아보고 사지는 못 하게 되요 그 대신 막 여러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만 딱 찾아보. ,
고 이제 끝 박사 후 연구원 박! ( , ).○○

내가 물건을 살 때도 전부 강조 컴퓨터로 사고 컴퓨터 사용을 자꾸 하다 보니까( ) , ,
어디가 싸고 책상을 치면서 그런 정보의 홍수가 나를 더 넘치지 않길 바래요 그래( ) .
서 나는 페이스 북이나 뭐 트위터도 등록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해요 싸이월드 그[ ] . ,
냥 사진 담아오고 간단히 댓글 다는 그 정도만 하고 그것도 요즘 잘 안하고 이[ , ] . .
젠 인터넷 사용이 더 넘치면 이젠 감당을 못할 거 같애[ ] . … 내 시간 내 시간 내, !
가 연구해야 될 시간이 지금 절대적 강조 으로 부족한데 오히려 나는 그런 거 인터( ) , [

104) 패밀리 세일은 업계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제한되어 할인된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짧은 기간 동안만 한정적으로 진행되는 판매행사이다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들.

이 패밀리 세일에 대한 정보와 초대권 등을 인터넷 까페 블로그 를 통해 공유하면서 일반, , SNS

인들도 패밀리 세일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http://www.apparel

참조news.co.kr/naver/view.php?iid=44210 .



- 258 -

넷을 이용해서 애를 키우거나 뭘 알아보거나 이거는 훨씬 강조 더 유용하기 때문] ( )
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게 없는데 시간 단순히 시간이 없어요 내가 싼, , ! . (…
가격에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
고 있다는 느낌이 더 크다는 건가요 최저가를 찾으면 시간을 너무 강조 많이 들?) , ( )
이면 내가 얻는 비용적인 이익보다도 시간을 낭비한 그 비용이 더 큰 거죠 박사, , (
후 연구원 박, ).○○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양질의 물품과 서비스를, ‘ ’
더 낮은 비용에 사서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과 유급노동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고 커리어 발전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서 시간갈등을 겪고 있었다 한편으로, . ,
이들은 자녀 돌봄과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모관리를 위해서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매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
정보노동을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 정보노동이 구매의 만족도를 예상통제. , ․
하게 해주고 라이프스타일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서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 , ,
키고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하기 위해서 인터넷 정보노동에 투자하는 시간
량이 늘어나면서 여타 행위에 할애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유급노동과 커리어 발
전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었다 예컨대 상품정보를 보기. ,
위해 블로그 게시물들을 읽어보고 고급 정보가 비공개적으로만 공유되는 인터넷,
까페에 가입해 정보 열람에 필요한 회원 등급을 획득하기 위해 게시물을 쓰며 유,
사한 물품 사용경험이 있는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 후기를 검색비교하는 등의 인․
터넷 정보노동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고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그 시, ‘ ’
간만큼 유급노동 커리어 발전의 시간체계들을 따르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그 활, ,
동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초조해 하고 있었다.105)
이러한 맥락에서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상품화소비화된 여가의 시간체계 고‘ ’ ,․

도화된 소비의 시간체계와 이를 따르기 위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을 규율축소해․
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을 규율하는 것이 항상 성.
공적이지는 않았고 그 결과 고도화된 소비의 시간체계를 따르면서 소비주의상품, ․
화 권력의 주체가 되고 있었지만 이들은 이러한 주체화 권력의 작동 방식과 자신,
의 욕망을 분리시켜 사고하고 있었다 시간자원에 대한 관리적 태도 단위시간 당. ,
105) 소비생활을 위한 인터넷 정보노동 의존도가 높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한 참여자에 따르면 소비,

를 위한 양질의 정보는 누구나 접근가능한 인터넷 공간에 공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회원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까페나 정보 열람 등급이 철저히 제한관리되는 인터넷 까페를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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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활동을 최대화하려는 시간관리 문화는 소비를 고도화하기 위한 인터넷‘ ’
정보노동을 통해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망에 대한 자기성찰적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아감벤이 장치에 대한 신성모독 의 양상으로 제시했던 욕망과“ ”

이미지를 분리시키는 전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시간장치가 다양
한 시간사용 규범과 전략들을 통해 통치성을 구현함으로써 사회적 권력이 작동하
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보다 더 향상된 라이프, ‘ ’
스타일에 대한 개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 고도화된 소비의 시간체,
계 인터넷 정보노동이 결합되어 자신들의 시간경험을 보다 고밀도로 만드는 신자,
유주의 시간장치의 작동 방식 자체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어떠한.
대상에 대한 사랑이 이미지에 대한 욕망을 토대로 형성되지만 욕망의 대상인 이,
미지와 실체 간의 불일치를 깨닫게 되면 이러한 사랑이 성립되지 않는 것과 마찬
가지로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정보테크놀로지와 고도화된 소비의 시간체계가, ' ‘
결합되면서 작동하는 신자유주의의 시간장치의 방식에 대해서 성찰이 가능한 비판
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비록 이들이 시간장치에 의해 상품화 권력과 소비주.
의의 주체로 구성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주체구성 방식 자체에 대한 이들의 비판,
적성찰적 자세는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와 이들의 관계를 이중적이며 애매하게 만․
들고 있었다 이는 의미효율성을 위한 시간관리 문화라는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 ’
주요한 요소가 정보테크놀로지와 고도화된 소비의 시간체계라는 또 다른 요소의
작동방식을 견제하는 것으로서 장치 자체가 가진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

4 . ‘ ’

절에서는 고학력이지만 커리어 발전에 대한 기대를 축소하고 경쟁사회의 시3 ,
간체계 밖으로 자발적으로 물러난 기존 질서 안주자들의 시간경험을 다루고자 한‘ ’
다 이러한 생애시간 차원의 선택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
자원이 늘어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앞서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질. 1 , ‘
서 안주자들의 경우 일상적 시간경험을 구성하는 시간체계들이 정보테크놀로지’ ,
사용과 접합되면서 고도화되는 양상을 띠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일상. ,
속에서 정보테크놀로지는 시간경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가 이번 절에?
서는 기존 질서 안주자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
있으며 이들의 일상적 시간경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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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무엇보다도 기존 질서 안주자들의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에 대한 경험은 절에‘ ’ 2
서 살펴본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정보테크놀‘ ’ .
로지가 생성한 속도를 통해 노동규율이 이루어지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
경우 업무 이메일 확인 평균 간격이 각각, 분 초 분 초5 31 , 7 8 심 김 인( , )○○ ○○
반면 기존 질서 안주자인 사서 조 와 대학조교 강 는 각각 분 초, ‘ ’ 25 23 ,○○ ○○
분 초 참여자 평균 분 초 로 월등히 길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한 페18 29 ( 21 56 ) . ,

이지에 머무른 평균 시간 역시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은 각각 초 초 심‘ ’ 20 , 21 (
김 였던 반면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각각 초 초 조 강, ) , ‘ ’ 52 , 51 ( , )○○ ○○ ○○ ○○

로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에 비해 배 이상 길게 나타나고 있었다 참여자 평‘ ’ 2 (
균은 초40 ).106) 이러한 수치들이 보여주듯이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이 정보테, ‘ ’
크놀로지를 사용해서 빠른 속도로 업무목적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한 활동에,
서 다음 활동으로 빠르게 옮겨가거나 여러 개의 활동 사이를 오가면서 일상생활,
을 바쁘게 꾸려가고 있었으나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이메일 확인이, ‘ ’
빈번하지 않고 업무진행이 느린 속도로 이루어졌으며 긴 호흡을 가지고 한 가지, ,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뭉텅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유형이 영향을 받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다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경우 인터넷 대중과 소비자들의 취향 변화에 따. ‘ ’ ,
라 시시각각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속도를 중시하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따랐지만 기존 질서 안주자들의 유급노동은 학교 행정의 학사일정을 중심으로, ‘ ’
진행되면서 분초 단위를 다툴 필요가 없는 업무였다 사서인 조 는 소장자료, .․ ○○
목록을 정리해서 학기 혹은 학사년 단위로 보고하고 있었고 대학조교인 강 는, ○○
교육프로그램 일정이 진행되는 일주일 단위 프로그램이 개강종강되는 학기 단위, ․
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하루 일과 중 대부분, ‘ ’
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페이스를 조절하며 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유로운 일과에 파장을 생성하면서 업무리듬에 변화를 야기하는 것은,

불시에 하달되는 업무 심부름이었다 일종의 서비스 직종인 이들은 정기적으로 수.
행하는 업무 외에도 각종 잡무들을 수행해야 했는데 즉각적 수행이 요구되는 업,
106) 이는 업무 및 그 외 활동들을 모두 포함해서 산출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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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심부름 요청이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간헐적으로 유입되면서 이들의 업무 리,
듬에 일시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었다.

일하기는 어떠세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절대적인 양으로 봤을 때 못 할 정( ? ?) ,
도는 아니에요 업무시간에 다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잘한 업무들이 쉼. .
없이 내려오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쪼잘쪼잘한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 하다, ? . …
못해 스캔 같은 것도 다 이쪽 방으로 내려오니까 스캔 좀 해서 로 보내다오. pdf ,…
뭐 이런 거 파일 로 해서 만들어서 누구한테 메일로 보내라 뭐 그런 거 저, ‘pdf[ ] [ ] ’
희 방으로 많이 주세요 님이 상사 이거 뭐 해줘 그러면 제가 하던 일 일. [ ] ‘ ’… ○○
단 다 접고 그걸 우선적으로 해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났었는, .
데 이제는 한숨 내 월급에 그것도 포함된 건가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 ] , ,
짜증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이제 체념을 한 거 같아요 대학교 조교 강, ( , ).○○

시간일지 작성일에 강 는 회당 약 분 분 초가 소요되는 총 회의 업2 ~5 30 4○○
무심부름을 수행했다 실제로 업무심부름에 할애된 총 시간 분 초 은 순수 업. (30 3 )
무시간 시간 분 의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6 54 ) .107) 하지만 다른 일들을 제,
쳐두고 즉각적으로 급하게 수행해야 되는 업무심부름은 실제 사용된 절대적 시간
량 이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108) 다음 인용문은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업무심
부름 요청이 유입되는 것이 참여자들의 업무리듬에 일종의 불협화음(dissonance)
을 야기하면서 시간에 쫓기는 느낌 을 생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harriedness)
다.
그날도 되게 정신이 없었던 게 님이 상사 계속 뭐 이러한 일들을 저한테, [ ] ( )○○ …
연락하고 그런 거 다 강조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를 부르신 게 나 이제[ ] . , “
넘겼다 후임한테 자료를 다 넘겨주고 설명을 다 해줘라 그러신 거예요 그거xx . ” .

넘겨 드리느라 그 쪽 비서랑 통화하고 뭐 하고 은행업무 처리해드리고 막 이러다, ,

107) 업무 심부름 행위에 소요된 분은 업무하달을 위한 의사소통 시간을 제외한 오롯이 업무 심30

부름을 수행하는데 사용된 시간이다.

108) 매닉타임 은 열려있는 창을 기준으로 컴퓨터 사용 내역을 기록한다 따라서 창을 열어둔 채< > .

로 다른 활동을 하고 다시 컴퓨터로 돌아온 경우는 시간일지 기록과 매닉타임 이 생성한 자료, < >

가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두 자료가 불일치되는 경우 중 하나가 분 미만의 업무. 10

심부름이었다 예를 들어 강 의 경우 메일 창을 띄워놓고 여행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을. ,○○

매닉타임 이 기록하지 못했고 오전 시 분 경 오후 시 분 경 상사의 심부름으로 여< > ( 10 34 , 2 30 ),

권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고 있었던 것을 매닉타임 은 프린트 창을 활성화된 창으로 기록했다< >

오전 시 분 경 이렇듯 매닉타임 자료는 컴퓨터에서 떨어져 잠시 동안 이루어지는 지( 10 38 ). , < >

속시간 이 짧은 활동을 정확히 기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duration) .

제점은 시간일지 자료를 토대로 보완해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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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안 그래도 행사 있는 날인데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니까 넋이 쏙 나갔거든요, ,
대학 조교 강( , ).○○
일하는 중에 심부름 부탁이 들어오면 좀 힘들어요 그럼 다시 그 업무로 돌아오기( ) .
가 사서 조( , ).○○

위의 첫 번째 인용문은 업무 심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이 혼자 수행하는 업
무의 리듬이 잠시 지연되고 다양한 시간들이 연달아 삽입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
강 가 업무 심부름을 수행하는 분 내외의 짧은 시간에는 상사의 업무리듬5 , ,○○
은행 등 업무 심부름을 위해 접촉해야 하는 기관의 제도적인 시간 업무 관계자의,
일과 리듬 자신의 원 업무인 행사 스케쥴 등 다양한 시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
었다. 정보테크놀로지를 통해 일정을 세부조정 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정보테크,
놀로지를 통해서 상이한 시간들이 불규칙하게 유입되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정보테크놀로지는 제한된 시간에 활동이 집중되는 일종의 핫“ 스팟”(hot

을 생성하면서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야기하고 있었spot)(Southerton, 2003)
다.109) 비유하자면 메일과 전화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업무심부름 요청이,
하달되는 상황은 마치 갑작스럽게 마감일이 코앞으로 당겨져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과업들을 급하게 서둘러 완수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했다 업무심부름의 난.
이도가 높지 않고 양이 많지 않았지만 상이한 리듬과 시간 시간체계들을 조율해, ,
야 하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제한된 시간틀 안에 여러 행위들을 압축해서 수행해
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시간에 대한 조바심과 서두르는 느낌을 경험하고 있,
었다 또한 업무 심부름 요청은 서로 다른 시간들이 뒤섞이도록 만들면서 불협화. ,
음을 생성했고 이는 정신이 없 고 거의 혼이 나가 고 넋이 쏙 나가는 감정으, “ ” , “ ” “ ”
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아가 급한 업무심부름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집중. ,
적으로 에너지를 쏟고 나면 맥이 풀리는 허탈감이 생기고 업무의 리듬이 깨져서“ ” ,
원래 하고 있던 업무로 돌아오는 데 한참의 시간이 걸리면서 실제 시간 량 이상의
시간손실을 내고 있었다.
조직의 맥락에서 핫 스팟 은 결국 업무 리듬에 대한 통제와 규율의 문제와 결“ ”

부되어 있다 즉각적인 대응을 요하는 업무요청이 불규칙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에.
서 일터에 머무는 동안 이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의 것이 아,
니었다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사무실에 머무는 시간 동안 자신의 시간에 대한. ‘ ’
109) 은 보다 유의미한 활동을 위해서 여타 활동들을 제한된 시간틀 안에 압착해Southerton(2003)

서 수행하면서 겪는 경험 개인의 스케쥴에 예상치 못한 방해요인이 대두하면서 시간에 쫓기는,

하루가 되는 등을 여러 활동이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핫 스팟 의 예로 들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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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력을 타인에게 양도해야 했다 내 월급에 그것도 포함된 건가보다 강 라. “ ”( )○○
는 한숨 섞인 자조적인 탄식은 정보테크놀로지를 통해 유입되는 예측불가능한 업
무 심부름을 자신의 역할로서 수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시간을 언제든 내어 주는,
것을 서비스업 종사자의 노동윤리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기. , ‘
존 질서 안주자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과 유급노동의 시간체계가 접합되는 양’
상은 이들의 자율적자발적인 자기에 대한 통치를 통해서 작동하기 보다는 외부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행해지고 있었다 이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들이 효율. “ ”
적생산적인 인터넷 노동자로서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면서 스스로시간사용 행․
위를 자율적으로 규율했던 모습 팔방미인형 능력자 들이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하, “ ”
는 세련된 중산층 여성이자 관리자 어머니로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
해 능동적자율적으로 정보테크놀로지를 활용했던 양상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었․
다 기존 질서 안주자들에게 있어 정보테크놀로지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접합. ‘ ’
되면서 업무리듬에 변화를 야기하고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야기하고 있었다 하, .
지만 이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타율적인 업무요청과 그 이행의 의미를 가지,
고 있었기에 자율적인 자기에 대한 관계를 통해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통치권력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2.

서비스업 종사자인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직장상사와 이용자들에게 언제든지‘ ’
자신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으며 자신이 이용가능한 상태임을 보여주기 위해 항, ‘ ’
상 대기 중인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이들은 언제 업무요청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상사와 이용자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했고 이러한 업무의 특징은 공간적으로 사무실에 고착된 업무환경을 만,
들고 있었다.110) 이들은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응대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세워 두고 자리를 비워야 했으며 그나마도 분 이상 자리를 비, 10
우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한 연구자와 인터뷰 약속장소를 정할 때에도 사. , ,
110) 대조군 참여자인 김 숙 실업계고 졸 소규모 영세업체 단순사무직 역시 사무실 자리를 지켜야( , )□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언급하였다 소규모 영세업체에 근무하는 김 숙은 근무시간 중 잠. □

시 상황을 봐서 외출을 하거나 개인 일을 보고 오는 것에 대해서 사장과 신경전을 벌인다고 하,

였다 김 숙은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의 짧은 외출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 □

각하고 있었던 반면 업체의 사장은 본인이 원할 때 즉시 업무처리를 해주는 것을 원했기 때문,

에 김 숙의 짧은 자리비움을 꺼리고 있었던 것이 이러한 신경전의 원인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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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존 질서 안주자 의 자리비움 전후 시간사용 양상9-1. ‘ ’ 1

그림 기존 질서 안주자 의 자리비움 전후 시간사용 양상9-2. ‘ ’ 2

무실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했으며 연구자가 사무실에,
찾아오면 오래 동안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자리를 비울 수 없지만 시간은. ,
낼 수 있다는 것은 언제 있을지 모를 업무에 대비해서 항상 대기 중인 상태를 유‘ ’
지해야 하는 이들의 공간적 고착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111)

그림 과 그림 는 기존 질서 안주자의 시간사용 행위와 정보테< 9-1> < 9-2> ‘ ’
크놀로지 사용이 접합되는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서 자리를 비우는 시간 전후로,
항상 메신저 대화가 배치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사서인 조 와 대학조교인 강. ○○ ○
는 양치질을 하러 가거나 상사의 호출로 잠시 자리를 비울 때마다 다른 방에,○

111) 실제 조 강 와의 인터뷰는 모두 이들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 ○○

시간대
테크놀로지
동시사용

사용
시간

테크놀로지
주사용

사용
시간

주행동
지속
시간

동시행동 1
지속
시간

　
　
　

09:00

　 　 메신저 00:01:32 업무관련 의사소통 00:01:32 　 　

　 　 　 　 개인위생 00:09:20 　 　

　 　 이메일 00:00:36 업무관련 의사소통 00:00:36 　 　

시간대
테크놀로지
동시사용

사용
시간

테크놀로지
주사용

사용
시간

주행동
지속
시간

동시행동 1
지속
시간

　
　
　
　

14:10

14:30

14:20

　 　 메신저 00:00:27 업무관련 의사소통 00:00:27 　 　

　 　 　 　
업무미팅 00:24:24

　 　

폰SMS( ) 00:01:00 　 　 돌봄노동 00:01:00

　 　 메신저 00:03:11 업무관련 의사소통 0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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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료들에게 메신저 메시지로 자신의 부재를 알리고 사무실 전화를 동료가,
받을 수 있도록 착신전환을 해놓고 있었다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해서 동.
료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항상 일하고 있는‘
중 항상 대기 중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 ’ .
여기에 매닉타임 자료에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트로 얘기하는 거는 다 제가[ ]
이 방을 비울 수가 없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화장실에 갈 때도 네이트로. ,
나 화장실에 갔다올께 하고 전화를 돌려놓고 나가야 되요 여기로 오는 전화를 하“ ” .
나도 놓치면 안돼요 그래서 분 분 비우는 데도 꼭 강조 내 위치파악을 명확. 1 , 2 ( )…
히 해줘야 되고 사서 조( , ).○○

하지만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사무실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지키고 있는 시, ‘ ’
간 대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양은 적었고 그 결과 자신에게 할당, ,
된 주 업무를 수행한 나머지 시간은 할 일 대비 가용 시간이 더 많은 일종의 콜“
드 스팟 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콜드 스팟 은 사무실 안에서”(Southerton, 2003) . “ ”
다른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소요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앞서 절에서 살펴보. 1
았듯이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직장 내에서 여가소비의 시간체계와 정보테크놀로, ‘ ’ ․
지 사용이 접합되는 비중이 높았는데 그 원인은 이들이 콜드 스팟 에 인터넷을, “ ”
이용한 오락과 휴식 등의 소극적인 여가활동하면서 여가의 시간체계를 따르고 있
기 때문이었다.

표 표 은 기존 질서 안주자들이 직장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15>, < 16> ‘ ’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표 은. , < 15>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와 기존 질서 안주자의 전형적인 사례들의 직장 내 정보‘ ’ ‘ ’
테크놀로지 사용이 몇 가지 세부 분류체계로 분산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두 유.
형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직장에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하는 활동의 다양성이었
다 이는 시간자율권이 높은 업무환경에 있는 기존 질서 안주자들이 콜드스팟 에. ‘ ’ “ ”
인터넷을 이용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 은 두 유형의 전형적 사례들의 인터넷 이용시간과 그 세부내용을 정< 16>
리한 것이다 우선 직장 내 인터넷 사용 총 시간은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더. , ‘ ’
길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김 는 시간 분 조 는 분 초 직장 내에서( 2 38 , 1 52 ),○○ ○○
업무 외 용도의 인터넷 사용시간은 기존 질서 안주자 유형에서 더 길게 나타나고‘ ’
있었다 김 는 분 조 는 분 직장 내 인터넷 사용 시간 대비 업무용( 26 , 56 ).○○ ○○
인터넷 사용 시간의 비중 역시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기존 질서 안주자‘ ’ 17%, ‘ ’

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수치들은 기존 질서 안주자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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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와 기존 질서 안주자가15. ‘ ’ ‘ ’
직장에서 를 사용해서 한 활동의 수ICT

표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와 기존 질서 안주자의 직장 내 인터넷 사용16. ‘ ’ ‘ ’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기존 질서 안주자

김○○ 조○○
가정용 시청TV 0 0

영화 관람 0 0

종이미디어 사용 0 1

차량용 미디어 사용 0 0

유선전화 사용 0 1

휴대전화 사용 2 2

노트북pc/

인터넷을 이용한 제활동 2 7

오프라인 컴퓨터 작업 2 2

문화콘텐츠 생산 소비․ 0 0

기타 0 1

기타기기 게임기 사용 0 0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기존 질서 안주자

김○○ 조○○
직장 내

총 사용시간

업무 외 용도

사용시간

직장 내 총

사용 시간

업무 외 용도

사용시간

이메일 2:10:38 0:12:15 이메일 0:14:45 0:04:37

메신저 0:28:03 0:14:30 메신저 0:29:15 0:03:59

인터넷 서비스SMS 0:22:05 0:01:00

까페 0:01:26 0:01:26

SNS 0:20:27 0:20:27

정보검색 0:19:31 0:19:31

온라인 신문 0:05:19 0:05:19

합계 2:38:41 0:26:45 합계 1:52:48 0:56:19

비중 100% 17% 비중 1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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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직장 내에서 업무 외 용도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두 유형은 인터넷을 이용한 활동의 다양성 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인터.
넷 쇼핑기업에 근무하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김 의 경우 인터넷 이용이‘ ’ ,○○
이메일과 메신저 두 가지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기존 질서 안주자인 사, ‘ ’
서 조 는 이메일 메신저 인터넷 서비스 까페 미니홈피 포함 정, , SMS , , SNS( ),○○
보검색 온라인 신문 등을 이용하면서 보다 다양한 종류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었다.
기존 질서 안주자들의 인터넷 사용 활동이 다양한 이유는 이들이 메신저를‘ ’

이용한 친구들과의 친교 인터넷 까페에 접속해서 자녀양육 관련 글 읽기 지인들, ,
의 미니홈피에 올라온 게시글을 읽고 댓글 달기 종교와 기부목적의 정보검색 및,
종교단체 웹사이트 접속 오락휴식 목적의 온라인 신문 읽기 등 인터넷을 이용해, ․
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직장일 외에 남는 시간이. “
많 았고 인터넷 사용은 사무실을 지키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었” ,
다 조 특별한 목적 없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이것저것 보는 행위는 공간 제( ). “ ”○○
약은 있지만 시간자율성은 높은 상황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소극적 오
락이자 휴식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
그게 업무 외 목적의 인터넷 사용행위가 내 스트레스를 풀 수는 있는데 푸는 여[ ] ,
러 가지 방법 중에 최하위의 푸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무실에서 미니홈피를 사용하고 인터넷으로 흥미 위주의 기사를 읽고 하는 이[ , ]
유는 내가 바깥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걸로 풀 수 없고 시, , 9
부터 시까지는 뭐라 그래야 될까 여기를 지키는 거 자체가 제 임무 중 하나잖아6 ,
요 자료실을 지키고 여기에서 온 전화를 받아주고 그니까 남는 시간에 여러 가. , . ,
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제일 하위방법이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
선택을 하는 거지 만약 내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 ,
는다면 나가서 요가나 그런 걸 더 하고 싶지 그런데 그거를 교제와 오락 목적의, . [
인터넷 사용을 집에까지 가서 할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사서 조] ( , ).○○

위의 인용문은 기존 질서 안주자들의 인터넷 사용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
가지는지를 보여준다 조 는 미니홈피 까페 등에 접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올. ,○○
린 글을 읽고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신문기사를 읽는 활동을 공간의 제약으로 인,
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최하위의 여가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렇듯 집에“ ” . , “
까지 가서 할 만큼 유의미하지 않은 활동에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인터넷이” ,
이들에게 시간적으로 느슨한 업무환경에서 여유시간의 소일거리로 사용되고 있음
을 말해주고 있었다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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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얻기 위해서 짬 시간을 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질서 안주, ‘
자들의 인터넷 사용과 여가의 시간체계의 접합은 느슨한 업무시간 중에 허락되는’
시간 동안만 소일거리로 하면 될 뿐 능동적인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기존 질서 안주자들이 일터에서의 여유시간을 인터넷을 이용해 휴식과 흥미‘ ’
위주의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소일하는 상황은 일상생활에 대한 관리자적 태도 측
면에서 해석할 수 있었다 앞서 장에서 논의했듯이 일상생활의 제 영역을 고도. 5 ,
로 관리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시간사용의 의미 효‘ ’ ‘
율성을 추구하면서 시간 여유가 생기면 다른 시간체계를 빈 시간 틀’ (time frame)
에 투입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상쇄시키고 있었다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를. ‘ ’
공유하는 이들은 직장에서 보내는 짬 시간을 이용해 다양한 행위 열망을 해소하려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 결과 일터에 유급노동 외의 여타 시간체계들이 유,
입되는 영역 간 시간 유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time spill-over) .
반면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시, ‘ ’ ‘ ’

간자율권이 허락되는 업무환경에서도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끝없는 시간투자를
특징으로 하는 고도화된 가족생활 여가생활 소비생활의 시간체계들이 일터로 침, ,
범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은 비어 있는 시간을 또 다른 의미집약적인 활동들로 채.
워 넣는 대신 휴식에 가까운 오락 활동들로 느슨하게 채우면서 콜드 스팟 의 잠, “ ”
잠한 상태가 주는 단조로움 유지하고 있었다 시간 때우기 에 가까운 기존 질서. “ ” ‘
안주자들의 인터넷 사용과 여가생활의 시간체계의 결합은 이들의 불규칙한 노동’
리듬과 느슨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일상적 시간사용에 대한 비관리적 태도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5 .

장에서는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적 시간경6 ․
험이 형성되는 데 어떻게 관여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 고학력 전문․
사무직 여성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시간과 인터뷰 자료들을 종합해 본 결과,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시간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유급노동의 특징 삶의 질을 향,
상시키고자 하는 열망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 공유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앞서 장에서 살펴본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5 ․
적 시간경험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친 요소이기도 했는데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 269 -

은 이들 요소가 시간경험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거나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일상적 시간경험이 형성되는데 관여하는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패턴화 되고 있었다 첫째 업에 종사하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 , IT ‘ ’
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결합되면서 업무의 속도를 빠르
게 하고 업무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다 이들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노동자로, . IT
서의 정체성을 토대로 실시간 이메일 의사소통이 노동규범으로 간주되는 조직문,
화를 적극적으로 내면화하고 속도의 경제를 몸소 구현하고 있었다 이들의 정보, .
테크놀로지 사용은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강화시키고 있었고 이는 이들의 일상,
적 시간경험을 가속화고밀도화 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시간경험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라는 주체의 자율적 행위와 속도의

경제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힘 이 교차하는 지(Agger, 1989)
점에서 생성되고 있었다. 열정적이고 자발적인 노동자로서의 기업가 정신을 강조
하는 신자유주의 담론들의 영향 하에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은 정보테크놀로, ‘ ’
지를 사용하며 유급노동을 무한 가속화시키는 것을 보다 생산적효율적인 노동IT․
자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노동자로서의IT
자기에 대한 윤리는 이들이 시간사용을 자발적으로 규율하고 업무수행을 가속화하
도록 유도하고 있었고 이들의 자발적인 시간사용 행위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
장상황에 맞춰 유무형의 상품을 제작생산하는 유연한 자본주의의 필요를 충족시‧
켜주고 있었다.
둘째 가족생활과 여가소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팔방, ‘․

미인형 능력자들의 경우 정보테크놀로지는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데’ ,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기 위한 창구가 되고 있었다 앞서 장에서는 팔방. 5 ‘
미인형 능력자들이 보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을 부추기’
는 신자유주의 주체화 담론의 영향을 받아 고도화된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
와 여가소비의 시간체계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들은 다양.․
한 활동에 대한 열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사용을 고도로 관리
하는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 정보테크놀로지는 가족생활‘ ’ . ,
여가 소비 등 일상생활의 면면을 보다 더 많은 활동들로 채우기 위해서 서로 다,
른 시간체계들을 오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었으며 제한된 시간에 여러 활,
동들을 빈틈없이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 ‘
화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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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에게 인터넷은 가족생활 여가생활을 시장의 취향에‘ ’ ,
따라 가꾸어가기 위해 필요한 생활정보 구매정보를 얻기 위한 통로가 되고 있었,
다 이들은 인터넷 정보노동을 통해 시장이 제시하는 소수 부유층의 소비활동 혹. ,
은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접하고 최소한의 시간비용투자로 이를 향유할 수 있, ․
는 방법을 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일상생활의 면면을 관리 기업화해 나가고 있, ,
었다 인터넷은 이들 개개인의 욕망을 통해 시장의 취향을 퍼뜨리고 소비주의와.
상품화를 권유하며 보다 더 고도화되고 더 많은 소비활동을 부추기고 있었다 하, , .
지만 이러한 과정이 참여자 개인의 자유의지에서 우러난 욕망과 정체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사용은 소비주의와 상품화 권력이 자기에 대한,
통치의 형태로 구현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었다.
위의 두 유형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와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에게 인터넷은, ‘ ’ ‘ ’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소비의 시간체계와 결합하면서 이들의 시간경험을 보다 고,
속화고밀도화 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신자유주의 시간장치가 보다 더 많이.․
일하고 보다 더 많이 소비함으로써 생산적인 노동자가 되고 중산층 라이프스타, ,
일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정보테크놀로지가 이,
러한 욕망을 심화충족시키는 시간장치의 한 요소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린더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속도가 빨라지며 시간

부족 문화가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단위시간 당 생산 효율성이 높은,
부유한 나라에서는 여가활동에서도 생산의 효율성에 상응하는 효율성을 산출하고
자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하는 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여가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시간공황 문화 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 ”

한편 여가사회학 분야의 연구들은 시간의 희소성이 증가하면서(Linder, 1970). ,
여가가 보다 상품집약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Hirsch, 1977;
Linder, 1970, pp. 118~120 김영선 쪽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보; , 2006, 113 ).
았을 때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여가화된 소비 고도화된 소비의 시간체계를 강화, , ,
시키고 보다 밀도있는 시간사용을 유도하는 정보테크놀로지는 자본주의가 심화, ,
되면서 생기는 변화들 즉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여가생활이 소비화상품화되는, , ․
변화를 보다 부추기고 확장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유급노동 소비 여가 시간의 영역별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경, , ,
제학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린더의 논리는 유급노동 시간이 비슷한 참
여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소비시간에 편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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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이러한 논리는 유급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Linder, 1970).
해서 인터넷 소비활동에 매달리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의 행위를 설명할 수는‘ ’
있지만 유사한 정도의 시간자율권이 허락되는 유급노동 환경에 처한 참여자들 중,
일부는 여가소비의 시간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정보테크놀로지에 의존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은 현상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한편 정보테크놀로지와 시간에 대한 논의들은 정보테크놀로지가 무시간의 시,

간 실시간 즉각성 을 구현하며 다양한(timeless time), (real time), (instantaneity) ,
활동들의 내용과 순서를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 주목해 왔다

하지만 정보테크(Castells, 1996; Jauréguiberry, 2000; Lee & Libenau, 2000). ,
놀로지의 이러한 특징들 역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이 형․
성되는 데에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일부 참여자들만이 활동의 속도,
및 조직방식을 자신의 의도대로 통제하기 위한 용도로 정보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정보테크놀로지가 시간체계들과 접합되어,

시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은 경제학적으로 혹은 정보테크놀로지가 구현하는,
시간의 특징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이들이 이를 쫓아 시간사용을 관리하고자 정
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할 때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시간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활동의 속도 및 조직방식을 의도대로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인.
터넷과 휴대폰의 특징은 시간사용을 관리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참여자들의 일
상적 시간경험의 특징들을 강화증폭시키고 있었다 업무속도를 중시하는 유급노동.․
의 시간체계를 따르는 재미추구형 능력자들은 정보테크놀로지가 속도의 경험을‘ ’
증폭시키고 있었고 고도화된 여가소비의 시간체계를 따르는 팔방미인형 능력자, ‘ ’․
들은 이를 보다 고도화강화하기 위해서 정보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 결.․
과는 일상적 시간경험의 고속화고밀도화 였고 이들은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지 못,․
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 ․

은 아니었다 셋째 느슨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따르는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 ‘ ’
유급노동, 여가의 목적으로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들,
의 능동적 자의적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정보테크놀로지에 의존하기 보다는 외, ,
부로부터 유입되는 업무심부름을 하달받고 이에 응대하는 도구적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직장 내에서 빈 시간을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휴식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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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극적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불규칙하게 유입되는 업무심부.
름은 이들의 업무리듬에 파장을 만들어 내면서 핫 스팟 을 만들고 시간에 쫓기는“ ” ,
느낌을 야기하고 있었지만 이는 유급노동의 특성에 따른 영향일 뿐 정보테크놀, ,
로지 사용으로 인한 시간경험의 변화라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기. , ‘
존 질서 안주자들이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망과 시간사용의 의미’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적 태도를 가지지 않았던 데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넷째 커리어 추구형 능력자들의 경우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에 따른 일상적 시, ‘ ’

간경험이 패턴화되지 않고 있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 중 커리어 추구형 능력자에. ‘ ’
해당하는 두 참여자들은 업무환경의 시간자율권 측면에서 대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이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 변리사인 정 의 경우 업무 수행 내내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
이메일을 통해 새로운 업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시간자율권이 낮은 환경에
있었다면 대학교수인 이 는 정해진 내외부강의들과 회의 스케쥴을 제외하고는, ○○ ․
시간사용에 대한 자율권이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
양상 자체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일상적 시간경험에 대한 정보테크놀,
로지의 영향 역시 패턴화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들은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
정보테크놀로지를 도구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실제 사용시간량과 별개로 일상생,
활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테크놀로지 의존도가 높지 않다는 공통
점을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들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의 일상적 시간경험에 대한 영향력이 앞

서 장에서 살펴보았던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일상적 시간경5 ‘ ’
험이 다양한 시간체계들로 구성되거나 시간체계들이 강화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양한 삶의 영역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대치와.
기업가 정신 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통치해가는 이들에게 정보테크놀로지가“ ”
이러한 통치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고도화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개인의 시.
간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주는 인터넷과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특징은 시간사용
을 고도로 관리하고 더 많은 활동을 유도하는 신자유주의 통치권력이 구현되는,
것에 이바지 하면서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었다, .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간장치로서 정보테크놀로지의 작동은 항상 성공적인 것,

만은 아니었다 절과 절의 일부를 할애해서 살펴보았듯이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2 3 ,
과 유급노동의 시간체계가 접합되어 노동강도를 높이는 효과는 그 강도가 지나치
게 강해지면서 오히려 그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재미추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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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적응자들은 정보테크놀로지를 유급노동 외의 목적으로 전유하면서 신자유주’ ,
의 시간장치의 작동방식을 놀이 로 전환시키기도 했으“ ”(Agamben, 2010[2005])
며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정보테크놀로지의 균열을 틈타 여타 시간체계로 시간,
을 유출시키기도 했다 고도화된 소비의 시간체계에 의해 주체화되고 있었던 팔방. ‘
미인형 능력자들 역시 정보테크놀로지와 시간체계 간의 접합이 낳는 소비주의 주’
체화 권력의 효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소비주의적 욕망의 대상의 이미,
지와 그 욕망을 분리시키고 있었다 장 이러한 양상들(Agamben, 2010[2005], 6 ).
은 시간을 매개로 통치권력이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주체화로부터 벗어
나는 것이자 장치의 변화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일종의 신성모독 의 지점들이었, “ ”
다 정보테크놀로지는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요소로서 사용자들을 통치권력의 주.
체로서 호명하기도 했지만 장치의 주체화 권력을 무력하게 만들면서 주체화를 통,
한 장치의 통치를 방해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통치 권력은 주체의 자율적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생산노동․

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유도하기도 하고 라이프스타일과 향상된 삶의 질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여가와 소비를 고도화하도록 권유하고 있었
다 정보테크놀로지는 주어진 시간에 보다 효율적으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
소비하면서 단위 시간당 의미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해주고 있었지만 시간체계를,
통한 통치권력의 작동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 역시 수행하고 있
었다 활동의 속도 및 조직방식을 통해서 시간사용을 사용자의 의도대로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과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특징은 기업가적 자아 로서 신자“ ”
유주의 통치성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일상적 시간경험을 고속화고밀도화하․
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정보테크놀로지는 자기의 자기에 대한 윤리적 관계를. ,
형성해 가는 자기의 테크놀로지 로서 활용되면서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작동에“ ”
균열을 만들며 장치의 변화가능성 역시 생성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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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다차원적 시간경험의 형성과정과 그 유형7 .

장에서는 시간경험을 구성하는 하위차원으로서 생애시간 및 역사적 시4, 5, 6
간 일상적 시간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생성한 시간경험들에 대해서 논의했다, , .
이번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서로 다른 차원의 시간경험들을 한데 모아서 종합적으
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역사적 시간과 생애시간이 동시화되는 양상은 일상적 시간.
경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일상적 시간경험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며 생애시간의 경험과 이를 토대로 형성한 정체성과 어떠한 연관,
성이 있는가 나아가 이러한 다차원적인 시간경험은 바쁨의 감정과 어떻게 연관? ,
되며 그 사회문화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1 .

앞서 장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한국 사회의 역사적 시간과 어떠4 ․
한 관계를 설정하면서 생애시간을 꾸려갔는지에 따라 경쟁사회에서의 생존여부와,
고용시장에서의 현재 위치 자아의 미래에 대한 시간전망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
것을 보여주었다 장에서 논의했듯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정체성은 일. 5 ,
상적인 시간사용 양상 시간전략 그 과정에서 느끼는 바쁨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 ,
고 있었다 요컨대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생애과정에서 겪었던. , ․ 성공과 실
패의 경험이 시간자원을 어떠한 활동에 어떻게 배분하고 시간자원을 관리하며, ,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고자 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테크놀로지는 경쟁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본으로
서 그 역할을 하기도 했고 자신의 정체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하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했다.
앞서 장에서는 단위 시간 당 기대효용 산출율이 높은 유의미한 활동들을 더5 ‘ ’

많이 하고자 하는 시간사용에 대한 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간을 선분화해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시하는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가 일부, ‘ ’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문화가 시간체계. ,
들이 팽창되고 고도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고도화된 시간체계들은 삶,
의 각 영역에서 활동 열망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킬 것을 권유하는 신자유주의,
주체화 담론들의 영향 하에 형성된 것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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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논의를 위해 장에서 발견한 결과들을 표 로 정리해보았4, 5, 6 < 17>
다 표 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특징인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 < 17> , ‘
화와 고도화된 시간체계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유형은 팔방미인형 능력자 와 재’ “ ” “
미추구형 변화적응자 였다 이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은 커리어 발전 가족생활 여” . , ,
가소비 외모관리를 관장하는 고도화된 시간체계들의 영향 하에 형성되고 있었고, ,․
이러한 고도화된 시간체계들과 인터넷 사용이 접합되는 정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고도의 바쁨을 경험하는 이들이기도 했다 요컨대 고도화된. , . ,
시간체계들이 중첩되면서 다중적 시간경험을 형성하고 단위 시간당 더 많은 활동,
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사용을 관리하는 태도를 가진 이들이 시간체계를
보다 고도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고도의 바쁨은 고도화된 시간체계의 경험 의미효율적 시간. , , ‘
관리 문화 인터넷 사용이 결합되어 생성되는’, 것이었다.
앞서 장에서는 신자유주의 시간장치가 자기에 대한 관계를 가꾸어, 4, 5, 6 ①

가고자 하는 욕망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작동하며 유급노동 여가소, ,② ․
비 가족생활을 관장하는 각각의 고도화된 시간체계들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이들 고도화된 시간체계들은 더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체의 자발.
적인 의지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망과 결합되면서 참여자들의, ,
시간경험을 고밀도화하고 있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시간장치는 단위 시간당. , ③
활동들을 보다 많이 수행하고자 시간사용을 관리하는 태도를 특징으로 하며, ④
정보테크놀로지는 시간체계들을 고도화하고 단위시간당 행위의 의미효율성 산출, ‘ ’
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간사용을 통제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족여가소비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 , ․ ․

간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유하는 신자유주의 시간장치는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작동하는가? 고도화된 시간체계들이 여럿 중첩되는 경험을 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미효율적 시간, ‘
관리 문화를 공유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이 문화는 어떠한 양상으로 공유확산되’ ? ․
고 있는가?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양상은 어떻게 서․
로 다르게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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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다차원적다중적 시간경험 형성에 미치는 요인들17. ․ ․

직 종 참 여 자 직 업

역 사 적

시 간 ․
생 애 시 간

동 시 화

개 인 과

전 통 에

대 한

의 식

젠 더 화 된

역 할 의 식

내 러 티 브

정 체 성

유 형

커 리 어 발 전

시 간 체 계 의

고 도 화

가 족 생 활

시 간 체 계

고 도 화

여 가 소 비․
시 간 체 계

고 도 화

외 모 관 리

시 간 체 계

고 도 화

의 미

효 율 적

시 간 관 리

문 화

일 상 생 활

고 도 화

목 적 의

인 터 넷

활 용 도

년 대90

중 후 반․
통 신PC

고 활 용

고 도 의

바 쁨 의

경 험

연 구 직

및

사 무 직

박 ○ ○
박 사 후

연 구 원 자 동 적

동 시 화

개 인

중 시

젠 더 화
팔 방 미 인 형

능 력 자

○ ○ ○ ○ ○ 높음 ○ ○

서 ○ ○
대 기 업

근 무
○ ○ ○ ○ 높음 ○ ○

심 ○ ○

인 터 넷

콘 텐 츠

제 작 자

의 지 적

동 시 화

탈 젠 더 화
재 미 추 구 형

변 화 적 응 자

○ △ ○ 높음 ○ ○

김 ○ ○

인 터 넷

쇼 핑 기 업

근 무

○ ○ 높음 ○

전 문 직

이 ○ ○
계 약 직

교 수
탈 젠 더 화

커 리 어

추 구 형

능 력 자

○ ○ 낮음

정 ○ ○ 변 리 사 낮음

단 순

사 무 직 　

조 ○ ○ 사 서

비 동 시 화
전 통

중 시
젠 더 화

기 존 질 서

안 주 자

○ 낮음

강 ○ ○
대 학

조 교
○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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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에서는 신자유주의 시간장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의미효율적 시간5 ‘
관리 문화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의 결과들을 종합한 결과 의’ . < 17> , ‘
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가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에게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며’ ‘ ’ ,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고도화‘ ’ (< 10>).
된 시간체계들의 영향을 받는 정도 역시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에게 가장 높게 나‘ ’
타났고 이 역시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들은 또한 일상, ‘ ’ . ,
생활을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의 인터넷 활용도가 가장 높은 이들이기도 했다. 6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유형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고도화된 소비의 시간체계를,
따르며 소비행위를 한층 더 고도화할 방법을 궁리하는 이들이자 시간사용의 의, , ‘
미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터에서의 짬 시간을 관리활용하는 이들이기도’ ․ 했다.
그렇다면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 고도화된 시간체계들이 중첩되는 다중적 시, ‘ ’

간경험을 하고 있으며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 ‘ ’ ?
도화된 시간체계들에 대한 다중적 시간경험과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접합되는 경
험이 이들에게 특히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 ‘ ’
을 지향하는 유형과 나머지 두 유형들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러한 유형별 차이?
는 이들의 생애시간의 경험 및 정체성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
한 답을 찾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시간 장치의 주체화 권력이‘ ’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작업이 될 것이다.

개인중시 전통중시

젠더화된

역할의식

팔방미인 지향형
능력자

기존질서
안주자

탈젠더화된

역할의식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동시화 비동시화

그림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 의 확산 양상10. ‘ ’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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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질문에 대한 실마리는 참여자들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찾아볼 수 있
다. 우선 본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대로 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전후로, 30 90 IMF
대학을 졸업했다 이들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한국 사회의 역사적 시간과 자신.
의 생애시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동시화 했는데 이는 이후 이(synchronization) ,
들의 생애과정 정체성 일상적 시간 경험을 크게 다르게 만들고 있었다 다음 소, , .
절들에서는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두 유형인 기존 질서 안‘ ’ ‘
주자와 커리어 추구형 능력자들의 생애시간의 경험 정체성 일상적 시간경험과’ ‘ ’ , ,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하는 시간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지는 소절에서는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를 공유하는 두 유형인. ‘ ’
팔방미인형 능력자와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다차원적 시간경험들의 연관‘ ’ ‘ ’
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1. ‘ ’:

단순사무직에 종사하는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년대 후반 급변하던 한국사‘ ’ 90
회의 시대적 요구에 맞춰 자신의 생애시간을 유연하게 변형시켜나가지 못한 이들
이었다 이들의 생애시간 경험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시간과 동시화되지 못한 경험.
이었고 그 결과 이들은 반복된 커리어 좌절을 겪고 직업 정체성을 축소했다 그, .
과정에서 이들은 어머니 역할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재정비했고 그 역시 경쟁사회,
의 시간체계와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민감한 대응이 요구되는 관리자 어머니로․
서의 정체성이 아닌 가족과의 친밀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가정성, (domesticity)
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이었다 또한 이들은 일하는 주체로서 자아의 시간전망을. ,
축소하고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기 보다는 지극히 현재중심적인 시간전망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임하고 있었다 조 사서 강 대학 조교( , ; , ).○○ ○○
이러한 정체성과 짧은 시간전망을 토대로 두 사람은 높지 않은 업무강도를 요

하는 직장을 선택했고 그 결과 가족생활과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들 간의 갈등이,
크지 않은 일상적 시간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이들의 일상생활은 근대화된 일가. ․
족의 분리가 명확하게 지켜지는 삶이었으며 이들이 따르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가 고도의 업무능력과 속도감 있는 업무수행을 요하지 않았기에 이들은 일터에서,
시간적 여유를 이용해서 휴식 오락 교제 등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 ,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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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속적인 커리어 계발을 권유하는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와 자녀의 교육경쟁
을 위한 관리자 어머니 역할을 중시하는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로부터 거리
를 두고 있었기에 이들의 일상생활은 지극히 현재의 현실이 요구하는 노동자 역,
할과 기본적인 돌봄과 관련된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을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의 다중적 시간경험은 이들의 유급노동의 시간체계6 ,
가 느슨한 성격을 띠면서 그 안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시간경험의 다중성은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의 다중적 시간경험과 그 성격‘ ’
이 달랐다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정교화된 활동을 요하는 고도화된 시간체계들. ‘ ’
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어진 시간 안에 정교화된 활동들에 필요한 시간량을 확보,
하기 위해 바쁜 꿀벌 스타일로 시간을 합리화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 ” . , ‘
존 질서 안주자들의 다중적 시간경험은 시간자율권이 높은 일터에서 일종의 소일’
꺼리 식의 활동을 하면서 생성된 것이었기에 그 성격이 달랐고 이들은 바쁨의 감,
정 역시 경험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시간경험을 구성하는 시간체계의 다양성 자.
체가 바쁨의 감정을 설명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다중적 시간경험을 구성,
하는 각각의 시간체계가 얼마나 고도화된 활동들을 요하는지 여부가 바쁨의 감정
을 설명하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 정보테크놀로지는 기존 질서 안주자들에게 느슨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 ’

로 인해 생기는 빈 시간을 업무 외의 활동들로 채울 수 있게 해주는 통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가족생활을 관리하거나 소비여가생활에 대한. , ․
고도의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결과 가족관리 소비여가 생활을 고도화하, , ․
기 위해 인터넷 정보노동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다 이들의 인터넷 사용은 휴식목.
적의 뉴스읽기 친구들과의 메신저 대화 자녀를 위한 음악 만들기 등 주어진, , CD ,
시간적 여유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목적적
이지 않은 행위들이었다 이들에게 인터넷 사용은 소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 “ ,
만 인 유의미성이 떨어지는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들에게 정보테크놀로지” , .
는 업무수행을 위한 단순한 도구이자 느슨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를 따르는 과정,
에서 생기는 나머지 시간들을 그 외의 시간체계들의 영향을 받는 활동들로 채울
수 있게 해주는 소극적 오락여가휴식의 도구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기존 질. ‘․ ․
서 안주자들에게 정보테크놀로지는 시간체계들 간의 충돌과 갈등 바쁨을 야기하’ ,
지 않고 있었고 일상적인 시간경험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
다만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전통적 가정성, ‘ ’

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고 이러한 면에서 인터넷과 휴대폰은 다른 시간체, 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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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시키는 통로가 되면서 자녀들과의 의사소통 가족구성원과의 친밀성 교류를, ,
방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조 사서 가 가정 내에 를 보유하고. ( ) PC○○
있지 않은 것은 인터넷 사용이 가정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생활의 시간체계를 따르
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들의 가족생활 속에서 정보테크놀로지.
는 전통적 가정성을 해치는 유해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었으며 가정 내 정보테크,
놀로지 사용을 규율하는 것은 가정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요컨대, 기‘
존 질서 안주자들에게 있어 정보테크놀로지는 지극히 권태롭고 단조로워질 수 있’
는 일터에서의 시간경험을 오락과 흥미 위주의 활동들로 채울 수 있게 해주는 도
구라는 점에서만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텔레비전 시청은 가족들. ,
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락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정성을 해치지 않고 할 수 있는 활
동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는 기존 질서 안주자들이 텔레비전을 가족 미디어로, ‘ ’
보는 전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즉 자녀들과 함께. ,
시청하고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텔레비전 시청은 긍정적인 것이었,
고 규율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었다.125)
기존 질서 안주자 유형은 교육수준이 높은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에도 단순한‘ ’ ,

흥미와 오락 위주의 소위 노동계급 의 문화“ ” (Southerton, n. d. 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쟁사회의 시간체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어머니 역할 역. ,
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행하면서 이들은 새로운 사회적문화적 변화에 민감하게, ․
귀를 열고 있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
서 그때그때 변화하는 트렌드나 뉴스를 접할 필요성 역시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어머니 역할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었다 이른바 노동계급 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기존 질서 안주자들의. , “ ” ‘ ’
시간경험은 여러 활동들을 동시화하거나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형,
성되고 있었고 그 결과 느슨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전통적 가정성을 중시하는, ,
가족생활의 시간체계 흥미 위주의 오락과 휴식을 중심으로 한 소극적 여가의 시,
간체계를 중심으로 느슨하게 형성되고 있었다.
기존 질서 안주자들의 밀도가 낮고 느슨한 일상적 시간경험은 이들이 사회적‘ ’

변화로부터 거리를 두고 항상적인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재

125) 이러한 양상은 생애시간이 역사적사회적 시간과 동시화 되어 전개되지 못 하고 전통적인 젠,․
더화된 역할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되면서 교육수준이 높은 일하는 여성들의 미디어,

매트릭스가 전업주부들과 유사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를 가족미디어로서 긍정적으. TV

로 보는 시각은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 를 효율적인 가족생활을 방해하는 매체로 보았던‘ ’ TV

것과 대조적이다.



- 281 -

정비했기 때문이었다 자기계발하는 주체 기업가적 자아가 위험사회론의 용어. , -
를 빌자면 불확실성과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고 성찰적으로 자아를 구성해 나가- ,
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직면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들을 전통적인 젠더질서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봉합하고 있었다 이들의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새롭게 갱신하고 계발하고 관리해.
야 할 관리자 어머니 정체성이 아니었고 가정성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된 항상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이렇듯 전통적인 젠더화 질서를 중심으. ,
로 형성된 정체성에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작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인 개인
성에 대한 의식 나아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관리해 나가려고,
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의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은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통치성의 영향력으로부터 다소 빗겨나 있었다.
그렇다면 기존 질서 안주자들이 학력자본을 지닌 다른 참여자들과 달리 역사, ‘ ’

적 시간과 생애시간을 동시화시키지 못했던 것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기존? ‘
질서 안주자의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양상을 도식화하고 이를 토대로 설명해보도’ ,
록 하겠다 그림 이들은 이후 노동의 유연화가 본격화되고 노동자의(< 11>). IMF ,
자기계발경쟁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변화 속에서 역사적사회적 시간과 자․ ․
신의 생애시간을 동시화 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생애시간 경험의 배경에는 전통적.
인 젠더화된 역할을 최우선시 했던 현모양처형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젠더역할의
아비투스가 있었다.126)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가족생계를 책임지는 아버지와 가‘ ’
족 내 재생산과 관련된 제활동을 담당하는 어머니로 구성된 중산층 소시민 가족의
일원으로 자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가족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
진 어머니가 가정을 사회와 분리된 포근한 가정성 의 공간이자 안식처로 만들기“ ”
위해 필요한 역할을 도맡아 하는 것을 보고 자라면서 가족주의적 가치 및 바깥, “
세계 의 무정함과 대조되는 가정성의 가치 이를 지키기 위한 젠더화된 역할의 아” ,
비투스를 체득했다.

126) 본 연구에서 아비투스 개념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으로 범주화된 가치가 체화되어 취

향이나 태도 등으로 체화된 상태 로서 인간의 문화적 성향과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는 일정한“ ” ,

코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은 인간의 행위를 이해관계와 전략 등.

보편적인 인간의 이성만을 토대로 설명할 수 없으며 과거로부터 유래하는 기억이나 사회적, “ ,

관습체계 그리고 이성적 요인으로 축소될 수 없는 감정 등의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했을, ”

때 이해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나온 개념이다 홍성민 쪽( , 2004,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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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존 질서 안주자의 다차원적 시간경험 형성과정11. ‘ ’

젠더화된

정체성을 가진

현모양처 어머니

중간계급

소시민 가족

젠더화된 역할과

가족주의의 아비투스

노동유연화*

고용 불확실성 증가*

사회적 위험요소의 개인화*

역사적 시간과 생애시간의 비동시화

가족공동체

중심의 젠더화된

정체성 강화

느슨한 일상적 시간경험

시간전망의

축소

가족공동체

중심적 의식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개인화

논리와 아비투스

간의 불일치

직업 정체성의

축소

전 통 적

가 족 공 동 체 문 화

일 상 적 시 간 경 험 을 구 성 하 는 시 간 체 계 의 단 순 화*

현 재 중 심 적 일 상 생 활 운 영*

유 급 노 동 의 시 간 체 계 가 족 생 활 의 시 간 체 계 의 구 분 명 확* ․
여 가 소 비 의 시 간 체 계 의 미 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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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가 교대 나오셨거든요 그 옛날에 교대 나오셨으면 엄청 엘리트라고[ ] .
하잖아요 동의를 구하는 눈 맞춤 그런데도 애 낳고 교사 일을 딱 접으셨어요 가( ). .
정이랑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고 하시면서 사실 교사 직업이 그렇게 포기하기.
가 쉬운 직업이 아닌데 그런데도 딱 접고 저희들 키우셨어요 피아노 학원도 나중, .
에 하신거고 지금도 그러셔요 가정이랑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구 너도. . . “…

살 때까지만 일 한다고 생각해라 그러세요 엄마가 학원하시면서 보니까8 [ ] ” .○○
엄마 손 타지 않은 애들은 다르다고 어머니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 (…
요 저도 일은 순위에요 돈 벌고 지금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언제든지 버릴?) 3, 4 . ,
수 있어요 친구들 보면 일 절대 포기 못 한다 그런 애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전혀.
아니예요 일이야 내가 얻는 게 있고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가정이랑 건강이 더 우.
선이예요 사서 조( , ).○○

위의 인용문은 기존 질서 안주자들이 어머니로부터 개인의 성취보다 가족에‘ ’
대한 돌봄을 최우선시하는 가족주의적 가치와 젠더화된 아비투스를 전수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족주의와 젠더화된 역할에 대한 감각과 행위코드를 체득.
한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전적으로 개인의 발전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경쟁사회‘ ’
에서 적응할 것이 요구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부적응을 겪었다 사회와 분리된.
안락한 공간으로서의 가정 을 지키는 어머니 역할 가족이라는 전통적 제도를 개“ ” ,
인보다 중시하는 아비투스는 사회적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처하고 정체성을 구성하
는 것이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된 신자유주의 사회의 논리와 부조화를 야기하고 있
었다 요컨대 전통적 사회제도를 중시하는 이들의 젠더화된 아비투스를 체화하고. ,
있는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기업가 정신 의 기본적인 전제인 개인중심적 논리의‘ ’ “ ”
아비투스를 가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업가 정신 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

탈전통화된 개인으로서의 의식보다는 가족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기존 질서 안주자들의 생애시간 경험은 성찰적 근대론. ‘ ’ ,
위험사회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위험 요소들이 개인, “ ” “
화 되면서 성찰성이 증대된다는 이론으로 전적으로 설명될 수”(individualization)
없었다 이들의 성찰성은 지극히 젠더화계급화된 틀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으며. ,․
이는 이들이 기업가적 정신 을 가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개인의 선택과 책“ ” .
임이 중시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존 질서 안주자들, ‘ ’
이 체득한 전통적 가족주의와 이와 관련된 젠더화된 아비투스는 신자유주의 사회
에서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 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었고 그 결과 이들은 역사적“ ” ,
시간과 자신의 생애시간을 동시화 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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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성찰성 자기에 대한 윤리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기본‘ ’ , ,
적으로 가정하는 자유주의적 개인관을 취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꾀하면서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가꾸어 나가기보다는 현재의 경제사회문화적, ․ ․
인 조건에 안주하는 정체성 전략을 취했다 이러한 현실안주적 선택은 중산층으로.
서의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하고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달성하고자 하는 열망을,
추구하기 보다는 경쟁사회의 시간체계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 적극적 여가, , ,
활동을 중시하는 여가생활의 시간체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했
다.125) 이러한 정체성 전략은 이들이 과도한 욕망에서 비롯된 더 많은 활동으로
팽창된 일상적 시간경험을 겪지 않을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들의 일상적 시간경,
험이 보다 간소화된 시간체계들로 구성되도록 만들고 있었다 이들의 일상적 시간.
경험은 명확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고도화되지 않은 가족
생활의 시간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간소화된 시간체계들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들의 일상생활은 점차 낮 시간에는 유급노동 저녁시간과 주말에는, ,
소극적 휴식과 오락을 즐기는 이른바 노동계급 의 생활패턴과 유사하게 변화하고, “ ”
있었고 이러한 생활 속에서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삶에 대한 자유의지와 성찰과, ‘ '
는 점차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

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 시간장치가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을 중시하고 시간사. ,
용을 정확히 계산해서 합리화하는 시간사용에 대한 태도와 이와 연관된 중산층“ ”
이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작동한다고 보았을 때 바쁨을 과장함으로써 세련된 중, “
산층 커리어 우먼 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자 했던 행동들은 이들이 신자유주의”
적 시간장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기존 질. ‘
서 안주자들이 바쁨을 과장했던 모습들은 더 많은 활동을 스스로 추동하는 중산’ ‘
층 여성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들의 일상생활은’ .
바쁨 과 거리가 멀었지만 끊임없는 자기경영을 통해 활동성을 유지하고 시간사‘ ’ , ,
용의 의미효율성을 추구하는 시간사용 방식 자체가 상징하는 중산층으로서의 정체
성은 입고 싶어 했다 이는 기존 질서 안주자들이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와의 소통. ‘ ’
가능성을 완전히 단절하고 있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들은 시간사용의 의.

125) 이러한 기존 질서 안주자들의 선택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 안에서 정당화되고 있었다 이‘ ’ .

들에게 결혼은 가족주의적 가치 가족공동체주의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그 외의 삶의, ,

영역과 관련된 시간체계들을 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또한 소비와 적. ,

극적 여가가 축소되고 일 가족 소극적 여가로 이루어지는 간소화된 삶은 가정성의 가치 하에, , ‘ ’

서 미화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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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효율성을 중시하는 시간사용 방식 자체를 추동하도록 만드는 중산층에 대한 욕
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욕망은 바쁨을 과장,
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간장치가 시간사용의 의미효.
율성을 중시하는 시간사용에 대한 태도와 시간사용 방식 뿐 아니라 시간사용과,
연관된 사회문화적 의미의 전유를 통해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2. ‘ ’:

전문직 종사자인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은 전문직이라는 커리어 목표를 성취‘ ’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을 훈련과 준비에 투자했고 이를 토대로 생애시간과 역사,
적 시간을 동시화한 이들이다 이들은 자아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전문직 종사자.
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학위 자격증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 ,
울였다는 점에서 자신의 의지와 성찰을 토대로 의지적으로 생애시간을 동시화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학위 자격증을 가지고 노동시장에서 전문직으로서. , ,
안정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고 그 결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체감이 상,
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 대학교수 정 변리사; , ).○○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은 스스로의 의지를 토대로 원하는 직업을 성취한 만‘ ’

큼 직업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직업인으로서 정체성을 중시, ,
하고 있었다 이들은 직업 정체성을 토대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커리어 발전의.
시간체계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직접 수행하는 돌봄가사 노동. ․
은 필수적인 활동으로 극도로 축소되고 있었고 대부분의 재생산 노동은 친정어,
머니보육기관가사노동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일임되고 있었다 또한 가족들과 함. ,․ ․
께 하는 양질의 여가활동을 중시하는 중산층 여가생활의 시간체계를 따르는 활동
들은 내가 미래에 시간이 있다면 하고 싶은 활동들로서 미래로 지연되고 있었다‘ ’ .
이들은 어머니아내의 역할이 극도로 축소되고 유급노동 및 커리어발전의 시간,․

체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지는 일상생활의 시간경험을 가족생활의 부양자로서
의 정체성을 구성함으로써 정당화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
유가 가족이 현재보다 더 나은 계급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 하면
서 개인의 커리어를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의미지움 하고 있었다 이는 다음 두, .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이는 모성정체성과 직업정체성을 통합시키는 일종의. ,
노동자 어머니들의 정체성 전략 이었는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인(Segura,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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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 추구형 능력자들이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 ’
실하지 못하고 커리어 중심적으로 일상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덜고자 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경제활동을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의미화 함으로써.
이들은 자신의 경제활동이 개인의 자아실현과 커리어 열망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
니라고 인지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했다.
둘째 커리어를 가족의 계급상승의 틀 안에서 의미지움했던 것은 이들이 일종,

의 대조집단이자 열망의 집단으로서 유한부인 캐릭터를 제시했던 것과 연관지어, ‘ ’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실제 계급적 현실과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자신의 경. ,
제적 현실보다 더 풍요로운 계급을 일종의 목표이자 이상향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자가발전 하면서 스스로 커리어 발전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었다 커리어 추구형 능력자들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임에도. ‘ ’
불구하고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이 필수적인 노동계급인 듯이 이야기하고 있었는
데 이것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가지고 있는 커리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를 통제제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강남 유한부인의 삶 이라. , “ ”, “ ”․
는 중산층의 열망의 기표를 전유함으로써 자신의 커리어 목표를 향한 여정을 정당
화하는 것은 이들이 소비여가가족생활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고도화 할 것을,․ ․
유도하는 신자유주의 주체화 담론들의 합리성을 자신을 절제하기 위한 윤리적 기
획에 동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의 계. , ‘ ’
급담론에 의존한 정체성 전략은 신자유주의 주체화 담론들의 작동원리를 패러디“ ”
한 자기의 테크놀로지 이자 신자유주의 통치 권력의 작동을 교란시키는 일종의“ ” ,
신성 모독 행위로 볼 수 있었다 장“ ” (Agamben, 2010[2006], 5 ].
하지만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성찰을 통해, ‘ ’

서만 커리어 발전을 추동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이들은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의 영.
향 하에서 커리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 또한, . ,
커리어 발전이라는 목표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 이를 무조건적으로 쫓는 과정에서,
목적과 관계없이 시간을 압착해서 사용하고 바쁨과 시간압박감을 일상화하는 것,
자체를 숭앙하게 되는 일종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
이러한 양상은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이 이른바 성과주체 한병철 가 되‘ ’ , “ ”( , 2012)
어 스스로를 착취하며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주체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 했다 요컨대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은 신자유주의 시. , ‘ ’
간장치에 대한 주체화 결과 형성되기도 했으며 자신의 커리어목표에 대한 성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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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에 대한 윤리적 관계를 토대로 한 자기의 테크놀로지 를 통해 형성되기도 하“ ”
는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이 가진 두 가지 측면은 모두 이들이 개인을 삶의 중심

에 두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이 가족생활의 시간체계보다는 커리어 발.
전의 시간체계나 경쟁사회의 시간체계를 따르는 것은 가족이 아닌 개인을 삶의,
프로젝트의 중심에 놓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사. ,
회적 승인과 인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직을 목표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
해서 이루었던 역사적 시간과 개인의 생애시간의 동시화의 경험 역시 이들이 개인
의 성취를 중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 , ‘ ’
이 가족이 아닌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꾸려가고 있는 것은 어떠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가?
우선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학업적 성취와 커리어 성‘ ’

공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지를 해준 가족환경에서 성장했다는 공통점을 가지․
고 있었다 그림 참조 다음 인용문은 이들이 딸이 아닌 한 독립된 개인으(< 12> ).
로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기대가 개인으로서의 독립적
주체로서 개인의식에 대한 감각을 형성해 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인생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거나 그런 사건이나 계기 같은 거는 뭐 있어 뭐 그[ , ?]
런 계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거 같애 그런데 나의 여러 가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많이 끼쳤다거나 아님 지금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래도 한국에서 여자로서 딸로서 자라는 데 있어서 아버지 영향이 되게, ,
큰 거 같애 그런데 그게 나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같이 봐두 일을 한다거. , ,
나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여성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아버지한테 되게 인정받고 기, ,
대를 받았던 그런 경험 그러니까 딸과 아들이 같이 컸을 때 모 퍼포먼스 학업? , , [
성취도 와 상관없이 이제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어] …
렸을 때부터 나한테도 줬을 때 받는 영향이 되게 컸던 거 같애 그러니까 한국 사. ,
회에서는 우리 세대만 해도 아들 딸 차별하는 집도 많은데 기대치가 똑같은 거[ , ], ,
남자한테서 바라는 걸 똑같이 받았던 게 나한텐 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거 같구 나를 생각하는 게 그냥 사랑하는 딸을 넘어서 어떤 그런 거 개인으로. , […
서의 성취 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게 되게 큰 강조 힘 강조 인 거 같애 남편이] ( ) ( ) . [
주재원으로 나가게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때부터 아빠는 아 가] , “ ,
서 네가 이러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 거기 가서 도서관에 가서 뭐 이런 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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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구 성 원 개 인 의

성 취 를 중 시 하 는

가 족 문 화

학력자본을 가진

전업주부 어머니

학력자본을 가진

전문직관리직․
아버지

독립된 주체의식의

아비투스

노동유연화*

자기계발 중요성 증가*

역사적 시간과 생애시간의 동시화

모성과

직업정체성의

통합

커리어 발전경쟁사회의 시간체계들 중심의․
일상적 시간경험

커리어 성공에 대한

압박감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개인화 논리와

아비투스의 친화성

직업 정체성

강화

경쟁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주체성

커 리 어 발 전 의 시 간 체 계 의 고 도 화*

경 쟁 사 회 의 시 간 체 계 에 대 한 의 식 과 시 간 압 박 감*

가 족 생 활 의 시 간 체 계 여 가 소 비 의 시 간 체 계 의 축 소 지 연* , ․ ․

기업가 정신

그림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의 다차원적 시간경험 형성과정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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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고 얼마나 좋냐 불어를 빨리 배워라 너 그러면 날개를 다는 거다 뭐 그런, . , ”
얘기를 들으면 아빠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 . …
런게 꼭 딸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독립된 주체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너무너, [ ] ,
무 강조 황당한 가능성이지만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 , ,
되게 부담도 되고 어떤 때는 거기에 못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겠, …
지만 한 대학교 되고 그러고 나서는 그거 부담감 보다는 고마운 게 더 컸던, , [ ]…
거 같애 이런 건 되게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같애 계약직 대학. (…
교수 이, ).○○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은 사회인으로서 독립적 주체로서 지속적인 자기발전‘ ’ ,
을 꾀하는 것을 격려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젠더화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이들은 중산층 가정에서 전문직관리직 아버지와 학력자본. ․
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직업적 성공에 대한 강한 기대를 받았다 이지영( ,

이들은 개인의 성취와 자아실현에 대한 부모의 기대 속에서 근대적 개별2002).
자로서 독립된 주체의식을 키울 수 있었고 이는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전망을 가지,
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사회적 선택의 근거 로서 작용했다“ " (Bourdieu,
1984). 기존 질서 안주자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하는 것 을 당연 한 것으로‘ ’ ” [ ] “
여기면서 일종의 표준적 일대기에 대한 사고에 매여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성‘ ’ , ․
찰과 전략을 꾀하지 못했다 이와 달리 커리어추구형 능력자들은 년대 후반. , ‘ ’ 90
불안한 노동시장에 곧장 뛰어드는 대신 직업인으로서 미래를 성찰할 수 있는 시,
간적 여유를 확보하거나 변리사 정 유학을 계획함으로써 커리어 도약을 위( , ),○○
한 준비기간으로 삼는 유연성을 발휘했다 계약직 대학교수 이 이러한 훈련( , ).○○
과 준비의 과정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 및 물질적심리적 지지가 있었던 것은 물론․
이었다 여성의 삶의 결정을 젠더화된 틀 속에 가두지 않고 독립된 주체로서 커. ,
리어를 개척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격려지원하는 가족 환경 속에서 이들은 자신,․ ․
이 원하는 커리어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정진함으로써 일하는 주체로서의 불확
실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역사적 시간과 개인의 생애시간‘ ’
을 동시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생애시간 경험은 이들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은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커리어발전의. ,
시간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가족생활여가소비의 시간체계는 이들의 일상, ․ ․
생활에서 최소화되거나 미래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따르겠지만 현재는 시간, “ ” ,
이 없어서 실천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경쟁사회의. ,
시간체계의 영향 하에서 실적과 커리어 능력 계발과 관련된 시간 압박감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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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있었다 이들은 타율적인 시간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커리어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었는데 이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기도 했지만 생산 효율성 자체에 대한 압박감이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
불안감과 초조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일상생활의 시시각각을 경쟁사회의.
대오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시간사용의 효율성 업무 생산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
모니터링 하면서 스스로의 행위를 자기 감시규율하는 것은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
들이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영향 하에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었다 자기계발의.
의지를 스스로 자가발전하고 일상적 시간사용을 스스로 규율함으로써 생산효율성,
을 높이는 것을 이상적 노동자의 윤리로 규정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커리어추‘
구형 능력자들의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에 대한 의식과 그로 인해 생성되는 시간압’
박감은 신자유주의 시간장치가 개인의 시간사용 행위에 대한 통치를 통해서 작동
하는 것이었다.

3. ‘ ’:

이번 절에서는 역사적 시간에 생애시간을 동시화 했던 이들 중 팔방미인형 능‘
력자들의 다차원적 시간경험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팔방미인형 능력자들’ . ‘ ’
은 갑작스럽고 급격한 변화를 특징으로 하던 역사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큰 부침
없이 고용시장으로 진입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역사적 시간에 자신의 생,
애시간을 동시화했다. 이들은 실용학문 전공자로서 고용시장이 실용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크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러한 소위 성공 의 경험은 이들이 자신의 미래와 일상생활 면면을 개인의 자율“ ”
적 의지대로 통제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개인.
의 자율적인 능력과 통제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생애시간 경험은 이들이 가족생
활 여가 소비 등 일상생활의 제 영역을 의지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개인의, ,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 주었다 이들은. 생애시간 경험에서 얻은 개인의 능
력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가족생활 소비여가생활 등 일상생활의 제 영역에서 질, ․
높은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시간사용 행위를 고도로 관리규율하고 있었다 서(․ ○
대기업 과장 박 박사 후 연구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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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위세를 가진

전문직고위․
관리직 아버지

문화자본

전승욕망이 강한

전업 어머니
개인의 성취성공에 대한․

열망

가족여가소비생활의 고도화상품화* ․ ․ ․
자기계발의 중요성 증대*

기업가 정신의 확산*

관리노동 중심의 어머니

역할의 아비투스

엄 격 한

절 제 주 의 의 지 주 의․
어 머 니 의 관 리 노 동

중 심 의 가 족 문 화

물질소비문화소비와․
관련된 아비투스

역사적 시간과 생애시간의 자동적 동시화

고도화된 여러 시간체계들로 구성된 다중적 시간경험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개인화상품화 논리와․
아비투스의 친화성

기업가 정신의 강화

유 급 노 동 의 시 간 체 계 와 커 리 어 발 전 의 시 간 체 계 의 고 도 화*

경 쟁 사 회 의 시 간 체 계 에 대 한 의 식 과 시 간 압 박 감*

가 족 생 활 의 시 간 체 계 여 가 소 비 의 시 간 체 계 의 고 도 화* , ․

젠더화된 중산층

정체성 강화

열망

경쟁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주체성 강화

직업 정체성

강화

ICT

그림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의 다차원적 시간경험 형성과정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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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신자유주의 사회의 역사적 시간과 자신,
의 생애시간을 동시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림 은 팔방미? < 13> ‘
인형 능력자들의 다차원적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양상을 도식화 한 것이다 이들은’ .
직업위세가 있는 전문직고위 관리직 아버지와 가족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
지고 자녀들의 학업과 생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개인,
의 성공과 성취에 대한 감각을 체득하고 있었고 이는 이후 신자유주의 경쟁사회,
에서 생애시간을 동시화해 나가는 데 자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음 인용문은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 성장과정에서 상층 중간계급 가족을‘ ’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젠더화된 역할의 아비투스 학업직업의 성취를 중시하는 아비, ․
투스를 모두 전수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엄마가 나한테 기대가 되게 많았고 동생들도 그랬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 .
리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는 꾸미는 거 이런 거도 못하게 했어 지금 생각하면[ ] , .
그게 불만인 게 대학 들어가서 하면 된다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렇게 누, “ . ” [
누이 말씀하셨고 꼭 그런 애들을 약간 좀 비행청소년처럼 우리 엄마가 취급을 했]
어 웃음 그런 거 하면 좀 이상한 애다 말할 정도로 우린 엄마가 되게 보수적( ). [ ]…
인 스타일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셨어요 어렸을 때 네 불만이. ( ?) ? ( )
아니라 난 그게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 ]
살았던 거 같애 그리고 옛날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우리 반에서 진짜 이렇게 다. ,
공부에만 충실해야 된다는 똑같은 생각을 했고 뭐 한두 명 정도만 뭐 남자친구[ ] ,
있고 어디 놀러가고 그랬던 거 같고 고등학교 때도 우리 반 애들은 다 동일한 생, .
활을 했던 거 같애 밤 시까지 다 똑같이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로도 생활이 비. 10 .…
슷해요 나는 배낭여행을 못 해봤어요 내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다 강. . , (
조 해봤는데 일단은 우리 엄마가 나 혼자서는 절대로 강조 안 보낸다고 절대로) , ( ) .
강조 그건 용납을 안 해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난 그렇게 자( ) . .…
유롭게 살지를 못했던 거야 내가 그런 억압감을 느꼈는데도 내가 지금 딸. [ ] ( )○○
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 웃음 그런데 내가 그런 다른 것들을 억누르고 학업( ) [
에만 열중하던 전투력 강조 이 떨어진 거는 애기 둘째 아이 태어나고 나서 우리] ( ) , [ ] .

아빠는 또 집에서 전혀 강조 가사도움은 안줘요 그런데 우리엄마는 또 집( ) .○○ …
에서 막 가사 그런 거 때문에 남편한테 스트레스 주고 이런 거는 좀 어리석은 짓,
이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아줌마 쓰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싸우냐 남편 편하[ ]. , ,
게 해주고 그냥 아줌마 쓰라고 그런 조언을 엄마가 자주 해줘요 자주 해주니까[ ] . . ,
나는 오히려 조언을 받으면서 마음이 훨씬 더 편한 거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 [ ] .
신랑한테 잘해주라고 자꾸 말해요 남자들 다 그렇고 더한 사람도 많으니까 신, [ ]. , [
랑한테 가사문제로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박사 후 연구원 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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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은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 학업적 성취를 중시하는 가정 분위기‘ ’
속에서 스스로를 규율하고 의지적으로 성공을 추구해 나가는 감각을 키웠다는 것
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동시에 이들은 어머니로부터 젠더화된 역할을 자신의 몫.
으로 비판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고 자녀를 공부 잘 하는 학, “
생 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의 생활을 관리하고 자녀의 학업성취를 물심양면으로” ,
지원하는 것이 어머니가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체득했다 또한 이들은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문화적 자본을 가진. , ․
상층 중간계급 가족으로서 활발한 물질소비 및 문화소비에 익숙한 이들이었다 남(
은영 이러한 아비투스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논리들과 친화성을 띠고 있, 2010).
었고 그 결과 이들의 생애시간 경험과 일상적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첫째 이들은 직업적 성취와 성공을 통해 전력투구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라면서 개인의 성취와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 ,
성취에 대한 열망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한 자율적 성찰을 통해 형성된 것이기
보다는 중간계급으로서의 문화자본을 전수해주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어머,
니를 통해서 체득된 것이었다.125) 이들에게 성취와 성공은 존재양식 자체였으며,
이들의 생애과정에서의 모든 선택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학.
창시절부터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발전에 힘쓰는 것에 익숙했던 팔‘
방미인형 능력자들은 년대 후반 노동시장의 격동기 속에서도 역사적사회적 시’ 90 ․
간과 자신의 생애시간을 동시화 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이들의 생애경험은 자신의 의지와 자기규율을 통해 삶의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것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행위를 제어하는 자기,
에 대한 실천들을 이미 생활화하고 있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들에게 신.
자유주의 사회로의 진입은 갑작스러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역사적 시간과 생,
애시간을 자동적으로 동시화 했던 경험은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이들이 지닌 아비
투스가 지닌 친화성 혹은 유사성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었다 팔방미인형 능력자. ‘ ’
들이 성장과정에서 체득한 엄격한 의지주의는 이들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스,
스로를 규율해 가면서 자기의 테크놀로지 를 행하고 윤리적 존재양식을 구축해“ ”

125) 조한혜정 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대중화되기 이전 한국사회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1998) ,

트 여성들이 전업주부로 머무르면서 이른바 가족의 출세 지향적 드라마 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

수행했음을 지적했다 신분상승의 욕구로 점철된 드라마 남의 기죽이는 재미를 안겨주는 이. “ ,

게임의 주인공들은 자식을 도구화하는 데 앞장 선 어머니 들이었으며 이들이 가족의 실질적인” , “

가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조한혜정 쪽” ( , 1998,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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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자기관리 자기경영을 통. , ,
해서 자신의 삶의 질과 존재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신자유주의 통치권력
을 구현하는 통치성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조건이 되기도,
했다.
둘째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 지닌 물질소비문화소비 및 관리노동 중심의 어, ‘ ’ ․

머니 역할의 아비투스는 신자유주의 통치담론들이 구성하는 관리자 어머니상 외,
모관리에 힘쓰고 활발한 여가소비생활을 향유하는 중산층 여성상과 친화성을 보․
이면서 이들이 통치담론에 보다 손쉽게 주체화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있었,
다 중간계급의 가족생활과 여가소비생활의 아비투스를 지닌 팔방미인형 능력자. ‘ ’․
들은 소수 부유층 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열망을 자극하고 보다 더 높은 삶의“ ” ,
질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신자유주의 통치담론의 주체화 권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 결과 이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은 더 높은 삶의 질에 대. ,
한 기대에 초점이 맞춰진 정교화고도화된 소비여가가족생활의 시간체계들의 영향․ ․ ․
을 받아 다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팔방미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열심히 일해서 직업적 성공을, ‘ ’

성취하고 가족생활을 고도로 관리하고 중산층으로서의 라이프스타일 구현하기 위,
해 적극적인 여가소비활동을 즐기는 것을 주요 구성요소로 형성된 것이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주체화 담론들이 제시하는 커리어 여가 소비 가족생활 외모 가꾸기, , , ,
에 힘쓰는 이상적 여성상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주체화 담론들은 중산층을 하나. ‘ ’
의 이상향으로 내세우며 현재보다 더 나은 삶 보다 양질의 삶을 위해 일상생활, ,
면면을 관리하고 가꾸면서 기업가적 자아 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을“ ”
자극하고 있었고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 다양한 삶의 영역들을 고도화하고자 하, ‘ ’
는 것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통치권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결.
국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이 겪는 다중적 시간경험 바쁜 꿀벌 의 시간사용방식, ‘ ’ , “ ” ,
고도의 바쁨은 이들이 지닌 중간계급 여성으로서의 아비투스 성공성취를 최우선, ․
시하는 가족문화 속에서 체득한 경쟁사회라는 게임의 장에서의 감각 이를 토대로,
형성된 생애시간의 경험 그 과정에서 강화된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기업가,
정신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결합되어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한편 시간조율 면에서 유연성을 가지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서로 다른 시간,

체계들을 오가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빈틈없이 촘촘히 채워 넣는 바쁜 꿀벌 스“ ”
타일과 친화성을 보이고 있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기기가 있고 접속이 가능. ,
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장소가 규정하는 사, . ,



- 295 -

회적 상황과 상이한 성격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으로 인해 일터에서,
가족생활의 시간체계를 따르거나 유급노동과 소비 여가 자기계발 등 서로 다른, , ,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는 활동들을 사이사이 배치하는 시간사용 방식을 심화시킬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이 바쁜 꿀벌 의 시간사용 스타일. “ ”
과 친화성을 가진다는 사실은 이러한 시간사용 스타일을 보인 팔방미인형 능력“
자 와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가 모두 인터넷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과 이들의 컴” ‘ ’ ,
퓨터 사용 내역이 유급노동과 소비 유급노동과 가족 등 서로 다른 시간체계를 오,
가면서 생성되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다양한 시간체계들이 중첩되는 다중적 시간경험 바쁜 꿀벌 의 시간, , “ ”

사용 스타일 고도의 바쁨이 집약되어 있는 팔방미인형 능력자와 재미추구형 변, ‘ ’ '
화적응자가 다른 유형들에 비해 높은 인터넷 의존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며‘ ,
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앞서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팔방미인형 능력자들? 6 , ‘ ’
은 유급노동 외의 목적으로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시간이 긴 이들이었다 이.
들은 가족관리노동에 필요한 정보수집 인터넷 쇼핑 소비여가정보 수집 등 업무, , ․
외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고도의 바쁨을 느끼지 않는 여타. ,
유형의 참여자들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경우라도 인터넷을 통해 해결방법
을 구하기보다는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 정보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
요컨대 고도의 바쁨을 토로하던 이들이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그, ,
렇지 않은 이들은 인터넷과 인터넷과 휴대폰 등 양자적 미디어 매트릭스를TV,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인터넷이 가족생활 소. , ,

비 여가 외모 관리 등 이른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외의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 ,
데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활동열망이 높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 이들을 중심
으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요컨대 일상적으로 시간부족감을 느끼고. , ,
바쁨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인터넷이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외의 생활양식을 만들어
가고 향유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 .
둘째 인터넷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매, ,

체라는 점에서 시간사용에 대한 자아의 통제감을 행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준,
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짬 시간의 여유를 앗아가고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일상. , ,
적 시간경험의 밀도를 더 높이고 있었다 예컨대 팔방미인형 능력자와 재미추구. , ‘ ’ ‘
형 변화적응자들은 일터에서 짬 시간을 내서 인터넷 소비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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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생산 효율성과 성과를 위해 정진해야 할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불안감과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압착되어 수,
행되고 있었다 다양한 영역에 대한 활동 열망을 실현하고 생활양식을 향유하기. ,
위해 짬시간에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시간체계들이 중첩되는
경험을 형성하면서 바쁨의 감정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
요약하자면 정보테크놀로지는 첫째 가족 여가 소비 외모 유지 등의 다중적, , , , ,

영역에서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에게 제한된 시간‘ ’
안에 보다 다양한 영역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라이프스타일을 심
화시키기 위한 도구였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활동을 사이사이 배,
치할 수 있게 해주면서 시간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실현해주
는 도구였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보다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자 하는 열망. ,
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간전략이 도리어 시간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떨어뜨리는
역설적인 상황을 낳고 있었다 바쁜 꿀벌의 시간사용 스타일을 통해 다양한 삶의.
영역과 관련된 시간사용의 통제력을 높이고자 하는 실천들은 다양한 시간체계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었고 그 결과 시간사용에 대한 통제의 의지를 보다 강화
시키고 있었다.

4. ‘ ’: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은 한국경제가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제적‘ ’ IT ․
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따라 커리어를 설계해나간 이들이다 이.
들은 새로운 분야의 고용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시간의 방향을 유
연하게 전환했다 이들은 자신의 역사적 시간과 생애시간을 동시화 시키기 위해서.
변화를 모색하고 새롭게 커리어를 개척해나갔다는 점에서 두 차원의 시간을 의지‘
적으로 동시화 했다고 볼 수 있다’ (심 인터넷 관련기업 차장 김 인터넷, ; ,○○ ○○
쇼핑기업 차장).
이러한 생애시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들은 인터넷 일 즉 창의노동을 하는 사“ ”,

람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이들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서 우러나.
와 현재의 업계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산업의 일꾼으로서 업무에 대한 열정IT , IT
을 가지고 있다는 점 자신이 빠른 속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인터넷 일 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들“ ” .



- 297 -

이 구성하고 있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정체성은 일에 대한 열정과 인터넷‘ ’ “
일 이 상징하는 젊음 창의성 끼 자유로움 등 긍정적인 함축 의미를 강조하는 각” , , ,
종 창의 노동 담론들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우석훈 이러한 담론들은 노동( , 2011).
자 개인이 관심과 열정에서 우러나와 예술가 정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인1
기업이 될 것 보수가 작아도 이를 일에 대한 열정으로 극복할 것을 강조하면서, ,
일을 유급노동이 아닌 심미적인 자기실현으로 보도록 정의했다 서동진, ( , 2012;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이 다른 유형의 참여Gregg, 2008; McRobbie, 2002a). ‘ ’
자들과 달리 자신이 하는 업무의 특징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구성했던 것은 이들이
수행하는 창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담론들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흥미에서 우러나와 능동적으로 인터넷 일 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하“ ”

루 시간 이상을 일터에서 머물면서 쉴 새 없이 밀려들어 오는 이메일에 밀려10 ,
빠른 속도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에 순응하도록 해주고 있었다 재미추구형. ‘
변화적응자들은 업무의 속도를 통해서 노동이 착취되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을 하기 보다는 빠름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로 여기면서 적, ‘ ’
극적으로 속도를 이행하고 있었다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재미추구형 변화적응. 6 , ‘
자들의 유급노동의 시간체계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취향과 행’
동 변화를 포착해서 이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재미추구형 변화. ‘
적응자들은 이메일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업무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일터에서의 시간사용 행위와 자신의 신체를 고도로 규율하고 있었다 업무 외의.
다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업무가 진행되는 업무환경에서 이메일
을 비롯한 인터넷은 이들에게 속도를 통한 시간규율의 장치가 되고 있었다 유급.
노동의 시간체계와 정보테크놀로지가 결합되면서 이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은
속도의 경제를 구현하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일상적 시간경험을 가속화하는 속도,
의 증폭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은 속도 즉 생산효율성 자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 ,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시간 장치에 의해 주체화되고 있었다 업, .
무의 속도 자체가 이상적인 노동규범이 되는 노동환경에서 이들의 변화적응자로‘ ’
서의 정체성은 노동규범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가 정신 을 가진 노동자이자“ ” ,
자신의 흥미를 추구하는 열정을 가진 적극적인 창조노동자로서 주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속도를 통한 생산효율성의 극대화의 효과를 유도하는 신자.
유주의 시간장치에 주체화되는 것은 업무 가속화를 하지 않으면 생산성이 낮은 노
동자로 전락할 것 같은 패배감 사회변화의 속도에 발맞춰가지 않으면 퇴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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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되는 불안감 업계에 진입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애시간경험을 만, IT
들어갔던 일종의 도전자로서의 자존감 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들의 속도의 경
험은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장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새. ,
로운 변화의 최첨단에 서 있는 인재라는 자부심 경쟁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의식, ,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경영해 나가는 기업가 정신은 시장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
속도 구현 행위들을 자기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간주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속도의 경험은 개인의. ‘ ’
자율적인 자기 실천을 통해 작동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영향 하에 생성된 시
간 경험이었으며 이메일 등 속도의 장치는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았을 때 이들, ‘ ’ ,

이 노동자로서 새로운 커리어를 개척해 나갈 수 있었던 유연성과 자신의 삶에IT
대한 기업가 정신 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 다른 유형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 ?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하거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분야였던 업, ‘ ’ IT
계에 발을 들여놓았고 새로운 고용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 이들이 개.
인의 삶에 대한 의지와 유연성을 발휘했던 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걸까?
이들은 딸들이 관습적인 젠더질서에 순응적인 여성이 아닌 독립된 주체로서,

자의식을 가진 한 개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독립적,
개인의 인생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었다 그림 참, (< 13>
조 또한 이러한 감각은 자녀들이 전통적 제도에 메이지 않기를 바랐지만 정작). , ,
부모세대들은 참여자들의 개인성 프로젝트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이를 위해 각종,
재생산 역할들을 도맡아 해주면서 더더욱 강화되었다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뿐 아.
니라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꾸린 이후에도 부모의 노동력과 경제력에 의존하여,
육아와 가계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 전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이 원 하. ,
는 것을 이루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던 성장기의 경험은 이들이 훗날 경제위기의
시기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게임의 감각이 되었다.
다음 인용문은 젊은 시절의 경험을 통해 근대적인 개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졌던 어
머니가 자신 세대는 여전히 가족 공동체 중심주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성의
젠더화된 역할에 메어 있지만 자녀들은 독립된 개체로서 사회적인 제도와 구습으,
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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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생 활 의 시 간 체 계 축 소 혹 은 지 연*

여 가 소 비 의 시 간 체 계 의 압 착* ․

기업가 정신 의 강화( )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중심의 일상적

시간경험

경쟁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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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노동자로서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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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서의

주체성

압착된 여가소비의․
시간체계에 대한 경험

ICT

그림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의 다차원적 시간경험 형성과정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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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 엄마도 제가 계속 회사를 다니기를 원해요 계속 다녀라 나중에 후회. “ ,
한다 그 말씀을 하셔서 나이 좀 들고 보니까 어른들 하는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 ,
강조 없잖아요 그래 뭔가 있으니까 다니라고 하시겠지 그래요 어머니도 일하( ) . . . . (
면서 참여자를 키우셨어요 아님 전업주부셨어요 제가 기억은 안나요 그런데[ ] , ?) .
아무튼 그래도 계속 회사 다니시고 아 저희 엄마는 처녀시절에 일본에서 회사, , , [ ]
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에 비해선 좀 더 깨어 있는 편 이세요 여자가. [ ].
일을 해야 된다 그건 좀 강하게 있으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원래 제가 결혼하면. . ,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약간 좀 지역명 분이신데 좀 보수적. [ ] ,○○
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 ,
는데 그런데 저희 남편이 무슨 말이냐 얘가 회사 그만두면 안 된다 웃음 그래서, ' ' ( ).
다녔어요 젊은 시절에 그 당시에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기가 흔치 않았을 텐. ( ,…
데 아 저희 외가가 아니 저는 그냥 자주는 못가구요 외가가 일본에서 공장 뭐) , , , .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엄마도 자연스럽게 그런 쪽 그런 거 하고 저희 아빠도, , .
일본에 그런 거 관련된 좀 무역 이런 거 하시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콘텐츠 제작, (
자 심, ).○○

부모세대의 탈전통화된 의식은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이 가족공동체를 중‘ ’
심으로 한 전통적 제도 및 젠더화된 역할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욕구와 의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임의 감각 즉 아비투스로 체화되었다 이들은 결, .
혼을 통해 가족을 꾸리는 것을 가족공동체를 위한 희생 및 젠더화된 역할의식과
연관지어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고 이들의 일상생활 역시 이러한 의식을 토대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개인을 위한 여가소비의 시간체계를 중심으로 꾸려지고 있, ․
었다 이러한 탈전통적 주체로서의 개인의식은 개인의 삶은 전적으로 개인의 것이.
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이를 경영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기업, “
가 정신 과 친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이 역사적 시” . ‘ ’
간과 자신의 생애시간을 의지적으로 동시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지닌 개인의
식의 아비투스와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친화적인 관계에 힘입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성탈전통성의 아비투스는 역시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기“․
업가 정신 과 쉽게 결합될 수 있었고 이는 자신의 삶과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맥” , ․
락에 대한 적극적 성찰을 토대로 생존의 길을 찾아 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이 창의노동 담론을 비롯한 개인의, ‘ ’ IT ,　

능력과 계발 개인의 흥미와 취향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여가, ․
소비 담론들에 쉽게 주체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들은 속도를.
통한 노동규율을 일에 대한 열정과 경쟁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의식의 형태로 내면
화하고 있었고 이는 일상생활이 보다 많은 활동들로 밀도 있게 채워지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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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은 노동자로서 안정된. , ‘ ’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었다 업계는 신, . IT
속함과 속도를 구현하고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을 견디어 낼 수 있는 젊은 세대,
를 새로운 노동력으로 빠른 속도로 인력을 회전시키고 있었고 중장년층은 업계에,
서 퇴출되거나 여성들의 경우 이러한 짧은 직업전망 대비 가정에 충실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가정으로 회귀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은. , ‘ ’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니까 라는 이유로 노동“IT ”
의 불안정성에 대해 비판없이 수용하고 있었다 이들이 대에 접어들면서 노동시. 40
장에서 후퇴하거나 업계를 떠나야 하는 것은 값싼 젊은 노동력을 통해 생산성IT
과 이윤을 높이기 위한 시장의 선택이었지만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은 이를, ‘ ’
자신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선택으로 의미화하고 있었다 이는 시장과 사회에서.
개인에게 위험과 책임이 전가되는 전형적인 양상이었으며 참여자들은 이를 여성,
의 생애주기에 따른 본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노동자로서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개인적인 생애주기의 문제로 개인화하고 있었다.

2 .

이번 장에서는 대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고용시장에 진입하면서 한국30 ․
사회의 역사적 시간과 생애시간을 동시화 해나간 양상에 따라 상이한 정체성이 구
성되며 그 결과 일상적인 시간경험이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유형별로 보여주었,
다 나아가 경제위기 전후에 확산되었던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논리들이 가족. , IMF
공동체와 젠더화된 역할 중심의 가족주의를 중시하는 가족에서 성장한 경우보다
는 독립된 주체의식과 개인의 성취성공을 독려지지하는 탈전통화개인화된 역할, ․ ․ ․
의식을 중시했던 가족에서 성장한 이들을 중심으로 보다 용이하게 수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독립된 주체의식 및 개인.
의식의 아비투스를 가진 참여자들이 경제위기 전후의 역사적사회적 변화에IMF ․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했으며 이러한 생애시간의 경험이 현재의 일상적인 시간사,
용 방식 바쁨의 감정 일상적 시간경험의 밀도를 다르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 .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다차원적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양상은 그림<․
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참여자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을 양분화하는 가장14> .

결정적인 계기는 전후의 생애시간 경험이었다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IM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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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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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투스

느슨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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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지향형

아비투스

학력기반․
계급상승 추구형

아비투스

팔방미인형

시간관리형

커리어 중심의

시간관리형

높은 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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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활용

낮은 의존도,

필요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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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유연․
성의 아비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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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추종형

높은 의존도

유급노동 목적의

높은 활용도

사용ICT일상적 시간경험

그림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다차원적 시간경험 형성과정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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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시간경험은 해당 시기에 고용시장에 진입하면서 역사적시간과 생애시간을
동시화했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다차원적 시간경.
험이 형성되는 양상을 유형별로 살펴 본 결과 동시화의 경험은 이들이 신자유주,
의 통치성의 논리에 친화적인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있
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중간계급의 가정에서 성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
동시화를 이룬 이들은 가족구성원의 개인성을 공동체적 가족주의보다 중시하는 부
모님 밑에서 성장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성찰성론자들은 개인의 일대기가 전통적 계율과 외부적 통제에서 벗어나 개인

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꾸려가야 할 문제가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인, “
화 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individualization) (Beck, 1992).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성장과정에서 개인의식에 대한 감각을 얼마나 체득했는지에․
따라 전후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논리가 확산되어 가는 사회 변화에 대한 적IMF
응능력이 달랐고 생애시간과 역사적 시간을 동시화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전통과 가족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 ,
고 책임지고자 하는 개인의식의 아비투스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것
을 중시하는 기업가 정신과 친화성을 띠고 있었고 이들이 기업가 정신을 내면화,
하고 발휘하는 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 주고 있었다.
첫째 전후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사회로 진입하던 시기에, IMF

두 차원의 시간을 동시화하지 못한 참여자들은 직업정체성을 최소화하고 전통적,
모성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재조정했다 이들은 업무강도가 높지 않은 직장과 가정.
을 오가며 자신의 현실에 주어진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역할과 전통적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극히 현실 안주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또한 경쟁사회의, . ,
시간체계로부터 거리를 둔 채 지극히 현재중심적으로 짧은 시간전망을 가지고 살,
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비동시화의 생애경험을 했던 이들은. ,
유급노동 가족생활 소비여가의 시간체계들도 단출하고 단순해지는 모습을 보이, , ․
고 있었다 기존 질서 안주자(‘ ’).
둘째 성장과정에서 개인의식에 대한 감각을 체득한 이들은 전후 한국 사, IMF

회가 신자유주의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개인의 자기에 대한 관계가 중요,
해지는 변화에 상대적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사회로 이.
행하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시간과 자신의 생애시간을 동시화 한 이들이었고 이,
후 이들은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내면화구현하고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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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 동시화의 생애시간 경험을 가진 이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들 간의 차이는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에 주체화되는 정도와 양상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성공의 아비투스를 지닌 이들은,
개인의 성공과 성취에 대한 강한 열망을 토대로 생애시간을 역사적 시간에 동시화
시켰다 이러한 경험은 이들의 커리어 중심적 정체성을 보다 더 강화시켰고 일상. ,
적 시간경험 역시 커리어 발전과 경쟁사회의 시간체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
다 이들의 커리어 중심적 정체성은 그 외 여타 시간체계들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
로 이어졌고 그 결과 이들은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음에도 불, ,
구하고 여러 시간체계들이 중첩되면서 생기는 시간갈등과 서로 다른 성격의 활동
들을 오가는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들은 노동자로서의 보다 발전된 미래.
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며 시간사용을 관리해가고 있었으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
는 시간체계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사용을 미세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었
고 시간체계들의 중첩과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생성되,
는 바쁨의 감정을 덜 겪을 수 있었다 커리어 추구형 능력자(‘ ’).
둘째 자유주의적 사고방식과 독립된 주체의식의 아비투스를 지녔던 재미추구, ‘

형 변화적응자들은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망이 아닌 기업가 정신만을’ ,
가지고 생애시간을 역사적 시간에 동시화했다 경제위기 전후 이들은 자신이. IMF ,
삶의 경영자이자 개척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당시로서는 새로운 분야였던 업계IT
에 뛰어들었고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커리어 경로를 개척해,
나갔다 이러한 의지적 동시화의 경험은 이후 자기계발에 대한 의지 자발적 욕망. ,
에 따라 일상적 시간사용을 기업화하는 것을 보다 강화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효.
율적생산적인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은 정보테크‘ ’․
놀로지와 고도화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가 접합되면서 생성되는 빠른 업무속도를
쫓아 자율적으로 업무강도를 높이면서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주체가 되고 있었,
다. 하지만 강도 높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시하는 업계에서 유급노동의 시간체, IT
계가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이들은 중산층 가족생활 여가 소비 외모관리 등 여, , , ,
타 시간체계에 대한 고도화된 욕망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
었다 그 결과 이들은 높은 업무강도에 밀려 억압된 여타 활동에 대한 욕구들을. ,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보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짬시간을 만들고자 했고 이러한,
시간사용에 대한 관리적 태도는 이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을 고밀도로 만들고 있었
다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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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주체의식 사회적 지위와 성공의 아비투스 중산층, , ,
가족문화에 대한 젠더화된 아비투스를 모두 체득했던 이들은 개인의 성취에 대한
열망과 중산층 여성으로서의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하고자 하는 열망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지닌 개인의 성취 및 성공추구적 태도는 신자유주의 경쟁사회에서.
생존하는 데 유리한 자본으로서 작동했다 이들의 동시화의 경험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을 강화시켰고 그 결과,
이들은 일상생활의 면면을 경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 특히 신.
자유주의 주체화 담론들이 구성했던 라이프스타일과 멋을 즐길 줄 아는 성공한‘
커리어 여성상은 이들이 지닌 아비투스와 친화성을 보이고 있었고 이들이 더 많’ ,
은 활동들을 보다 정교하게 수행하도록 인도하는 통치담론에 보다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그 결과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은. , ‘ ’
유급노동중산층 가족생활고도화된 여가소비 등의 다양한 시간체계들의 영향을 받․ ․ ․
아 형성되고 있었다 나아가 주어진 시간에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 ,
관리 전략들은 이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을 보다 밀도 높게 만들고 있었다 팔방미(‘
인형 능력자’).
이번 장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적인 시간경험이 경제위IMF․

기 이후 역사적 시간과 개인의 생애시간을 동시화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생애시간 경험은 이들이 성장과정에서 체득한 아비투스가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얼마나 친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전후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 사회로 이행해 가면서 확산된 통치성. IMF
의 논리는 자유주의적 사고 성공 추구주의 개인의 능력을 토대로 한 계급 상승, ,
의지에 대한 감각을 취득한 이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내면화되었고 이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생애시간 경험과 일상적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양상을 다르․
게 만들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적인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양상․

을 역사적 시간생애시간의 동시화 여부와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에 주체화되는 양․
상에 따라 네 가지로 유형화 했다 신자유주의 시간장치는 자기에 대한 관계를. ①
자율적으로 형성해 가고자 하는 의지 고도화된 시간체계 단위 시간당 활, ,② ③
동들을 보다 많이 수행하고자 시간사용을 관리하는 태도 바쁜 꿀벌의 시간사용(‘ ’
방식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 를 특징으로 하며 정보테크놀로지는 시간체, ‘ ’) , ④
계들을 고도화하고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시간사용을 통제, ‘ ’ ․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서 장치의 한 요소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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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적 시간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이들의 일상적인,․
시간경험을 고속화고밀도화하는 신자유주의 시간장치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참‘ ’․
여자들을 주체화하고 있었다.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들이 정보테크놀로지와 유급노동의 시간체계가 접합되‘ ’

면서 일에 대한 열정을 지닌 생산적효율적자율적인 노동자로서 주체화되고 있었․ ․
다면 팔방미인형 능력자들은 성공한 커리어 우먼 중산층의 가족생활을 꾸려나, ‘ ’ ,
가는 관리자 어머니로서 외모관리에 부지런한 세련된 여성으로서 주체화 되면서,
보다 더 많은 활동에 대한 열망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구현코자,
하고 있었다 한편 커리어 추구형 능력자는 커리어 발전과 경쟁사회의 시간체계. , ‘ ’
에 의해 주체화되면서 지속적인 커리어 발전을 향해 정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채찍질해가고 있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시간장치는. , ‘ ’
생산적인 노동자 중산층 여성 등의 이상향의 기표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욕망과‘ ’, ’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었고 참여자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은 이 욕망의 기표와의 관,
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
위의 세 유형이 보다 더 향상된 라이프스타일과 보다 더 능력 있는 노동자가,

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을 더 많은 활동들로 채워가는 이들이었다면 기존 질서 안, ‘
주자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행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이들이었다 신’ .
자유주의 시간장치에 주체화된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기업가가 되어 자율적․
적극적으로 삶을 경영해 나가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스스로 새로워져야 한다,
고 생각하는 이들이었다 신자유주의 주체화 담론들이 자극하는 다양한 불안감과.
욕망은 기업가 정신 과 결합되면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은 주어진 시간을“ ” ․
보다 더 많은 활동들로 채우기 위해서 시간사용을 고도로 관리하고 있었고 그 결,
과 이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은 보다 고속화고밀도화 되고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다차원적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양․

상을 살펴봄으로써 유사한 학력자본을 가진 여성들이 역사적경제적 격변기에 겪, ․
은 상이한 생애시간의 경험이 이후 이들의 정체성과 시간전망 나아가 일상적 시,
간경험을 다르게 만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경제위. IMF
기 전후의 생애시간 경험은 이들이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논리를 내면화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주는 첫 단추이자 이후 이들이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
를 견지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표지자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
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상품화와 개인화 논리가 사회 전반에 급
격히 확산되는 사회적 변화가 성장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사회적 장 에서 독(ch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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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 주체의식 근대화된 개별자로서의 의식을 체득했던 이들에게 보다 쉽게 받아,
들여졌음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동시화의 생애시간의 경험은 이들의 개인의식에. ,
대한 감각과 기업가 정신을 강화했고 나아가 일상생활의 제 영역을 통제하고 관,
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그 결과는.
여러 시간체계들이 상호 중첩되면서 형성된 고밀도의 일상적 시간경험 미세화된,
시간전략 고도의 바쁨의 감정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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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결론8 .

1 .

본 논문은 사회변화 및 일상생활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화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시간경험을 역사적 시간 생애시간 일상적 시간 그리고 가속화의 주원인, , ,
으로 논의되어 온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한 시간의 차원에서 다차원적으로 고찰했
다 일상생활의 가속화가 시간부족감과 바쁨의 감정으로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들.
의 가정을 취하여 본 연구는 시간부족감과 바쁨의 감정을 극도로 경험하는 집단,
으로 밝혀진 고학력 전문사무직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시간경험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가속화 사회의 전형적인 시간경험을 겪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
봄으로써 가속화 사회의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원리와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탐구, ․
해보고자 했다 실상 가속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산업자본주의가 자리 잡고. ‘ ’ ,
시간이 화폐화 되면서 지속되어온 역사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최근 여년 사이에 속도 가속화 바쁨 시간부족감에 대한 담론이 증가된 이10 , , ,
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년대 한국 사회에서 속도와 바쁨에 대한 체감온도? 2000
가 높아지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시간경험에 대한 심․
층적 탐구를 통해서 제시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시간경험이 단순히 시간자원의 배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상,

생활을 가로질러 교차하는 다양한 차원의 시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합
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가속화 현상의 역사적사회적 차원과, ․
일상생활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시, .
간경험이 역사적 시간 생애시간 일상적 시간 차원에서 형성된다는 입장, , (Felski,

을 취했고 가속화의 주원인으로 논의되어 온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하는2000) ,
시간을 고려하여 한 개인의 생애시간과 역사적 시간의 관계맺음을 통해 형성된,
생애시간 경험 일상적 시간경험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한 시간에 대한 경험이라, ,
는 세 가지 차원의 시간경험들의 관계를 조망해보았다 한편 서로 다른 삶의 맥. ,
락에서 통용되는 시간사용의 규범과 실천의 원리를 의미하는 시간체계“ ”(temporal

개념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시간들이 일상적 시간경험에 영향을 미regime)
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시간경험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를 통해 가속화 사.
회에서의 시간경험이 역사적 시간의 흐름 이와 관련해서 형성되는 개인의 생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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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전개 이를 구성하는 일상적 시간 사용과 시간에 대한 감정들이 통합적으로,
조합되어 형성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 본 논문은 가속화 현상이 지극히 신자유주의적 현상이며 가속화, ‘ ’ ,
사회에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시간경험은 활동에 대한 고도화 열망을 보․
다 심화시키도록 유도하는 신자유주의 통치권력이 작동하면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구체적인 양상으로서 젠더화된 중산층의 상징들이 다양한 욕망과. , ‘ ’
불안감을 부추기면서 기업가적 자아 로서 스스로를 가꾸어 가는 다양한 활동들을“ ”
유도하고 있었고 한층 더 높은 삶의 질과 라이프스타일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에,
서 비롯된 고도화된 활동들이 시간체계들의 중첩과 바쁨의 감정을 야기한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균일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으며 생애과정 속. , ,
에서 역사적 시간과 개인의 생애시간을 동일시했는지 여부 개인화 의식과 독립된,
주체로서의 의식의 아비투스 고도화된 시간체계와 인터넷 사용의 결합 여부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선 장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한국 사회의 역사적 시간의 흐름4 ․

속에서 자신의 생애시간을 구성하고 시간전망을 축소확장하면서 정체성을 구성해, ․
가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생애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이들의 정체성이 경제위. IMF
기 이후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경쟁사회에서의 생존이 더욱 치열해지던 시기에 자,
신의 생애시간과 역사적 시간을 어떻게 동시화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synchronize)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시화비동시화의 생애시간 경험은 전문직 종사자로. ․
서 혹은 업계의 창의노동자로서의 직업정체성을 강화시켜 주거나 직업정체성, IT ,
을 축소하고 정체성을 재조정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또한 생애시간 경험은 삶의. ,
다양한 영역에 대한 개인의 통제관리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다,․
방면에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일종의 팔방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구‘ ’
성하는 밑바탕이 되기도 했다 또한 동시화의 경험을 했던 이들은 긴 시간전망을. ,
가지고 자신의 삶을 기획관리해 나갔지만 그렇지 못했던 이들은 지극히 짧은 시,․
간전망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피동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그치면서 적,
극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장과 장에서는 장에서 살펴본 생애시간 경험과 이를 토대로 형성된 정체성5 6 4
이 일상적 시간 차원에서 어떠한 시간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일상적 시간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장. 5
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일상 속에서 시간체계들이 중첩타협되는 양․ ․
상을 살펴보았고 그 중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와 여가소비의 시간체계가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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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되는 것이 다중적 시간경험과 바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이들 시간체계가 고도화되는 이면에는 중산층 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열, “ ”
망과 더 많은 활동에 대한 열망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기업가 정신 을 발휘해서 삶을 통. , “ ”
제경영해나가는 이들을 중심으로 시간사용의 기대효용이 분명한 유의미한 활동‘ ’․
들을 더 많이 배치하고 시간사용을 고도로 합리화하고자 하는 의미효율적 시간관, ‘
리 문화가 공유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의미효율적 시간관리 문화를’ . , ‘ ’
공유하는 이들일수록 일상적 시간경험이 다양한 시간체계들로 중첩되면서 보다,
극심한 바쁨의 감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중. , “
산층 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기표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을 높이고자 시간을” , ‘ ’
고도로 합리화하고 계산하는 시간사용 방식이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장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어떠한 시간체6 ․
계들과 주로 결합하며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이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보테크놀로지는 고도화된 시간체계들과 결. ,
합되면서 시간경험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구체.
적인 양상으로서 첫째 정보테크놀로지가 노동자들의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 IT
결합되면서 속도의 경험을 보다 심화시키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둘째 정보테크놀. ,
로지 사용이 고도화된 여가소비의 시간체계와 결합되면서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자 하는 노력을 확장시키고 라이프스타일을 심화시키는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하지만 정보테크놀로지가 시간체계를 심화시키는 역할이 전적으로 성공적이지만,
은 않다는 사실을 정보테크놀로지가 업무연장 테크놀로지로서 사용되는 것을 거부
하는 양상 인터넷 소비의 확장에 대한 성찰적규율적 태도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
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점들을 드러냄으로써 정보테크놀로지가 신자유주의 시간.
장치로 작동하는 고도화된 시간체계들을 보다 강화시키면서 강력한 주체화의 기제
로서 작용하지만 그 작동에 대한 신성모독과 탈주체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 ’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에서는 장에서 각각 다루었던 생애시간 일상적 시간 정보테크놀로7 4, 5, 6 , ,
지가 생성한 시간경험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가속화 사회의 시간경험이,
생성되는 원리와 양상을 알아보고자 했다 가속화 사회의 시간경험은 결국 신자유.
주의 통치성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시간경험,
은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친화성을 띠는 독립된 주체로서의 개인화 의식의 아비투
스를 가진 이들을 중심으로 보다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개인화 의식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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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스를 가진 이들일수록 신자유주의 사회로의 진입기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한국사회의 역사적 시간에 개인의 생애시간을 보다 용이하게 혹은 적극적으로 동
시화 시키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인 기업가로서 경쟁사회에서 생존의 길을 적극, 1
적으로 개척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동시화의 생애시간 경. ,
험은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신자유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어머니 노동자 삶에 대, ,
한 향유자 여성으로서 일상생활을 보다 더 많은 활동들로 밀도 있게 채워나가는,
밑바탕이 되고 있었다 이는 개인화 의식보다는 젠더화된 역할과 가족 공동체 의.
식의 아비투스를 체득한 이들이 역사적 시간과 생애시간의 비동시화 경험 전통적,
젠더역할과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체성 지극히 현재중심적인 짧은 시간전망,
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급노동과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한 단조롭고 느슨한 일상적,
시간경험을 하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2 .

1.

서구 철학사를 거치면서 시간은 절대적보편적객관적인 것으로 측정 가능한 것․ ․
으로 간주되거나 인간의 주관과 의식과 관련된 흐름의 시간으로 개념화되면서 두,
가지 패러다임에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시각을 고려하여 첫째. ,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자원으로서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사용하는지를 살펴․ ․
보았고 둘째 자아의 미래에 대한 의식 즉 시간전망이 이들의 생애과정 속에서, , ,
어떻게 조정변화되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영향을. ,․
많이 받고 있는 이들일수록 자원으로서의 시간을 의미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관, ‘ ’
리하고 있었고 개인의 시간전망은 지극히 짧거나 지극히 길게 양극화되어 나타, ,
나고 있었다.
가속화 사회에 대한 논의들과 근대사회 이론들은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 제도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아의 미래를 예측계, ․
획하지 못하게 되었고 상황에 따라 현재중심적으로 일상생활을 꾸려가는 것이 사,
회적 요구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사례들은 사회변화가 가속. ,
화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짧은 시간전망을 가지고 지극
히 현재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전략과 긴 시간전망을 가지고 먼 미래의 목표와 욕
망을 위해 현재를 관리해 나가는 서로 상반된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우선, 전후의 시기에 역사적 시간과 개인의 생애시간을 동시화하지 못했IMF

던 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전통으로 회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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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사회의 시간체계로부터 거리를 둔 채 현재와 다르지 않을 미래에 대한 안정감,
을 가지고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기존 질서 안주자 비동시화의 생(‘ ’).
애시간 경험과 이를 계기로 재정비한 정체성은 이들이 신자유주의 주체화 담론으
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보다는,
현재를 중심으로 짧은 시간전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반면 해당 시기에 역사적 시간과 생애시간을 동시화 했던 이들은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에 의해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주체화되고 있었는데 이들은 어떠한 시간,
체계를 통해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짧은 시간전망을 보이
기도 하고 긴 시간전망을 나타내기도 했다 첫째 짧은 시간전망을 보인 이들은, . ,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한 속도로 인해 시간사용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이 극히 제
한된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는 이들이었다 재미추구형 변화적응자(‘ ’).
이들은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하는 속도전 속에서 행위와 반응이 즉각적인 이른바
실시간 대처가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극히 현재에 집중하고“ ”(real-time)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경험하는 현재는 고도로 세분화된 시계시간에 매몰된 경. ,
험이었다 이들은 자기에 대한 통치를 통해 생산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신자.
유주의 시간장치의 영향 하에서 자아의 미래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
지 못한 채 일상적 루틴에 내재된 다양한 시간들의 복잡성으로부터 소외되고 있,
었다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하는 시간을 통해 작동하는 노동시간 규율은 이들의.
일상적 시간경험을 주변 세계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성찰이 결여된 경험 하나의,
연속적인 생애과정의 일부로 통합되기 어려운 경험 으로 만들고(Sennett, 1998)
있었다 즉 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처하는 한 방법으로서 속도. ,
의 경제에서 생산효율성이 높은 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러한 대처전략,
은 이들의 시간전망을 짧게 만들고 의식의 시간의 흐름 사회문화적으로 공유되, , ․
는 시간들 연속적인 생애시간 등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외의 여타 시간들과의 관,
계를 약하게 만들면서 이들을 현재에 내재된 다양한 시간들로부터 소외시키고 있
었다.
둘째 사회변화의 속도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긴 시간전망을 가지고,

대처했던 이들은 스스로 시간사용 행위를 조율하고 시간자원을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시간자율권이 허락되는 환경에 있는 이들이었다 팔방미(‘
인형 능력자 이들은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가 탈전통화되는 사회문’). ․
화적 맥락 속에서 욕망하는 미래의 모습을 설정하고 이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
서 현재를 밀도 있게 채워나가면서 자아의 시간전망을 미래로 확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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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는 행위,
들은 현재의 맥락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시간들보다 욕망의 대상인 미래를 더,
우위에 둔다는 것을 의미했다 예컨대 긴 시간전망을 가진 이들은 이상적인 노동. ,
자 관리자 어머니 여가소비를 중심으로 정의되는 중산층 여성이라는 동시에 도, , ․
달하기 어려운 이상적 자아상을 상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고도,
로 관리해 나가고 있었다. 이들에게 현재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관리의 대상으로서 혹은 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일상생활을 다양한 활동들로 채우고 있었지만 현재.
자체를 향유의 순간으로 즐기기 보다는 현재를 미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
다. 앞서 살펴본 속도를 통해 고도로 세분화된 시계시간에 매몰되는 경험이 정보,
테크놀로지 사용을 통해 생산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시간장치가 야
기하는 현재로부터의 소외였다면 자아의 시간전망을 미래로 확장해 나가는 경험,
은 스스로 신자유주의 통치권력의 주체가 되어 현재를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현재로부터의 소외였다.
한편 고도의 바쁨과 시간부족감을 경험하는 이들은 시간을 자율적으로 경영관, ․

리하는 이들 긴 시간전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들이었는데, ,
바쁨의 현상의 이러한 지형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의 바쁨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볼 수 있게 해준다 고도의 바쁨을 겪고 있던 이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상을.
상정하고 현재와 미래 현실의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의 간극을 벌려놓으면서 기, , , “
업가적 자아 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이유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이상적인 자아” .
에 도달하는 시점을 미래로 지연시키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기, , ‘
업가적 자아로서의 삶에 정당성을 부여해 가는 이들이 고도의 바쁨과 시간부족감’
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시간부족감과 바쁨이 끊임없이
현재와는 다른 미래를 상정하고 새로워지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보
여주는 것이었다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시간부족감과 바쁨에 긍정적인 의. ․
미를 부여하고 바쁜 일상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은 미래와 현재 이상적인, ,
자아와 현재의 자아의 간극을 좁혀 나가면서 기업가적 자아 가 목표로 하는 혼란“ ”
과 위험이 통제된 상태 현재보다 발전향상된 상태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는 데, ․
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역으로 시간부족감과 바쁨은 이러한 현재와 미래 사이. ,
의 간극에 대한 불안감이 관리주체들의 생산적효율적이 되어야 된다는 압박감과․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자가생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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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신자유주의 통치권력은 시간 희소성의 상태를 자,
율적으로 끊임없이 재생산해나가도록 유도하는 권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산업화.
시대에 인간의 노동을 규율통제했던 것이 외재화되고 객관화된 시계시간이었다면,․
오늘날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자발적자율적인 통치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바쁨은 신(Foucault, 1988). ․
자유주의 통치성을 내면화한 이들이 현재와 미래 현실의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의,
간극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면서 이를 채워가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었다 이.
러한 맥락에서 바쁨은 신자유주의 통치권력을 내면화한 주체들이 욕망에 따라 자
아의 미래를 통제하고자 스스로를 채찍질 해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뿌듯함이자 불,
안감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상태였다.

2. (apparatus)

가속화에 대한 논의들의 공통적 명제는 근대성이 심화되면서 일어나는 사회경․
제적 변화와 정보테크놀로지 발달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일상생활의 속도를 점차로
빠르게 만든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시간경험을. ․
다차원적으로 조망한 결과 가속화가 근대성이 심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지만 년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속화의 현 국면은 신, 2000
자유주의적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일.
상생활의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전방으로 확산되면서 삶의
제 영역이 기업화되고 다양한 활동들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고 있,
었다 각종 신자유주의 통치 담론들은 개인의 커리어와 가족생활 여가 및 소비생. ,
활에 대한 목표와 기대를 끊임없이 높이고 있었고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은, ․
이러한 통치담론이 구성하는 이상적인 노동자상 어머니상 중산층 여성상에 부합, ,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의 제 영역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배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 결국 가속화가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담론들이 지,
난 반세기가 안 되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는 가속화를 추
동하는 힘이 개인의 자기에 대한 실천으로 옮겨오면서 이들의 생활 면면이 속도,
에 대한 의식을 토대로 꾸려지고 속도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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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일상생활의 가속화의 원인으로 생산재생산 체․
제의 변화와 정보테크놀로지의 발전이라는 외재적 동인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러. ,
한 동인들이 어떻게 일상생활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
을 제시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주기의 가속화에 따른 유급노동의 속도.
전 관리자 어머니 역할의 심화 여가소비생활의 질에 대한 기대의 증가 등 신자, , ․
유주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심화된 각종 경제적사회적 변화들이 일상생활의 속도․
가 빨라지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외재적인 동인들이 개인의 정체성과 욕,
망을 통해서 내재화되면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가속화 현상이 구현되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욕망의 시간정치를 가능케 하는 중산층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담론들 새롭게 등장하거나 보다 정교하게 정의된 고도화된 시간체계들 시, ,
간사용에 대한 태도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등 다양한, 요소들이 중층적으로 기능하
면서 신자유주의 사회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하는 관계의 체계, “ ”(Foucault,
1991[1977], 쪽236 ), 즉 신자유주의 시간장치 로서 작동하고 있음을(apparatus)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담론들이 제시하는 자기계발적 주체 및 젠더. ,
화된 중산층의 이상들이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삶을 경영관리해서 도달하․ ․
고자 하는 일종의 지향점이 되면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열망과 일상생활 고도화,
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고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욕망들은 다양한 시간체계들에. ,
의거한 행위들을 통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간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시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은 이들이 생애시간 경험과 정체성을 토대로 삶의 질과 성과에 대한 기대와
욕망의 한계점을 어디에 설정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에 주체화 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통치성의 균열의 지,
점 역시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첫째 시기 한국사회의 역사적 시. , IMF
간에 개인의 생애시간을 동시화하지 못했던 이들은 개인의 적극적인 통제관리 행․
위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었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의 통제관리 욕망, ․
을 통해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주체화 방식은 이들에게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기존 질서 안주자 하지만 이들이 바쁨과 바쁜 꿀벌의 시간사용 스타(‘ ’). , ‘ ’
일을 유능한 중산층 엘리트 여성의 상징으로 여기고 이를 모방하거나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점은 더 많은 활동을 권장하는 신자유주의 주체화 담론들이
제시하는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 이상적인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욕망하고 있으
며 이는 이들이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영향권 안에 있음을 의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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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쟁사회의 시간체계와 커리어 발전의 시간체계를 통해 신자유주의 시간,
장치에 주체화되었던 이들은 경쟁사회의 대오에서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커리어발전경쟁을 위해서 시간사용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통해 신자유주․
의 시간장치의 주체가 되고 있었다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 셋째, 정보테크놀로지
가 생성한 시간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유급노동의 시간체계와 여가소비의 시간체․
계를 중심으로 일상적 시간경험을 형성했던 이들은 인터넷 일에 대한 열정을 가‘ ’
지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창의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시간사용
의 밀도를 높이고 시간사용 행위를 규율하고 있었다 재미추구형 속도이행자 넷(‘ ’).
째 경쟁사회의 시간체계 커리어 발전의 시간체계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체계, , , ,
여가소비생활의 시간체계 여성의 외모관리의 시간체계 등이 중첩되어 다중적 시,․
간경험을 하고 있던 이들의 경우 경쟁사회의 시민으로서의 불안감 커리어 발전, , ․
경쟁에 대한 압박감 중산층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의미효, ‘
율성이 높은 활동들을 중심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있었다 팔방미인형 능력자’ (‘ ’).

이렇듯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생애경험과 정체성에 따라 어떠한 욕망․
을 가지는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경쟁에 대한 압박감 낙오에 대한, ,
두려움과 불안감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하는 고도화의 열망 등 개인의 내,
면적인 동기가 일상적 시간 사용 행위와 전략들을 추동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
었다. 노동의 유연화와 함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전통적인 사회제도들의 안,
정성이 급감하며 시장이 정체성 형성을 위한 무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경제사회적, ․
변화 속에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은 시간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더 많은․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노동자상 어머니 상, ,
중산층 여성상에 한 단계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커리어.
발전에 힘쓰고 활발하게 소비여가활동을 할 것을 권하는 시장담론들은 불확실성, ․
의 시대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해나가야 하는 이들에게
욕망의 대상이 되는 이상적인 자아상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이상적인 자아상에 보.
다 효율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이들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체성 구성의 재료가,
되는 유의미한 활동들을 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하루 시간을 더 많은 활동들“ ” , 24
로 보다 밀도 있게 채워 넣고자 하고 있었다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이 최우선시. ‘ ’
되는 상황에서 정체성 프로젝트의 일환이 되지 않는 행위들 예컨대 기다림 단순, , ,
반복적인 행위 가치평가가 되지 않는 돌봄 시간주기 등의 활동은, , (time-giving)
합리적인 시간관리라는 미명 하에 노동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시장에 일임 하는
것이 현명 하고 합리적 인 것으로 간주되고“ ” “ ”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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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족생활이 시장의 전초기지가 되고 여가가 소비화(Hochschild, 2005), ․
상품집약화 김영선 되는 등 시장세력이 일상생활의 제 영역에 침투하는 경( , 2006)
제사회적 변화와 함께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기든스 벡 등의 성찰성론자들이 정. ,
체성 형성의 재료가 되는 전통과 제도적 기반이 약해지면서 개인이 성찰적으로 정
체성을 구성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면 시장의 영향력이 일상 면면이 스며들고,
있는 오늘날의 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는 성찰적 정체성 구성 프로젝트를 주어진․
시간 안에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상적 요구를 시장에 의존해서 해결하고 시간사용을 고도로 계,
산하는 시장의 논리를 내면화하는 것은 유의미 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
확보하고 더 많은 활동을 수행해 나가며 일상생활의 질을 보다 정교하게 향상시, ,
키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자신의 삶의 기업가 로서의 관리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 “ ”
다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은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자원. ‘ ’․
의 배분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시간사용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 통제력을 발휘
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시간사용 전략들은 궁극적으로 일상생활을 보다 효율적으,
로 기업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시장의 합리성을 일상생활의 시 분 초 면면이, , ,
스며들게 하는 것이었다.
시간사용을 고도로 계산하고 나아가 시장에 의존해 노동력을 구입함으로써 시,

간사용의 의미효율성을 높이는 양상들이‘ ’ 시장의 합리성을 내면화하고 확산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시간경험의 문제는 유급노동 소비 소비화된 여가활동, , ,
등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에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활동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는가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유급노동을 통해서 노동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 소비를 통해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 소비화된 여가를 통해서 산업, ,
을 진작시키는 일 등은 일상적 시간사용 행위 자체로서 자본주의적 효용을 창출하
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년대 한국 사회에서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소비. 2000 ,
함으로써 시간단위당 자본주의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자가발전 하는 것이 개인의 능력을 증명하고 구
현하는 방식이자 일상생활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
이는 상품화와 효율성의 논리가 확산되고 개인의 자기에 대한 통치가 중시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각종 사회적 질서가 계급질서로 환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사회 제 문제가 개인화 되고 개인의 자기에 대한 통치의 문제가 되고 있는. ,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시장에 의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구매력을 지닌 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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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한 이들이 경쟁사회에서의 생존경쟁 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겪는 시간자원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일상생활의 제 영역에. ,
시장의 논리가 확산되면서 가사노동을 시장에 일임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여성
들만이 젠더화된 시간체계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일상생.
활의 제 영역에 상품화 논리가 확산되는 변화 속에서 여성들의 젠더화된 시간경험
은 구매력에 따라 유층화 되고 있었으며 구매력은 여타 영역에서의 삶의 질을 추,
구할 수 있는 시간자원을 보다 확보할 수 있게 해주면서 삶의 제 영역에서 계급
간의 시간자원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 , ․
은 젠더화된 시간체계가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커리어 발전의 시간체계와 갈등을,
빚는 양상을 개인의 관리경영 능력 부족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같은 맥락에서 이,․
러한 갈등을 서비스 상품이나 친족의 노동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역시 개인의‘ ’
자기관리 능력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생존경쟁 게임에서 여성들이 동등한 시간자원을 가지지 못하는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신자유주의 시간장치가 개인의 능력 문제로 환원시켜 버
리면서 탈정치화 시키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비단 젠더정치의 문제만이 아니.
다 노동시간의 밀도와 속도를 통한 착취의 문제 불평등한 사회적 권력관계 속에. ,
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간주기 등 시간자원의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time-giving)
들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개인화 논리 속에서 개인의 능력과 자율적 선택의 문제
로 환원되고 있었고 이는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에 대한 공감대,
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시장에 의존해서 시간사용의 효율성을 구현하
는 것이 개인의 관리 능력으로 여겨지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실상 계급정치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구매력 자체가 개인의 능력과 삶에. ,
대한 기업가 정신 으로 간주될 만큼 통치성의 논리가 확산된 신자유주의 사회에“ ”
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3.

기든스 벡 바우만 등의 성찰성론자들은 근대사회의 발전이 심화되면서 개인, ,
의 정체성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구성해야 되는 것이 되었으며 사회,․
적 위험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개인화 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 ”(individualization)
했다(Beck & Beck-Gernsheim, 2002, Bauman, 2000b, pp. 49~58; Giddens,
1991).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이들은 사회적 위험이 사사,
화되면서 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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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정교하게 계산성찰하는 경향이 대두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적 변화에 대해서 푸코의 시각을 이어받은 통치성론자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운
영해나가는 기업가 주체성을 통해서 국가와 시장의 문제점들이 개인의 선택과“ ”
행위의 문제로 전가되고 있으며 개인의 자기에 대한 테크놀로지와 자기 통치가,
신자유주의 통치권력을 유지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진영의.․
후기 근대 사회 혹은 신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조망은 정치적 시각 주체와 구조, ,
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국가의,
통치방식이 변화하면서 자기에 대한 관계 개인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강조,
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자원으로서의 시간을 사용관리하․ ․

고 자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이 경제적사회적 불안정성이 커, ․
졌던 경제위기 전후의 생애시간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IMF
었다 예컨대. , 개인의 욕구와 의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주체로서의 게임의 감각을 체득한 이들은 기업가 정신 을 가진 신“ ”
자유주의적 인간형이 될 것이 요구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역사적 시간과 생애시간
을 보다 수월하게 동시화 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개인화하고 신자유주의. ,
적 인간형으로서 기업가 정신 을 내면화하는 정도가 아비투스에 따라 다르게 나“ ”
타나며 사회적 위험을 개인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하려는 태도가,
생애시간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나아가 이 시기의 생애시간 경험이 자아. ,
의 시간전망과 정체성을 재조정 혹은 강화하는 계기가 되면서 이후 일상적 시간,
경험에서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다시 말해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생. , ․
애시간 경험 시간전망 일상적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양상은 신자유주의 사회라는, ,
장과 개인의 아비투스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영향은 모든 이들에게 균일하게 미치는 것이 아니었으며,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는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의식 즉 개인의식의 아비투스를 가,
진 이들이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에 보다 더 주체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기.
든스 벡 등 성찰성론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개인화 과정이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 ”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근대성이 심화되면서 전통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
개인의 성찰성의 중요성이 대두했다고 주장하면서 성찰성의 근원을 사회제도적,
변화 속에서 찾았다 하지만 시간사용을 관리하고 계산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 ,
확실성에 대처하고 자아의 미래의 확실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정체성을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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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과정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의 게임의 규칙과 이들이 지닌 아비투스가 얼
마나 일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 이는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다차. ․
원적 시간경험이 개인의 성찰 과 자기에 대한 통치 라는 인지적 차원에서만 접근“ ” “ ”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들의 시간경험은. 육체에 각인된 비인지적,
인 감각의 차원과 자기에 대한 통치라는 인지적 차원 간의 관계에 따라 형성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학업이 우수한 엘리트로서 개인의 성취와 성공에 대한 지속적인 기

대를 받고 성장한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 사이에서 독립된 주체로서의 개인의․
식의 아비투스가 불균등하게 공유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시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며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세대에 걸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
후속 연구를 위해 본 연구의 잠정적인 발견들을 간단히 언급하면 유사한 학력자,
본을 지닌 여성들의 개인의 성취와 성공의 아비투스는 참여자들의 어머니가 세대
간 계급상승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의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모두 중간계급의 가정에서 자랐으나 어머니의 세대,

간 계급상승에 대한 의지에 따라 상이한 가족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어머니. ,
가 세대 간 계급상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경우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성취와,
성공에 대한 기대와 엄격한 의지주의가 가족 내에서 공유되고 있었고 이는 참여,
자들에게는 커리어 성취와 성공에 대한 개인의 의지주의로 이어지고 있었다 반.
면 어머니의 세대 간 계급상승 의지가 약했던 경우 어머니의 역할이 가족구성원, ,
의 성취를 북돋우거나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하는 것까지 미치지 않고 있었고 전통,․
적인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성장한 참여자
는 젠더화된 가족주의의 아비투스를 체득했고 이는 이들의 비동시화된 생애시간,
경험과 관리노동을 배제한 돌봄노동 중심의 어머니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이러한 양상은 어머니 대의 세대 간 계급상승 및 문화자본 전수 의지가 참여자

대에서는 젠더화된 역할 및 개인의 성취의 아비투스로 전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가 세대 간 계급 상승 의지가 강해서 자녀의 성취를 위,
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온 이들은 개인의
성취에 대한 의지와 독립된 주체로서의 개인의식 중간계급으로서의 라이프스타일,
을 유지하고자 하는 계급유지상승 의지 이를 위한 관리자 어머니 역할에 대한 감,․
각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커리어가족생활여가소비 면에서 현재보다 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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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향상하고자 하는 욕망을 통해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주체화 권력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학력과 직업이라는 문화자본을 물질.
자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진 한국의 신 중산층 어머니들이 자녀들
의 성공과 성취를 통해 이를 실현시키고 중간계급 가정의 문화자본을 이들에게,
전수해주고자 하는 것이 자녀세대에서는 독립된 주체로서의 개인의식으로 이어지
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또한 어머니의 적극적인 관리노동과 관련된 젠더. ,
화된 역할의 아비투스 역시 딸에게 전수되면서 이들이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
얼마나 다양한 영역에서 삶을 고도로 정교화하고 보다 더 향상된 수준으로 기대,
치를 높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결국 시간경험이 중간계급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동

원할 수 있는 자본이 무엇인지 그 방식에 대해서 간접경험을 통해 체득한 것은,
무엇인지를 이들이 스스로 평가하고 그 실현가능성을 향해 미래의 희망과 기대를,
향해 현재의 행위를 실행해 나가면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신자유주.
의 통치담론들은 이러한 미래의 희망과 기대를 통해 작동하면서 자신의 삶의 질,
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에 매진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또한 경쟁적인 노동시장에. ,
서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상실한 이들의 경우 이러,
한 통치담론들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있었다 한편 참여자 개인의. ,
커리어적 성공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업적 성공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자본 등, ,
을 통해 자신과 가족구성원의 계급 유지 및 상승 가능성을 꾀할 수 있다고 보는
이들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관리노동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 가족생활의 시간,
체계 자신의 커리어 발전의 시간체계 등 다양한 시간체계를 따르고 있었으며 이, ,
러한 시간체계들을 보다 고도화시키고 있는 통치권력들의 영향 하에서 보다 밀도
높은 일상적 시간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세대의 계급상승 의지 자녀세대의 아비투스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

개인화상품화효율성의 논리의 내면화로 이어지는 연관고리가 년대 한국사회2000․ ․
에서의 생애시간 경험과 일상적 시간경험의 연관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제시해준다 본 논문에서는 일상생활의 속도가 빨라지고 바쁨.
이 가중되는 가속화 현상을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시간경험의 연관성을 통해서 조
망했다 그 과정에서 세대 간 계급 상승 의지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시간경험. ,
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연구 대상을 두 세대,
로 확장해 나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중간계급 성인 남녀.
들이 왜 바쁜지를 한국의 중산층이 형성유지 되어 온 양상에 대한 세대 간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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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후,
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나아가 부모의 계급상승의 의지가 자녀의 개. ,
인의식과 기업가 정신 의 발현과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그 양상이 여성과 남성에“ ” ,
게서 어떻게 같고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젠더 관점에서 조망해 보는 것 역시 흥미
로운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정보테크놀로지와 시간에 대한 논의들은 정보테크놀로지가 시공간적 제약으로
부터 자유로운 행위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행위의 사회적 맥락들을 재조정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일가족이라는 상이한 목적과 행위의 규칙을 가진. ․
사회적 맥락의 경계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에 의해서 조율되거나 상호침범 하는
양상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시간사용 행위에 대한 규칙을 가진 사회적 맥락들 즉 시간체계들,
의 작동양상이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생성한 시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하며,
일상적 시간경험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보테크놀로지. ,
는 각 시간체계 고유의 특징들을 고도화심화시키면서 일상적 시간경험의 밀도를․
높이거나 서로 다른 시간체계들이 미세하게 뒤섞이도록 만들면서 시간경험이 파,
편화되도록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일상생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정보테크놀로지,

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에게만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정보테크놀로.
지를 활발하게 이용했던 이들은 기업가“ 정신 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경영해나가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통치권력에 의해 주체화되는 이들로서 정보테, ,
크놀로지는 이들이 사회의 위험요소들을 오롯이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통제하고 현재를 밀도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었다 예컨대 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 ,
와 지식을 필요로 했고 인터넷은 이를 얻는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었다 그 과정, .
에서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신자유주의 통치담론들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라이프스
타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었고 그 결과 가족생활 여가소비 활동을 보다 정, , ․
교화하고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욕망을 스스로 자가생산하고 있었다, .
무엇보다도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등의 정보테크놀로지가 신자유주의 시간장,

치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은 이들이 개인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달리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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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시간사용의 유연성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개, .
인미디어로서의 특징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전제하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행
위를 구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이 빈 틈 없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 가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유의미한 활동들로, ‘ ’
채워 넣는 것 이러한 시간사용 스타일을 고도화하기 위해 시간을 선분화하고 사,
이사이 활동들을 끼워 넣거나 동시에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해서 단위시간 당 의‘
미효율성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바쁜 꿀벌의 시간사용 스타일을 보다 정교하게’ ‘ ’
해주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정보테크놀로지는 시간사용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을.
보다 강화해주고 개인의 요구와 욕망에 따라 시간사용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
도록 해주면서 개인의 자기에 대한 통치를 보다 정교화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
다.
기존 연구들은 정보테크놀로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과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제한된 시간 안에 더 많은 활동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
었음을 지적하고 이를 업무시간의 증가 여성들의 이중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조망, ,
했다 하지만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은 정보테크놀로지를 통해. , ․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 개인의 자율적인 시간전략이 보장되는 상태 자체를 추구하,
고 있었고 이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억압적 권력에 대한 복속이라는 관점에,
서 조망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테크놀로지를 통해 스스로 시간사용을.
조율통제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통치의 한 양상으로 보았다 생애시간 비동.․
시화의 경험 이후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주체화 권력의 영향권 밖에 있었던 기‘
존 질서 안주자들이 시간사용에 대한 자율적 통제 욕망을 보이지 않았고 정보테’
크놀로지 의존도가 낮았다는 사실 역시 정보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자율적인 시간전
략이 신자유주의 시간장치가 작동하는 한 양상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아가 시간장치로서의 정보테크놀로지가 유급노동의 시간체계 여가소비의, , ․

시간체계 등 여러 시간체계들과 동시에 결합하면서 보다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
하고 보다 높은 질의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도록 만드는 양,
상은 한 가지 시간체계에 집중적으로 주체화되기 보다는 여러 시간체계들을 오가
면서 주체화 양상이 전환될 때 보다 장치로서의 견고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결.
국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을 통해 각각 고도화된 다양한 시간체계들을 오가면서 일,
상적 시간경험의 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자율적인 시간 사용 방식 자체가 신자유주
의 시간장치의 가장 강력한 기제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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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테크놀로지가 서로 다른 성격을 띤 활동들을 교차삽입동시화 하고 의미“․
효율성 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주면서 신자유주의 시간장치로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보테크놀로지의 시간장치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는 탈주체화의 지점
들은 정보테크놀로지와 개인의 자율적인 시간활용 간의 연결성이 느슨해질 때 하,
나의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는 시간이 길게 지속될 때 혹은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에 형성되고 있었다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을 통해 유급노동.
의 시간체계가 고도로 강화되면서 노동시간 규율이 타율성을 띠게 되었을 때 재(‘
미추구형 속도이행자 정보테크놀로지가 시간사용의 의미효율성을 구현하고자 하’),
는 시간사용 전략에 동원되지 않거나 커리어추구형 능력자 이러한 시간사용 전(‘ ’),
략 자체에 대한 욕망이 없는 경우 기존 질서 안주자 는 개인의 자율적인 시간전(‘ ’)
략을 통해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의 작동에 균열이 생기는 신성모독 의“ ”
지점들이었다.
하지만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을 통해 생산적인 노동자 현명한 소비자 향유하, , ,

는 멋을 아는 세련된 중산층 여성으로서의 다중적인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할 때,
정보테크놀로지는 각각 고도화된 시간체계들에 끊임없이 주체화되는 과정을 매개
해주고 있었다 팔방미인형 능력자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이 고도화된 유급노동의(‘ ’).
시간체계 여가소비의 시간체계 가족생활의 시간체계들이 중첩되거나 그 사이에, ,․
서 빠르게 전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경우 정보테크놀로지는 서로 다른 시간체계들,
을 오갈 수 있게 해주면서 하나의 시간체계에 대한 탈주체화에서 다른 시간체계에
대한 주체화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이는 하나의 시간체계로부터는 탈주체화.
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고도화된 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망을 지속적으로,
따른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시간장치에 지속적으로 주체화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정보테크놀로지가 각각의 시간체계를 고도화시키는 기제로서 신
자유주의 시간장치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미디어의 속성을 띤 정보테크놀로지,
가 구현 해주는 자율적 시간사용 전략 시간사용에 대한 개인의 통제감을 높여주,
는 시간사용 방식 자체가 가장 강력한 주체화 권력의 기제가 되고 있음을 말해주
고 있었다.

3 .

본 논문은 시계시간 중심적인 시간 연구에서 벗어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 팽배,
해 있는 시간부족감과 바쁨의 감정이 무엇인지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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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관계를 다차원적 시간경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그러나.
시간경험을 다차원적다중적인 개념으로 보고 수행된 경험적인 연구의 부족과 시․
간이라는 철학적이고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한계와 향후의 주요한 연.
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시간경험을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 개인을 단위로 고찰, ․

했다 하지만 이들의 하루 일과는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
조율되며 특히 배우자의 유급노동 시간은 여성들의 시간사용 패턴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 유성용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가족의 노( , 2008; Crompton, 2006).
동배분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성들이 일가족 간 시간을 배분하, ․
는 문제는 가족의 자원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하는.
여성들의 시간경험을 다룬 향후의 연구는 여성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성인 남
녀를 함께 조사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여성들의 시간경험을 보다 풍부한 맥락 속
에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양상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바쁨, ,

이라는 감정이 지닌 사회문화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시간경험이라는 관심. ,․
틀 속에서 정보테크놀로지가 생성한 시간을 다루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정보테크놀로지가 시간경험에 상이하게 작동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보여주
지 못했다 특히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시간성을 창출한다는 이론적 가정. ,
들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공백으로 남겨두게 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
한 한계점을 노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스마트 폰을 비롯
한 모바일 기기들이 완전히 대중화되지 않은 년 년 초반에 이루어졌고2009 ~2010 ,
그나마 스마트 폰을 보유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에도 대체로 활용도가 높지 않
았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모바일. ․
기기 사용은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의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었고 퇴근 이후,
시간에는 모바일 기기를 비롯한 정보테크놀로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이렇.
듯 모바일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자들의 자료 수집에 대,
한 심리적 저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모바일 기기 사용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측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분초, . , ․
단위의 기록이 어려운 시간일지 자료로는 이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양상을 파악하
기에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모바일 테크놀로지 사용과 시간경험에 대한 분석이. ,
정확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시간일지 자료가 아닌 모바일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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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현. ,
시점에 조사를 할 경우 퇴근 후 가족생활에서 정보테크놀로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본 연구에서 보여 준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 역시 있어 보
인다 하겠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간경험의 하위차원을 선택해서 연구의 폭을 좁히
거나 정보테크놀로지를 기기와 서비스 종류별로 제한해서 정보테크놀로지와 시간,
경험이 접합되는 여러 지점들을 각각 상세히 연구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속화 사회의 전형적인 시간경험을 보여줄 수 있,

는 대상으로서 고도의 바쁨과 시간부족감을 느끼는 이들로 입증된 고학력 전문사․
무직 여성들이 적합하다고 보았고 이들을 주요 사례로 가속화 사회의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가속화 사회의 시간경험이 신. ,
자유주의 통치성의 영향 하에 형성되는 양상과 동시화의 생애시간 경험과 고밀도,
의 일상적 시간경험 및 고도의 바쁨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가 제시한.
가속화 사회의 시간경험이 형성되는 양상에 대한 모델은 가속화 사회의 전형적인
시간경험을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설명력을 가진다 하지만 이. ,
러한 모델은 교육수준과 직업조건이 비슷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더
해짐으로써 그 설명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보여주
었듯이 고학력 전문사무직 여성들의 시간경험에는 젠더화되는 측면과 경쟁사회에, ․
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노동하는 주체이자 소비와 여가생활에,
대한 향유자로서 가지는 경험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성과 여성들이.
공유하는 경험들은 무엇이며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비교해서 살펴봄,
으로써 본 연구가 제시한 가속화 사회의 시간경험 형성 모델의 적용범위를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남성과 여성들의.
시간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가 있다 성공한 남성이 지닌 개인의식이 여성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신자유주의. ,
사회의 기업가적 정신이 생애시간 경험과 일상적 시간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젠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속화 사회에서의 시간경험,
이 형성양상에 대한 모델을 보다 정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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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인트라넷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해 글 읽기 쓰기 자료 받기, ,

시간조율

요구가

높은 업무

업무관련 의사소통
업무미팅을 제외한 업무관련 의사소통 업무 목적으로 이메일 주고받기 메신저 대화하기 문자 주고받기 사무. , , ,

실 전화나 휴대폰으로 대화하기

업무미팅 업무 목적의 미팅

업무심부름 수행 상사의 요구로 업무관련 심부름 하기

업무목적의 교제 회식 업무관련 모임 등,

무급노동
돌봄 돌봄노동

수유 씻기기 먹이기 등 아이돌보기 아이와 놀아주기 성인의 생활을 챙기기 등 돌봄을 직접 혹은 원격으로, , , , ,

수행하는 행위 유축 포함 전화로 아이 얼르기 포함. . .

가사

가사노동 취사 청소 세탁 가정잡일을 직접 수행하기, , .

가족관련 쇼핑 돌봄 가사 가족의 개인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건 구입 온오프라인, , ( )

가족관련 아이쇼핑 돌봄 가사 가족의 개인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건 구입을 위해 둘러보기 온오프라인, , ( )

가정경제 관련활동 은행업무 온라인뱅킹 온라인주식거래 가계부 쓰기 등 가정경제를 꾸리기 위한 활동, , ,

가족관리 돌봄가사 향상을 위한·

정보활동

육아서적 읽기 돌봄 관련 인터넷 정보검색과 뉴스읽기 보기 활동 관련 까페나 블로그 활동 학원설명회 참, , , ,

석 등

돌봄 향상을 위한 친교 학부모 모임 학부모들과 전화통화 문자 자녀의 교우관계를 위해 아이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오기, , ,

돌봄가사위탁행위·
돌봄 가사를 대리인에게 위탁하기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위탁을 위한 준비활동 위탁기관에서의 자녀생활 확, , ,

인하기 포함 예를 들면 베이비시터와 이야기하기 어린이집 홈페이지에서 아이들 사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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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노동

계속( )
가족관리 계속( )

자녀 학습보조
자녀의 과제 학습활동을 보조지도확인하는 행위 휴대전화를 통한 숙제 확인지도 포함 자녀를 위한 부모동, . .․ ․ ․
반 수업참여.

가족시간관리
자녀 남편과 시간을 조율하고 이들의 시간사용을 관리하는 행위 휴대전화를 통해 자녀 남편의 일정확인하, , . ,

기 귀가시간 확인하기.

가족관리 목적의 기다림 돌봄향상을 위한 활동 돌봄가사 위탁행위 자녀학습 보조 등 여타 가정관리 행위를 위한 대기시간, · ,

개인유지 필수행동

개인위생과 외모유지 세면 목욕 양치 등 개인위생 관련활동 화장 옷입기 머리 손질 등 출퇴근 준비행위, , , , ,

식사 화장실, 식사 화장실 가기 등,

수면 분 이상의 잠30

이동 이동

일 관련 이동

집과 일터 사이 의 이동 퇴근길에 일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일로 이동 시 퇴근길과 동선이 겹치는 부분까지. ( ,

는 일 관련 이동 동선이 갈라지면서 해당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가족 혹은 개인관련 이동 해당 장소에서 집, ,

으로 이동하는 것은 일 관련 이동으로 분류)

개인 관련 이동
필수행동 친교 휴식 오락 등 본인의 필요와 관련된 이동 예를 들면 친구와의 만남 관람활동 외모관리 가족, , , . , , ,

이 아닌 자신을 위한 쇼핑 본인 병원진료 등을 위한 이동,

가족 관련 이동 돌봄 가정관리 가사 가족과의 교류를 위한 이동, , ,

여가 친교 개인적 교제
면대면 휴대폰 통화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친구 동료들과 대화 만남 단 사용 중, , SMS, , SNS , , . , SNS

뉴스읽기 목적은 제외

가족관계

소가족과 교류
배우자 자녀와 면대면 대화 가정관리 목적 외의 휴대폰 통화 등 친밀성과 연관된 소가족 교류 및 접촉 단, , ( ,

자녀의 숙제 귀가시간 확인 등 가정관리 목적의 통화는 가정관리, )

대가족과 교류
시댁 친정 식구들과 만남 전화로 대화 대가족 모임을 위한 준비 부모님 병원 모셔가기 등 대가족과의 접촉, , , ,

과 관련된 각종 활동

휴식

순수휴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 간식 커피마시기 졸기 낮잠 분 이하, , , , (30 )

소극적 음악듣기 음악듣기가 주목적이 아니며 음악이 단순히 다른 활동의 배경이 되는 경우의 음악듣기,

휴식목적의 뉴스읽기 업무중간에 쉬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뉴스를 보거나 종이신문을 읽는 행위,

휴식목적의 아이쇼핑 휴식목적으로 인터넷쇼핑몰 구경하는 행위 중 본인을 위한 물건을 보는 경우.

습관적 개인이메일 확인
업무외적 목적으로 쓰는 이메일 계좌를 열어보고 메일을 읽고 쓰는 행위 업무외적 목적의 이메일 메시지를, .

확인하고 답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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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분류체계 참조수정* (2009) ․

여가계속( )

레저 오락,

적극적 음악듣기
음악청취를 주목적으로 다양한 기기와 방법으로 음악 듣기 행위 음악듣기가 주행동이 되는 경우 음악청취를, .

위한 음악파일 검색행위 포함.

관람활동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관람하기, , ,

오락
다양한 기기 및 방법으로 방송보기 컴퓨터로 영화파일 재생하기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 웹툰보기 패션잡tv , , · , ,

지 읽기 등 개인의 즐거움을위한 활동

행락 산책, 동네돌기 산책하기 하이킹 등, ,

오락목적의 아이쇼핑 백화점 및 오프라인 쇼핑몰을 직접 방문해서 구경하기

취미활동 독서를 비롯한 각종 취미활동

자기관리

및

개발

시간관리 시간 일 주 단위로 업무계획을 세우거나 할 일을 미리 적어놓는 행위 일정관리 행위 등, , , ,

외모관리 피부마사지 미용실 네일케어 등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 행동 외모향상을 위한 쇼핑은 제외, , ( )

여가관리 여행 행락 계획을 세우고 관련 행위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예약하는 행위, ,

자기개발 업무능력 개인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 어학공부 직업관련 교육 승진시험 준비, , , ,

건강관리 병원진료 분 이상의 운동 등, 20

자기를 위한 쇼핑 가족이 아닌 본인을 위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

자기 관 리 목 적 의 뉴 스 읽 기 중장기적 관점에서 업무 배경지식을 쌓기 위한 뉴스읽기 보기 예를 들면 경제신문 읽기, ,

정보목적의 뉴스읽기
휴식 업무 가정관리 돌봄 등의 특정한 목적과 결부되지 않은 뉴스읽기 생활정보 및 주요 시사정보 등 기본, , , ,

적인 사회동향 파악을 위한 일상적 뉴스읽기 보기,

기타 여가활동 종교기부활동· 기도 명상하는 행위 성경 불경을 읽는 행위 단체나 종교기관에 기부하는 활동, , , ,

기타

자발적 활동

연구 참여 활동 시간일지를 기록하는 행위 매닉타임 프로그램과 관련된 행위, < >

유지PC
나 노트북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치 바이러스 검색 및 치료 등 컴퓨터 관리와 관련된 제활동 소프트웨pc , , ,

어 다운로드 포함.

비자발적 활동
광고창 노출 개인의지와 관계없이 뜨는 광고팝업창에 노출된 시간

기록누락 활동기록이 누락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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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정보테크놀로지 사용 분류체계[ 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설명 및 예시

가정용 TV
지상파 TV 　 시청kbs1, kbs2, mbc, sbs, ebs

케이블 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케이블 방송 시청

영화 상영관 영화 　 영화상영관에서의 영화 관람

종이

미디어

신문 　 각종 종이신문

잡지 　 잡지 인쇄물

책 　 단행본

메모지 수첩, 　 메모지 수첩 등 종이에 메모나 기록하기,

차량용

미디어

차량용 라디오 　 차량에 설치된 라디오 듣기

차량용 TV 　 네비게이터 등 각종 차량용 단말기를 사용해서 방송 보기

차량용 오디오 플레이어 　 차량용 플레이어 등 차량에 설치된 오디오 플레이어로 음악듣기CD, DVD

유선전화
사무실전화 　 직장에 있는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고 받기

사무실 팩스 　 직장에 있는 팩스기기로 정보를 송수신하기

휴대전화

음성통화 폰( )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받기

폰SMS( )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동영상 사진 등을 보내고 받기SMS, MMS, ,

음악 폰( )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음악파일을 재생하기

폰tv( ) 　 휴대전화를 통해 시청하기TV

영화 폰( )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화보기

이메일 폰( )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메일 보내고 받기

정보검색 폰( )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정보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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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폰SNS( ) 　 휴대전화를 이용해 쇼셜네트워킹 서비스 페이스북 트위터 사이월드 미니홈피 등 이용하기( , , )

인터넷 신문잡지 폰( )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신문 인터넷 잡지 등에 실린 기사읽기,

인터넷 쇼핑 폰( )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아이쇼핑하기․
게임 폰( ) 　 휴대전화에 내장되거나 설치한 앱을 이용해 게임하기

기타 앱 폰( ) 　
음악듣기 보기 정보검색 신문잡지 기사읽기 쇼핑 게임 외에 휴대전화에 내장된 앱을, TV , , SNS, , ,

이용하는 행위

휴대폰 기능 및

내장정보 조작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메모 사진 동영상 등을 검색 관리하거나 알람을 조작하는 행, SMS, , , , ,

위 새로운 앱을 다운받거나 보유 앱 관리하기,

노트북pc/

인터넷

이메일 이메일 송수신 이메일 작성 이메일 읽기, ,

메신저 네이트온 메신저 사내용 메신저 등을 통한 온라인 대화, MSN ,

블로그 블로그 둘러보기 정보읽기 관리하기 블로그에 글쓰기 등 블로그 관련 제활동, , ,

까페 까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둘러보기 정보읽기 까페에 글쓰기 등 까페 관련 제활동, ,

SNS
페이스북 트위터 사이월드 미니홈피 등 각종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정보읽기 교제하기, , , ,

관리하기

인터넷SMS( ) 각종 인터넷 전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내기SMS SMS

정보검색 일반 웹사이트( )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이와 관련하여 일반 웹사이트 방문하기,

스트리밍 서비스TV 실시간 인터넷 방송 서비스 방송 다시보기 시청, TV (VOD)

음악관련 스트리밍 서비스 인터넷 음악방송 유튜브 등의 음악 서비스를 통해 음악듣기 뮤직비디오 보기, ,

인터넷 신문잡지 인터넷 신문 인터넷 잡지 등에 실린 기사 읽기,

인터넷 쇼핑 인터넷을 통한 물건 구매 인터넷 쇼핑몰 둘러보기,

인터넷 뱅킹 인터넷을 통한 은행업무 처리 계좌확인 주식거래, ,

문화콘텐츠 다운로드 음악 동영상 등 파일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사내인트라넷 직장 구성원들을 연결해주는 인트라넷 서비스를 통한 각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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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pc/
컴퓨터 작업

컴퓨터 작업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작성 그 외 각종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활동 이러한 활동을, . , .

통해 다운로드한 자료 읽기 등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활동

자동설정
예를 들면 아웃룩 일정 팝업 자동설정 해놓은 바이러스 프로그램 작동 단 광고팝업창에 노출, .

된 시간은 제외

문화콘텐츠

생산소비

영화재생 컴퓨터에 저장된 영화파일 재생하기

음악재생 컴퓨터에 저장된 음악파일 재생을 통한 음악청취

문화콘텐츠 제작 음악동영상제작 편집 파일관리· , ,

기타 컴퓨터 관리 나 노트북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치 바이러스 검색치료 등 컴퓨터 관리와 관련된 활동pc , , ․
기타 게임기 　 별도의 게임기를 사용한 활동

국민생활 시간조사 미디어 이용 다이어리 이재현 미발행 자료 의 정보테크놀로지 분류체계 참조수정* <KBS >(20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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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활시간 조사 설문지[ 3]

생활시간 조사 설문지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문화와 담론 연구실 연구책임 박명진 교‘ ’( :
수 에서 실시하는 일하는 여성들의 시간경험에 대한 연구조사의 일환입니다) ‘ ’ .

본 설문은 귀하의 하루 생활시간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입하신 내용은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되며 귀하가 제공하시는 자료는 학술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작성 요령은 담당 연구원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제시된 예시 역시 작성.
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분 단위로 최대한 상세히 기. 10
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
다.

설문 작성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담당 연구원 박지영,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xxxx@xxx.com; xxx-xxxx-xxxx)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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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행동 공간 동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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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설문지에 기입하신 하루 일과에 대해 구두로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질의응답.
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문지 작성은 인터뷰 일 하루 전에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 인터뷰 사이의 기간이 최대 일을 넘지 않도록. ~ 2~3
해주십시오.
예 월 일에 인터뷰가 가능한 경우 연구자와 인터뷰 약속을 잡은 후 월) 8 26 , 8
일에 설문을 기입합니다25 .

작성 요령※
쪽의 표 시간일지 작성예시 를 참고하여 연필이 아닌 진한 펜을 사용1. 1 < 1. > ,

해서 줄로 기입해주십시오 잘못 기입하신 경우는 줄이나 칸에 표 하시면 됩니. X
다.
주 행동 란에는 해당 시간에 한 일과 활동을 적습니다2. ‘ ’ .
동시 행동 란에는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수행한 활동을 적습니다‘ ’ .
활동의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주십시오3. .
나의 활동 내용과 연관된 주변인의 활동도 함께 적어 주십시오4. .

예 남편이 씻는 동안 식사 준비)
미디어 및 정보테크놀로지 사용행동을 하신 경우는 어떤 미디어 및 정보테크5.

놀로지를 사용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상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트북 워드를 사용한 문서작성 주행동 업무용도의 정보검색 동시행동) - ( ), ( )
예 인터넷 포탈로 육아정보 검색 주행동 네이트온 접속된 상태 동시행동) - ( ), ( )
예 버스로 이동 주행동 아이폰 왓스 앱 메신저 카카오톡 이용해서 친구에) ( ), ‘ ’, ‘ ’
게 문자전송 동시행동( )
예 공원산책 주행동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찍기 동시행동) ( ), ( )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통화 문자전송 내역 휴대전화를 사용한 여타 활동6. , , ,
휴대전화로 음악듣기 휴대전화로 사진찍기 휴대전화에 내장된 게임하기 휴대( , , ,
전화를 이용한 시청 휴대전화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정보검색 휴대전화에TV , ,
저장된 정보 검색 및 관리 등 을 모두 기록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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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ime Experiences in Acceleration Society
- women professionals' experiences on life-time, everyday

time, and ICT time

Ji-Young Park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women professionals

experience different aspects of time: life-time, everyday time and ICT

time. This dissertation develops its argument on the basis that time is

complex and multiple, implicated in every aspect of human lives. In

order to capture the complexity of time, this study re-conceptualized

time experiences as having three different meanings: first, everyday

time experiences as time usage and feelings about time as resources

such as busyness, feeling of time shortage, time pressure, and time

harriedness; second, life-time experiences as relationships between

historical time and an individual's life-time; thir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time as generated by using ICT. The

study analyzed time diary data, auto-tracked data of computer usage,

and qualitative data from in-depth interviews to see how women

professionals experience time at three different levels.

The results show that women professionals' experiences of

everyday time differ depending on their life-time experiences

especially when they entered labor market. The participants, in their

30s now, began their careers in the late 1990s and the early 2000s,

when Korean society was going through tremendous social and

economic changes to incorporate neo-liberalism into new

socio-economic formations. The ways that the participants

synchronized their life-time to the historical time of Korean society

influenced their life-time strategies and identity from then on. Those

who failed to adjust to the changed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s have worked as temporary workers, whose employment

is insecure and thus future cannot be planned. Those who made it



for a stable position in the labor market by synchronizing historical

time and life-time need to become entrepreneurs of their own life to

accommodate to the constantly changing markets with ever higher

standards for workers.

Women professionals were also under the influences of the

neo-liberal discourses that interpellate them to become CEO mothers,

who manage their family members' every aspect of lives to maximize

productivity with given time, perfect women who construct their

looks to middle-class feminine ideals, and to be leisure-seeking

enthusiasts with preferences for "quality time". All these ideal images

of women are neo-liberal in terms that they ask for individual

freedom, free choice, and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lives.

These ideals, all time-consuming, require more activities and more

time, and for that, affect women professionals' everyday time

experiences.

The study showed women professionals who construct their

identity under the high influences of the ideals of workers, mothers,

women, and life-style seeker experience more time shortage and

busyness. These, so-called "well-rounded women"'s having-it-all spirits

, with the influences of the neo-liberal ideals result in constant

desires for more quality time, for the higher standard for life-style,

for more intense mothering roles, the more accomplishments and

competency as workers, all heightened the complexity of their

everyday time experiences. The desire to maximize meaningful

activities with given time and to increase efficiencies of time use led

to highly rationalized time strategies and time squeeze. In the end,

these "well-rounded women" are those who experiences high level of

busyness and time shortages, and these result from their constant

desire to be entrepreneurs to attain the ideals of successful

professionals with middle-class life styles.

A key finding of the study is these neo-liberal ideals inducing the

multiplicity and complexity of everyday time experiences happens

only with those whose life-time experiences are formed on automatic

synchronizations between life-time and historical time in neo-liberal

historical transition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ose

"well-rounded women", who synchronized their life-time to the

drastically changing social and historical time with no strenuous

efforts, are more inclined to identify with the neo-liberal ideals of



entrepreneurs and thus to make their everyday time experiences more

multiple and complex.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dissertation

makes an argument different life-time experiences in the historically

transitions toward neo-liberal social and economical formations in the

late 90s and the early 2000s in Korea led to differences in everyday

time experiences now.

keywords : acceleration, time experiences, neo-liberalism,

governmentality, entrepreneurship, technologies of the self, ICT,

identity, women professionals

Student Number : 20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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