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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은퇴기 여성의 생애이야기를 통해 일-가족과 

은퇴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논문에서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과 

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들은 생애노동경험과 자기 서사, 은퇴 경험에서 차

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다. 

중간계급 여성의 일-가족 생애 경험과 자기서사는 다음과 같다. 중간계급 여성

은 대학 진학시 결정한 학과가 직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당시 종사했던 일자리에서 경력단절 없이 근무하였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노동자 정체성을 강하게 나타냈으며, 일과 가족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

의 삶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고, 생계부양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일-가족 양립을 어려운 과제였다고 서술했다. 대부분은 친정 

부모나 시부모가 아이 양육을 도와주었지만 안정적으로 돌봐 주는 경우는 극소수

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도움의 조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중간

계급 남편들의 대부분은 가사와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성들은 이것을 시대

적 상황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가사분담 문제가 갈등의 요소가 되지는 않았다. 중

간계급 여성들은 일하는 엄마로서 자신의 삶이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자녀들에게 시간과 관심을 적게 쏟은 것에 대해 미안한 양가감정을 드러내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주된 서사는 자신의 일에 대한 것으로, 특히 자기

개발 노력과 직장생활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직

장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와 여성이기 때문에 받았던 차별이

나 어려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노동계급 여성의 일-가족 생애 경험과 자기서사는 다음과 같다. 노동계급 여성

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생산직⋅무급 가족종사자⋅단순 사무

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이들은 대부분 결혼퇴직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으며, 

결혼 당시의 일자리가 퇴직 시까지 지속된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다. 노동계급 여

성들이 다시 일을 하게 된 것은 경제적인 필요 또는 우연한 계기에서였다.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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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성들에게 자신의 경제활동은 생계에 보조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일부 여성

들은 실질적인 생계부양을 하고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남편이 생계부양자라는 인

식을 가지고 있었다. 노동계급 여성들 대부분은 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

데, 이들에게는 ‘어떤’ 일에 종사하느냐 보다는 현재 ‘무슨’ 일이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일-가족 양립을 힘들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이들은 경력단절

을 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했고, 노동시장 재진입시 시간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삶에서 일-가족 양립보다 힘든 일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일과 가

족을 양립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 노동계급 여성은 가사나 양

육에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본 논문의 노동계급 여성

들은 남편이 가사와 양육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퇴직에 이를 정도로 일을 할 수 

있었다. 노동계급 여성은 일하는 엄마로서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자신이 

가계의 경제적인 책임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교육시키고, 

양육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자신의 생애이야기를 가족, 특히 

남편과 시집 식구들을 중심으로 서술했고,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남편과 

시집에서의 부당한 대우가 주된 서사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은퇴 과정과 은퇴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중간계급 정년퇴

직 여성들은 30년에서 40년을 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해 온 반면에, 노동계급 

여성들은 무기계약직에서 정년퇴직했고, 상대적으로 근속년수가 짧았다. 중도퇴직

한 중간계급 여성들은 여러 가지 퇴직 사유를 들었고, 직장과 관련한 비가족적 요

인이 주가 되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이 퇴직 사유로 제시한 것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에 불과했으며, 상대적으로 가족 관련 요인이 더 많았다. 중간계급 여성들 중 

일부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경제적인 활동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서

술했고, 퇴직 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나 시간 운용이 자유로운 

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의 대부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도 당연히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고, 단절 없이 일을 하고자 했

다. 노동계급 여성 대부분은 퇴직 후 전일제로 일하고 있었고, 퇴직 전 직종과 유

사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노동조건은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은퇴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여성들은 공공부문에서 정년퇴직한 사례

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퇴직을 곧 은퇴로 인식했다. 이 외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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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것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상태를 선뜻 은퇴한 것으로는 규정짓지 않으려고 

했다.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은 은퇴를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 사회적으

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 하는 것,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 하는 것, 은퇴는 없는 것, 

은퇴는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은퇴를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정의한 여성들은 가사노동, 손자녀 돌봄도 노동의 영역에 포함해

서 논의하고 있었는데,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둘 다를 포함한 개념으로 노동을 상

정하는 것은 여성의 은퇴 정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

이 은퇴에 부여하는 의미는 새로운 시작, 여유로움, 상실, 양면적인 의미였다. 중간

계급 여성들은 은퇴를 삶의 새로운 시작, 여유로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노동계급 여성들은 은퇴를 상실로 의미화한 경우가 많았다.

본 논문을 통해서 여성들은 계급과 관계없이 남성에 비해 훨씬 더 가족에 고착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간계급 여성들과 노동계급 여성들은 일-가족에 대

한 협상력에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여성이 가족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는 기존 설명의 선후관

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고,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쉽게 경력단절을 선택하게 되고, 일-가족 양립에서 협상

력을 발휘하지 못 하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 은퇴 연구에서는 노동계급 여성의 경험이 여성일반의 경험으로 분석되어

졌고, 남성과 여성 간 은퇴의 차이점이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들과 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들의 은퇴 과정과 은퇴 경험은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요한 일자리에서 장기간 경력을 가진 여성들의 은퇴 

경험은 남성 노동자들의 은퇴 경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본 논문의 발견으로 볼 

수 있다.

주요어: 여성 은퇴, 일-가족, 젠더/계급, 여성 노동, 중고령 여성, 중간계급 여성, 노

동계급 여성, 생애이야기 

학  번: 2009-3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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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본 논문은 은퇴기 여성의 생애를 통한 일과 가족, 은퇴의 경험을 살펴본다. 여성

들은 생애과정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과 진출을 반복하는 불연속적인 노동 이력

을 나타내며, 전일제 및 시간제 등 여러 형태의 일자리를 넘나드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되어 온 일-가족1) 양립의 책임 때문인 것으로 지적

된다. 가족 돌봄의 책임이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구조화하고, 역으로 노동시장

에서의 낮은 지위가 가족 내에서 여성의 돌봄노동 전담이 정당하다는 기제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여성의 이 같은 일-가족 경험은 노동생애를 마무리 짓는 ‘은퇴’

의 경험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본 논문이 여성의 취업에서 은퇴까지의 경험을 일-

가족 서사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생애이야기를 통해서 읽어내고자 하는 이유이

다. 은퇴는 노동 이력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각 개인의 직업경력의 특성과 함께 연

구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일과 가족, 은퇴 경험을 연구하기 위해 본 논문이 50대에서 60대 초반 연

령대의 여성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이들이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은퇴’를 

일반적 사회현상으로 다룰 수 있는 거의 첫 번째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순

히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의 수가 많아진 세대일 뿐 아니라, ‘은퇴’를 논의할 만

큼의 안정성을 가진 여성 일자리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시기에 직업 생활을 했던 

세대이다. 하지만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여성의 일반적인 은퇴 경험이나 

같은 세대 여성들의 경험을 대표하는 사례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본 논문의 연구

과제인 여성의 은퇴 경험에 대한 면접에 참여한 여성들은 같은 세대의 여성들 중 

매우 소수였던 장기간의 좋은 일자리에 종사했던 경우거나,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

만 상당히 오랜 기간 일을 해 온 경우로서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

 1) 본 논문에서는 문장의 맥락에 따라서 ‘일’과 ‘가족’을 각각 쓰거나, 하나로 묶어서 ‘일-가
족’으로 쓰고자 한다. 여성의 노동생애는 일과 가족 사이를 오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
할 경우에는 일-가족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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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여성 취업의 당위성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이를 위한 제도

적인 배려는 조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다(조혜정, 1988). 결혼과 동시에 가정주

부로 정착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당시 사회풍조에서 결혼퇴직은 관행

적으로 이루어졌다(전경옥⋅유숙란⋅김은실⋅신희선, 2011). 경력단절 여성이 재

취업 시 주어진 일자리는 저숙련⋅저임금⋅비정규직이 대부분이었고, 기혼 여성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력으로 활용되어 남성처럼 생애 대부분에 걸쳐 노동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본 논문은 중고령2) 여성 일반이라기보다는 운이 좋게도 

상당히 긴 노동경력을 가지게 된 은퇴기 여성의 생애를 통해서 여성의 일과 은퇴

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계급의 차이에 따라 어떤 다른 쟁점들이 얽히는가를 알

아보고자 한다.

은퇴의 전통적인 개념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비경제활동 상태를 유지하

는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사건(event)이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일하는 삶이 연장되면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도 다

양한 형태로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최근 은퇴개념은 노동시장을 이

탈하는 과정에서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과정(process)’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은퇴기 여성의 경우 생애노동이 권장되지 않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와 그 의미는 남성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여성의 은퇴

개념에서는 주관적인 판단과 개인들이 은퇴의 의미를 구성해내는 방식에 주목해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은퇴를 과정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개별 여

성의 일-가족 경험이나 노동생애 자체가 이들의 은퇴 과정과 은퇴 의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기존의 은퇴 연구는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중간계급 남성을 모델로 하

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평생직장이나 평생 고용이 가능했던 시기에는 

남성들이 전일제 직업에서 생애노동경력을 지속하는 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을 포

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었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전개된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로 지금은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2) ‘중고령기’는 엄 한 학문적 구분은 아니다. 노인인력활용 정책의 측면에서 노인과 중고
령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0세 이상은 준고령, 55세 이상은 고령
자로 규정하였다. 통칭 50대의 취업자를 중고령자로 명명하며, 기존의 중년과 노년의 구
분에서 차별화된 연령대로 구분하기 시작했다(서미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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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줄어들고 있다. 상당한 수의 하류계급 남성은 비정규직 혹은 제도적 정년

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임금 부문에 근무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노동 이

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3) 깁슨(Gibson, 1987)은 정규직에 종사하지 못 하고, 연

금 수여 대상이 아니고, 명확히 일을 그만 둔 적도 없는 사람들은 은퇴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동시장에 불연속적으로 참여

한 여성들과 하류계급 남성은 중간계급 남성의 경험에 기반한 기존의 은퇴 연구에 

속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열악한 노동시장 하에서 불안정 

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여성도 나쁜 일자리에 종사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은퇴 연구와 은퇴정책에서 배제되어진다.4)

은퇴 연구는 중간계급 위주의 연구라는 점에서 문제적이지만, 남성중심적인 연

구라는 점에서도 여전히 문제적이다. 기존의 은퇴 연구는 임금노동 중심으로 연구

되었고, 노동 생애 중 자신의 가족생활은 사적 영역을 책임지는 여성이 해결한다

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남성중심적인 연구에서 일과 가족은 별개의 것으로 여겨

지고 있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에는 일과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는가가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어떤 일자리에 종사하든 남성에 비해 훨씬 더 

가족에 고착되어 있고, 일과 가족의 경계를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협상하면서 임금

노동에 임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여성의 삶 속에서 결혼생활이나, 가족 내 역할, 

경제활동에의 참여는 삶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각기 하나의 삶의 과제로 여겨진

다. 여성들의 생애는 일과 가족을 오고 가면서 이루어져 왔고, 여성은 자신의 삶에

서 가족생활에서의 성역할과 본인의 소득활동 사이에서 주체적으로 균형을 만들

어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의 취업경험의 단

절 혹은 종결을 ‘은퇴’라고 이야기하는 여성들은 굉장히 소수이다. 정년이 보장되

 3) 박경숙(2003)은 전형적인 은퇴 경로와는 상당히 다른 경로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고령자
가 그 수에 있어서는 더 전형적이라고 설명한다. 

 4) 정년 연장 관련법의 효과를 분석한 석재은⋅이기주(2016)의 연구에서 고학력이고, 남성근
로자인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으며, 공공 및 정부기관 종사자가 민간기업 종사자에 
비해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또한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와 노동조
합이 조직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즉 정년 연장의 혜택
은 모든 노동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집단인 특정계층에게 
집중되는 계층화 효과, 젠더 편향 효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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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좋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이 그다지 많지 않고, 평생직업경력을 지속하는 

여성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은퇴라는 범주에 적용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적다. 즉 현재 여성 은퇴자가 비가시화되어 있는 것은 여성들이 취업을 하지 않았

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5)에서 오랫동안 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은퇴 여성’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자신

을 은퇴 여성이라고 정의하는 여성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은퇴 여성만을 대상

으로 연구할 경우 대다수 일하는 여성들의 경험이 삭제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경우 괜찮은 일자리는 아니었지만 임금노동을 했던 여성들이 노동을 

그만두게 되는 과정을 은퇴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는 개인

이 노년기 삶으로 접어드는 전환기로 여겨지지만(정찬인, 2010) 노년기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남성들을 위주로 연구되고 있고, 여성은 노년기 빈곤의 주체로 연구

되고 있을 뿐이다(박미정, 2014; 최선화, 1999; 최희경, 2005). 여성이 남성보다 평

균수명이 길고 더 긴 노년기를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노년기 생활의 주

체로 인식되지 않고, 남편에게 혹은 자식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은퇴 과정에 들어가 있는 여성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자기

의 경험을 어떤 언어로 얘기하고 있고,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은퇴라는 이름으로 포착이 되지 않았던 여성의 노동경험도 은퇴로 자리매김

할 때 여성의 노년기에 대한 논의가 풍부해질 수 있고, 노년기 여성들에 대한 정책

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남성들의 은퇴 과정에 대한 경험이 노동자 정체성으로 살아오던 생애가 일단락 

지어지는 것에 대한 것이라면 여성들의 은퇴 과정에 대한 경험은 일과 가족을 오

고 가던 경험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다. 실제로 개별 여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의미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여성들의 은퇴 

과정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 여성 개인들이 이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는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여

성이 일과 은퇴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여성들의 일-가족에 대한 생애이야기를 통

 5) 좋은 일자리(good job)는 일자리의 질을 다루는 개념 중의 하나로,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
는 다른 개념으로는 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EU의 ‘일자리의 질(quality of 

job)’, OECD의 ‘더 나은 일자리(better job)’ 등의 용어가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고용 기회, 

적절한 임금, 고용 안정, 안전한 작업환경, 고용평등 등을 공통적으로 추구한다(박은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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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읽어내려고 한다. 개별 여성의 노동생애와 은퇴 과정에 대한 경험은 다양하

게 나타나지만 여성이 언제 어떻게 은퇴할지에 대한 결정과 은퇴의 의미가 형성되

는 것은 여성들이 일-가족을 어떻게 조율하며 살아왔는지의 구체적인 형태와 어떠

한 생애노동경험을 가졌는지에서 기인한다. 

본 논문은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여성 중에서, 본인의 주된 일자리6)에서 퇴직한 

기혼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50대 이상 여성의 생애에서 대표적인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형태이고, 결혼⋅출산⋅양육과 같은 생애 사건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접한 연관을 맺으며 취업지속과 단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성

의 일과 은퇴의 특성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 자

신의 역할을 조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은퇴 과정에 있는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여성들은 장기간 일과 가족을 오고 가

면서 본인의 노동생애를 지속해왔던 사람들로서 본인의 노동생애를 끝내는 시점

에서 서술하는 생애이야기에는 자신의 노동 이력의 특성, 일-가족의 긴장, 현재 본

인의 상황에 대한 해석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은퇴 과정에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서술하고, 해석하는지 여성 개인들의 해석을 드러

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취업(-경력단절-재진입-이직)에서 은퇴까지의 노동 이력을 변화시

키는 주된 계기들은 무엇인가? 또한 일자리를 지속하거나 단절하는 이유는 무엇이

며 그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여성들은 자신의 유급노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 의미는 일과 생

계부양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셋째, 여성들은 일-가족 양립을 어떻게 인식하고, 일-가족 양립을 위해 어떤 전

략과 선택을 했는가? 또한 일하는 엄마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넷째, 은퇴 과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노동시장 경험이 있는 개별 여성들은 본

인의 일과 가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서사를 구성하는가? 그 서사를 특징짓는 사회

적 요인이 있는가? 

다섯째, 여성들의 퇴직 전 노동 이력 경험이 퇴직 사유와 퇴직 후 활동에 어떤 

 6) 본 논문에서는 50세 근방에서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정의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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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여성들의 노동경험

은 어떠한가? 

여섯째,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은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

하는가? 기존의 은퇴 정의와 분석이 여성들의 삶과 경험을 설명하는데 적절한가?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유급노동(paid work)과 가족 내 무급노동(unpaid 

work)을 어떻게 구분해서 이해하고, 자신의 임금노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2절 선행연구 검토

1. ‘은퇴’에 한 페미니스트 근

일반적으로 은퇴는 경제활동을 그만두었거나 그만 둔 것과 다름없는 상태를 일

컫는다. 은퇴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연령, 연금 수급, 경제활동참가 여부, 노동시간

이나 임금수준이 일정수준 이하로 급격히 축소된 것의 여부 등 객관적인 기준이 

사용된다(김나연⋅김성희⋅정은하, 2007; 김지경, 2005; 성영모⋅오제은, 2014; 우

혜경⋅조영태, 2013).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은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은퇴의 전통적 정의가 여성들

의 은퇴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한다(Byles, Tavener, Robinson, 

Parkinson, Smith, Stevenson, Leigh & Curryer, 2013; Calasanti, 1993; Duberley, 

Carmichael & Szmigin, 2014; Loretto & Vickerstaff, 2012; Simmons & Betschild, 2001).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기존의 은퇴 정의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은퇴 정의 하에서는 여성의 은퇴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이 어렵

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취업 이력(work history)이 다양하기 때문에 은퇴를 측정하

는 것이 남성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Bateson, 1989). 대부분의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떠나고, 재진입하는 불연속적인 고용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Simmons 

& Betschild, 2001) 여성의 삶에서 일과 은퇴 사이의 경계는 불분명하다. 은퇴의 전

통적인 정의는 선형적인 노동 경로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를 사용하면 

간헐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여성들이 배제된다(Richardson, 1999). 은퇴

를 정의할 때 주로 사용하는 주된 일자리 개념 또한 여성들이 장기간 연속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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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여성 은퇴 연구에 적용하기 

어렵다.

둘째, 은퇴개념은 남성의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여성의 은퇴개념은 남성과는 다

르다는 것이다. 칼라산티(Calasanti,1993)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비롯한 무급노

동도 일로서 규정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연구를 시작한다면 일과 은퇴의 새로운 관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들은 공식적인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교대로 수행하는데(Duberley et al., 2014), 

은퇴는 유급노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만을 의미할 뿐 여성이 가정에서 하는 노동

은 계속되기 때문이다(Calasanti, 1993). 시몬스와 베칠드(Simmons & Betschild, 

2001)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연구참여자 여성은 스스로를 은퇴했다고 정의내리

지 않는다. 자신들은 유급 노동에서는 은퇴했지만 가사노동과 가족 구성원의 돌봄, 

자원봉사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에서 은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7) 

한편 여성들에게는 은퇴개념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는데(Price, 

2002; Price, 2005; Loretto & Vickerstaff, 2012; Sargent, Lee, Martin & zikic, 2012) 특

히 불연속적인 취업력을 가진 여성들에게 은퇴의 의미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

다.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라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과 진출을 해

왔다면(Price, 2002) 은퇴가 특정 나이에 발생하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일을 멈춘

다고 여기지 않는다. 또한 자기 자신은 은퇴했다고 정의하지만 임금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도 있고, 자신은 반은퇴자라고 정의내리는 여성도 있다(Loretto & 

Vickerstaff, 2012). 로레토와 빅커스태프(Loretto & Vickerstaff, 2012)의 연구에 의하

면 여성에게 ‘은퇴한’ 상태와 ‘은퇴하지 않은’ 상태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여성 은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족, 유급노동과 무

급노동,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여성의 역할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 하에서야 여성들이 왜, 어떻게 남성의 경험과는 다른 

방식으로 은퇴를 경험하는가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Richardson, 1999). 

 7) 슬레븐과 윙그로브(Slevin & Wingrove, 1995)의 연구에 의하면 일부 전업주부들은 임금노
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은퇴 연령이 되었을 때 같이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금
(spousal benefits)을 받고 있는 경우, 혹은 가사노동을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여
기는 경우에는 자신도 일정 시점에는 은퇴한 것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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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기존 연구의 관점에 대해서도 한계를 지적한다. 여

성의 은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존연구가 몰성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다(김은정, 2012; 심우정⋅김은석⋅하지영, 2016; 안지선⋅전혜정, 2012; 한경혜⋅
최새은, 2013; Loretto & Vickerstaff, 2015; Price & Nesteruk, 2015). 지금까지 연구는 

주로 남성의 경험을 준거로 분석했기 때문에 여성의 경험은 남성의 표준적인 경험

에 비하여 예외적이며 특수한 것으로 논의되거나, 지나치게 단순화된다는 것이다

(심우정 외, 2016).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단지 남성과 여성의 은퇴 경험에서의 차

이를 분석하는 연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은퇴를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Loretto & Vickerstaff, 2015; Price & Nesteruk, 2015), 은퇴당사자로서 여성

에 대해 연구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 할지라도 여성의 경험에서 출발한 모델

로 분석하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여전히 연구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본다(Calasanti, 

1993). 로레토와 빅커스태프(2012)는 은퇴자들이 은퇴와 관련해서 느끼는 가장 일

반적인 개념 중의 하나인 ‘자유’에 대한 남녀 은퇴자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

유는 남성중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뿐이어서 여성의 경험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남성들은 은퇴 후 느끼는 자유로움을 일에서 벗어나 취미와 흥밋거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반면 여성들에게 자유로움은 임금노동과 가사노

동을 둘 다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가사노동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유연노동에 종사했던 일부 여성들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직업으로부터의 벗어남 정도로 여겨졌다(Loretto & Vickerstaff, 2015). 

은퇴와 관련한 국내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여성

을 포함한 연구라 할지라도 ‘성’을 변수 중의 하나로 취급한 연구가 다수이다(김여

진⋅박선영, 2013; 심우정 외, 2016). 은퇴 경험의 성차를 전제하고 여성의 은퇴 경

험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고, 은퇴개념에 대한 페미니즘적 분

석은 아직 연구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여성 개인이 은퇴를 어떻게 정의하고 의

미화하고 있는지를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서사를 통해서 분석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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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의 은퇴 연구

1) 여성의 은퇴 과정

전통적인 은퇴개념은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다시 노동시장으로 회귀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사건을 의미했으나(박경하, 2011)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된다(박경숙, 2003; 장지연, 2003; 최옥금, 2011; 한

경혜, 2008). 즉,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난 상태가 아니라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한 후 자영업 등의 가교 일자리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여 점진적, 단계적으

로 은퇴를 하는 것으로 개념화 되고 있다(장지연, 2003). 본 논문에서도 은퇴를 과

정적 개념으로 보고 은퇴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은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를 보려고 한다. 은퇴는 남녀 모두 경험하는 과정이지만, 여성이 가사노동과 양육

의 주된 책임을 맡고 있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취약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근로생애가 더 다양하고, 은퇴 과정도 더 복잡한 것으로 나타난다.8) 

여성 은퇴에서 은퇴를 과정으로 개념화한 선행연구들은 은퇴자 유형화에 대한 

분석이나(심우정 외, 2016; Duberley et al, 2014; Everingham, Warner-Smith & Byles, 

2007) 은퇴자의 은퇴 과정을 몇 가지 패턴으로 구분하면서 다양성을 강조하는 분

석이 주를 이룬다(최옥금, 2011; 한경혜⋅손정연, 2012; 한경혜⋅최새은, 2013). 

은퇴 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여성이 전통적인 은퇴보다는 점진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여성은 남성보다 이른 나이에 

은퇴가 시작되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가교 일자리나 비취업 등으로 이동

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최옥금, 2011; 한경혜⋅손정연, 2012). 장지연

(2003)의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은퇴 과정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임시

직, 일용직으로 전환해서 근로를 연장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

혜⋅최새은(2013)은 여성 베이비부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성 내에서도 은퇴 과

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여성이 종사하고 있던 직종에 기인한다고 분석

 8) 여성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취업상태에 있다가 점진적 은퇴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주된 일
자리로부터의 이른 퇴직이 바로 완전은퇴로 이어지는 경우, 이른 퇴직 후 긴 휴지기를 거
쳐서 중년기에 재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다 완전은퇴에 이르게 되는 경우 등의 다양한 형태
로 은퇴를 경험한다(한경혜⋅최새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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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자영업과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완전은퇴에서의 생존률이 높게 

나타나고, 사무⋅기술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완전은퇴의 생존율이 가장 낮은 집단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은퇴자 유형화에 대한 연구들은 듀벌리 외(Duberley et al., 2014)의 연구, 에

버링헴 외(Everingham et al., 2007)의 연구, 심우정 외(2016)의 연구가 있다. 듀벌리 

외(2014)는 퇴직 후 이전 직업과 관련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류와 변화를 추구

하는 부류로 여성 은퇴자를 구분한다. 변화를 추구하는 부류 중 일부는 여가활동

에 집중하고, 일부는 다른 분야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했다. 에버링헴 외(2007)의 

연구에서 은퇴 여성은 은퇴 후 일하는 삶을 끝내고 전형적인 은퇴에 진입하는 부

류, 기존의 임금노동 시간을 줄이고 더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는 부류, 자신이 조

절할 수 있는 더 유연한 구조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부류로 나뉜다. 심우정 외

(2016)의 연구는 여성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퇴직 후 경험에 따라 일지향형, 자아

실현형, 의미추구형으로 분류한다. 일지향형과 자아실현형은 주된 일자리 퇴직 이

후 재취업을 희망하거나 재취업에 성공한 집단이지만 재취업의 동기에 있어서 전

자는 경제적 보상에, 후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직

업활동의 확보에 초점을 둔다. 의미추구형은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고, 은퇴를 휴식과 쉼의 기회로 간주한다. 

여성의 은퇴 과정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자리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로 여성의 은퇴 과정을 파악하는 

연구들은 여성의 은퇴경로를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은퇴경향을 설명하는데 기여

한다. 하지만 여성의 은퇴에서 중요한 변수인 가족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여성의 은퇴 과정을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성

의 근로 생애에서 가족은 경력을 단절하게 하거나 은퇴에 이르게 하는 주요한 요

인이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은퇴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일자리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관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2) 여성의 은퇴 경험

우리 사회에서 은퇴 여성은 가시화되지 않았고, 여성과 은퇴는 연관되지 않는 

주제로 여겨졌다. 은퇴 연구에서 여성은 주로 은퇴자의 아내, 부부의 일방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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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었고 여성 은퇴당사자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부족하다(이호숙, 2016). 국내에

서는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여성 은퇴당사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9)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일하는 여성들도 가정 내 돌봄 역할과 가사노동 수행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는 은퇴 후에도 지속된다(김미혜, 2016; 김은정, 

2012; 성미애⋅옥선화 2004; Price, 2002; Price, 2003; Price & Dean, 2009). 은퇴 후 

일부 여성은 오히려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Calasanti, 1993), 은퇴 여성의 대

부분은 다른 가족 구성원, 특히 손자를 돌봐줄 것을 요청받는다(Duberley et al, 

2014). 이러한 분석은 은퇴 자체는 여성들이 가족 내 돌봄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나타낸다. 

여성의 은퇴 경험을 분석한 국내외 연구들은 주로 여성들의 은퇴 전 직업을 기

준으로 은퇴 후 경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해석한다(김은정, 2012; 성미애⋅옥선

화, 2004; 한경혜, 2008; Price, 2002; Price, 2003; Price & Dean, 2009; Sherry, 

Tomlinson, Loe, Johnston & Feeney, 2017). 전문직과 비전문직 은퇴 여성을 비교한 

프라이스(Price, 2002)의 연구에서 두 집단의 여성은 가족을 돌보는 것과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가족과 사용하는 시간의 양에서는 상

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은퇴 여성들은 일에 대한 정체성이 강

하기 때문에 주부 역할에 동일시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며, 가족을 돌보는 데 최소

한의 시간을 사용한다(Price & Dean, 2009). 또한 경제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유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은퇴 이후에도 가정주부 역할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

인다(Price, 2002). 전문직 은퇴 여성들은 은퇴 후에도 이전에 종사했던 직업과 관

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비전문직 여성에 비해 여가 활동과 지역봉사 활동

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Price, 2002; Price, 2003). 전문직 은퇴 여성은 특히 시

간을 조직화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크며, 일상생활을 구조화하는 것이 은퇴 후 생

활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Price, 2003). 이들은 직장생활을 할 때

처럼 일상 시간을 구조화하려 한다(Price, 2003; Sherry et al., 2017). 반면 비전문직 

은퇴 여성의 일차적 정체성은 가족 역할과 관련되어 있으며(Price, 2002) 가족에 대

한 책임감으로 은퇴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에 대한 의무감은 은퇴 후 시간을 사용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은 은퇴 후에도 배우자와 확대가족을 돌보는 데 

 9) 여성 은퇴 관련 첫 연구는 여성 예비은퇴자를 대상으로 1998년에 행해진 연구이며, 여성 
은퇴당사자에 대한 연구는 2004년에 처음 행해졌다(이호숙,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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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Cook, 1991), 가족과 관련된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려

고 한다(Price, 2002). 

은퇴 여성의 경험은 주로 노년층 전문직 위주로 연구되어 왔고, 이러한 경향은 

국내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문직 여성 은퇴자들은 은퇴 후에도 자신의 일과

를 은퇴 전과 유사한 형태로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2012). 교

직⋅공무원직 여성 은퇴자의 대부분은 자녀 지원활동보다는 직업생활과 연결되는 

활동이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활동에 주력한다(성미애⋅옥선화, 2004). 은퇴

한 전문직 여성노인들은 가사노동을 본인의 책임으로 내면화하지만 직업에 종사

하던 당시에도 친정이나 시부모가 육아 및 가사를 지원해 주고, 가사노동 전담자

를 고용하는 등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자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남편에게 가사노동의 분담을 요구하지 않고(김은정, 2012), 가사노동을 귀찮아하거

나 가사노동 시간을 아깝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성미애⋅옥

선화, 2004). 

김은정(2012)과 성미애⋅옥선화(2004)의 연구는 여성을 은퇴당사자로 규정한 국

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 은퇴자의 은퇴 후 생활을 연구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노년기에 은퇴를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장년 여성들의 은퇴 경험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10) 우리 사회

는 압축적 근대화 과정(장경섭, 2000)을 겪었기 때문에 은퇴에 대한 경험에서도 세

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고, 개인수준에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과정 역시 개별 

세대마다 상이하게 구성되리라 여겨진다(차승은, 2012). 

현재의 중장년층의 경우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기

반이 마련되는 시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한 세대로서, 은퇴가 당사자 및 주변 가족

구성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과거 여성 은퇴자들의 경험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내 논문들은 주로 전문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은퇴 경험을 분

석함으로써 여성 은퇴자 집단 내의 다양한 은퇴 경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년층과 다른 경험으로서 중고령층 여성의 은퇴 경험

10) 1960-70년대 후반은 취업한 직장주부가 있는 가정에서 가사일을 대체할 인력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김원, 2005) 일과 가족의 이중부담과 그에 따른 갈등이 아직 잠재되어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기혼 취업임금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취업 여
성의 경우 일과 가족 두 영역에서 담당해야 하는 역할의 이중부담이 본격화되고 이에 따
른 갈등이 문제가 되었다(강이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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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종에 따른 계급 분류를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절 용어 정의와 분석틀

1. 용어의 정의

1) 은퇴

은퇴(retirement)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

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유급 노동을 하지 않고 노동시

장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은퇴라고 봤다. 최근 은퇴 연구에서는 은퇴개념을 

이처럼 한 시점에 결정된 사건이나 불가역적 사건으로 보는 것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 하에서는 은퇴 후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거나 모호한 이행패턴

을 보이는 경우는 해석하기 어렵고(Mutchler, Burr, Pienta & Massagli, 1997), 경제활

동은 중단하였지만 은퇴를 결정한 것이 아닐 경우 표명된 상태와 내재된 상태 간

의 불일치를 초래해 개념을 정의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박경하, 2011). 또한 최

근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과 일자리의 의미 자체가 변화하고 있고, 고령

화가 급속도로 지속되는 속에서 영구히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를 설정하

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은퇴개념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는 사건이나 상태

가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본다. 이는 적어도 2000년대 

이후 은퇴 연구의(김예지, 2016; 이가옥⋅이지영, 2005; 장지연, 2003; 한경혜, 2008; 

최옥금, 2011; Wang & Shultz, 2010) 주된 경향이다. 은퇴를 과정으로 보는 양적 연

구에서는 은퇴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교 일자리11)를 사용한다. 가교 일

자리의 종류에 따라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지 않고 같은 일자리에서 시간이

나 임금을 줄여서 일하다가 완전히 은퇴하는 형태를 단계적 은퇴(phased 

retirement),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에 새로운 직장에서 전일제 근로나 파트 

11) 가교 일자리란 부분 은퇴 과정에서 전일제 주 직장과 완전한 노동력의 중단까지를 이어주
는 일자리를 의미한다(여혜수, 2014).



은퇴기 여성의 일-가족 생애이야기와 ‘은퇴’의 의미

- 14 -

타임 형태로 시간이나 임금을 줄인 형태로 일하다가 은퇴하는 것은 부분 은퇴

(Partial retirement)라고 규정한다(현우영, 2016). 

주된 일자리에서는 퇴직했지만 현재 가교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신을 은퇴한 상태로 여길 수도 있고, 혹은 은퇴한 상태가 아니라고 규정할 수도 있

다. 과정으로서의 은퇴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은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사용하는 가가 중요한 연구의 초점이 된다. 

따라서 일자리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관적 정의를 포함하는 은퇴개념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과정으로서의 은퇴와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주관적 의미’로서

의 은퇴 둘 다로서 은퇴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2) 퇴직

본 논문에서는 퇴직을 은퇴와는 구분되는 의미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퇴직( 

quit the career job)’은 주된 일자리를 그만 두는 사건 중심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퇴직의 정의를 통해 ‘회사를 그만 두고 물러나는’ 일반적인 ‘퇴사(quit 

the job)’개념과는 구분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퇴직을 정의하는 주요 개념인 ‘주된 일자리’는 대부분의 국내 연구

들에서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박경숙, 2003; 방하남⋅신

인철, 2011; 신동균, 2009; 이현기, 2003). 연구자들은 응답자가 자신의 생애에서 가

장 오랜 기간 동안 일한 일자리로 정의하거나(최옥금, 2011; 한경혜⋅손정연, 

2012),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나

수영⋅한경혜, 2016; 신동균, 2009; 이현기, 2003; 최문정, 2005). 하지만 주된 일자

리의 근속년수를 특정하게 규정하는 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은퇴 연구에 적합

하지 않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취업의 지속성이 낮고, 장기간의 안정적인 취업 상

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노동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최옥금, 2011; Szinovacz, 

Chung, Mitsui & Davey, 2008).12)13) 주된 일자리를 단순히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

12) 55~64세를 대상으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을 조사한 결과 2018

년 5월 기준 남성은 19년 3개월, 여성은 11년 5.7개월로, 남성과 여성 취업자 사이의 차이
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18).

13) 연구참여자 중 이은옥(63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결혼과 
양육으로 인해 5년 동안 경력을 단절하였으나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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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자리로 정의하는 것 또한 여성의 은퇴를 연구하기에 적합한 기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여성의 경우 결혼이나 양육을 계기로 청년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

우도 많기 때문에 은퇴기 여성의 경험을 분석하는 본 논문의 기준에는 적절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50세 근방에서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자리를 주된 일자

리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신의 노동생애에서 더 오랫동안 근무한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50세 근방에서 근무한 일자리가 은퇴 과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3) 계

본 논문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이야기를 다르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계

급을 상정하고, 연구참여자의 직업에 따라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으로 나누어서 분

석한다. 이러한 분류는 홍두승의 계급 모형(1993)14)을 근간으로 한다. <표 1-2>는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에 속하는 직업을 홍두승의 계급 모형을 바탕으로 분류한 것

이다. 

장에 참여하였다. 이은옥은 38년의 생애노동경력을 가지고 있으나,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직장의 근무년수는 고작 6년이다. 근속기간의 기준을 적용해서 주된 일자리를 정의하는 
연구들에서는 주로 10년 이상 근무한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이은옥은 38년을 일하고도 주된 일자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은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은옥의 주요 직업경력은 다음과 같다. 20~21세: 삼촌 회사 경리, 21~26세: 공무
원⋅삼촌 회사 경리 병행, 26~27세: 삼촌 회사 경리, 27~30세: 사무직원, 30세: 결혼퇴직, 

35~39세: 보험 영업 직원, 39~45세: 보험대리점 운영, 45세~51세: 보험 영업 직원, 51~56세: 

식당 점원, 56세: 식품회사 생산직, 57~62세: 식품회사 생산직. 

14) 홍두승(1993)은 계급구분의 기본적인 축으로 사회적 자원의 통제수준과 부문을 강조한다. 

사회적 자원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자원을 포함하고, 소유정도와 통제수준에 따라 
상⋅중⋅하 계급으로 구분된다. 한국경제는 조직, 자영업, 농업 부문으로 구분하고, 8개의 
계급범주로 식별한다. 홍두승의 계급 모형은 표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표 1-1> 홍두승의 계급모형

사회적 자원의 
통제수준

부문간의 구분

조직 자영업 농업

상 중상계급

중 신중간계급 구중간계급 독립자영농계급

하 근로계급 도시하류계급 농촌하류계급

출처: 홍두승⋅구해근. 2001. p.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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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홍두승의 계급 모형에 따른 직업 분류

계급 구분 직종 해당 직업

신중간계급

전문직
약사, 작가, 예술가, 언론인, 방송인, 종교인, 기타 
전문직

관리직 군인(영관급 이상), 경찰(경정 이상), 기타 관리직

반(半) 

전문기술직
교사, 학원 강사, 간호사, 건축사, 엔지니어, 연구
원, 기타 기술직

사무직

중간 관리직 회사원(차장/과장), 일반 사무직 회사
원(계장/대리/사원), 중간 관리직 은행원(차장/과
장), 일반 사무직 은행원(대리/행원), 사회단체 직
원(과장급 이하), 일반 공무원(5급 사무관이하), 군
인(위관급/하사관), 경찰(경감 이하), 기타 사무직

구중간계급

자영 
전문기술직

동물병원 원장, 소규모 컴퓨터 조립회사 경영주

판매직 도⋅소매 상점주인(5인 미만 고용), 부동산 중개인

서비스직
음식점, 여관 등의 주인(5인 미만 고용), 이⋅미용
실, 세탁소 주인(5인 미만 고용)

근로계급

사무직 전화교환수, 집배원

판매직
백화점, 대규모 유통업체 판매직원, 소규모 상점 
점원, 외판원, 기타판매직

서비스직
음식점, 여관 등의 종업원, 이⋅미용실, 세탁소 종
업원

생산직

생산 감독(주임/반장), 공장 근로자(숙련공/기능
공), 공장 근로자(반숙련공), 공장 근로자(견습공/

비숙련공), 고용 운전사(자동차/중장비), 개인택시, 

화물차 운전사, 기타 생산직

출처: 최유정⋅신아름⋅최샛별. 2012, p. 12 재구성. 홍두승⋅구해근. 2001, p. 280 재구성.

본 논문 연구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직업은 매표원, 헤드헌터, 은행원, 어린이집 

원장, 간호사, 대기업 직원, 주차요금 정산원, 군인, 물류회사 직원, 마트 계산원, 식

당 주인, 공무원, 매점직원, 조리보조원, 공장근로자, 교사이다. 이들을 홍두승의 계

급모형에 대비해보면 신중간계급, 구중간계급, 근로계급에 속한다.15) 연구참여자

15) 전인숙은 남편과 같이 식당을 운영하다 남편의 사망 후 혼자 식당을 운영하게 된 경우로 
구중간계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인숙의 노동 이력이나 서사에서의 특징, 학
력 등은 중간계급의 연구참여자들보다는 노동계급에 속하는 연구참여자의 특징과 유사하
므로 노동계급에 포함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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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노동 이력과 서사, 인적 자본 등을 고려해볼 때, 신중간계급 집단과 구중간계

급에 속하는 연구참여자의 특징이 유사하게 나타났다.1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들을 구분하지 않고 중간계급으로 통합하여 칭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간계급 여성이 종사하는 직종을 ‘좋은 일자리’로 규정한다. 좋

은 일자리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개념17)으로, 노동자가 어

떤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가로 고용의 관심이 이동하면서 2000년대 이후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18)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좋은 

일자리의 요건으로 임금, 고용안정성, 직업위세, 직무만족, 사회보장 등을 제시한

다(방하남⋅이상호, 2006; 송영남, 2011; 이성균, 2011; 최옥금, 2006). 본 논문에서

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참고하되 연구참여자들의 노동생애에서 나타난 특징들

을 감안하여 임금 수준, 직업의 사회적 위세, 고용안정성, 승진 가능성, 일-가족 양

립 프로그램을 좋은 일자리를 구성하는 요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분석틀

본 논문은 은퇴기 여성의 생애이야기19)를 통해 여성의 생애에서 일과 가족, 은

퇴가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분석한다.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족의 생애주

기에 영향을 받아서 진입과 진출이 이루어지거나, 때로는 가족 전략의 일부로서 

행해졌다. 따라서 기혼 여성의 노동은 노동, 그 자체에만 국한되어 분석할 것이 아

니라 가족과 긴 히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서 파악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은퇴도 

16) 본 논문에서 구중간계급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는 자영전문기술직인 어린이집 원장뿐이다. 

17)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논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좋은 일자리 외에도 ILO의 ‘괜찮은 일자
리(decent job)’, EU의 ‘일자리의 질(quality of job)’, OECD의 ‘더 나은 일자리(better job)’ 등
이 있다. 이 용어들은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을 강조하고자 사용하는 단어들이고, 각각의 
용어 하에서 측정 시 사용하는 척도가 유사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굳이 이 단어들을 구분
해서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18) 일자리의 질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돌봄노동자, 중고령 근로자, 고졸 청년 등 대상에 따
라 세분화하여 연구되고 있으며, 각각의 대상에 따라 좋은 일자리의 구성 요건은 조금씩 
차이를 나타낸다. 

19) 생애이야기는 여성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표현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연구참여자
가 대상화되지 않고 서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김성례, 2002; 윤택림, 2010; 이재
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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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그 자체만이 아니라 노동생애의 종결 과정으로서 가족생애와 노동생애의 영

향 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여성의 은퇴를 연구하기 위해 장기간의 노동경력을 가진 50대에서 60

대 초반 여성들의 생애이야기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서사는 은퇴 과정이나 경험뿐

만 아니라 가족생애와 노동생애를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본 논문의 분석틀은 <그

림1>과 같다. 

<그림1> 분석틀

연구참여자의 생애이야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사회적 변화와 개인적 요소, 젠

더/계급의 영향을 검토한다. 사회적 변화로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성역할 규범, 

기대수명의 연장, 노동시장, 국가정책의 변화가 연구참여자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다. 개인적 요소로는 가족의 계급적 위치, 현재의 가족상황, 노동 이력에 

대한 몰입정도,20) 개인의 건강의 차이에 따라 가족과 노동생애, 은퇴 과정과 은퇴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기존의 대부분의 은퇴 연구는 남성의 경험 위주로 연구되어졌고, 젠더 변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경험을 분석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여성은 ‘하나

20) 노동 이력에 대한 몰입정도는 노동경력에 공백이 있는지 혹은 안정적으로 경력을 유지하
는 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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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단으로 포착되어지고, 여성들 내부의 다양성은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들 개인이 젠더규범과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

여 패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연구들 하에서 여성들은 

내부에 차이가 없는 집단으로 상정되거나 여성들 내부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개인

적인 요소의 영향으로 설명되어졌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넘어서서, 젠더/계

급의 교차가 여성의 생애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한다.

4절 연구 방법

1. 질  연구의 설계

본 논문은 질적 연구로서 자료수집방법으로 심층면접법을 사용한다. 

여성 노동과 은퇴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되

었다. 양적 연구는 탐구하려는 현상을 수치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하고 분석하

면서 전반적인 경향성을 보여주는 연구 방법으로(조용환, 1999: 20), 추세나 관련

성, 변화의 패턴 등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양적 연구는 개인들의 주관

적 생각이나 특정한 현상을 경험하는 과정, 개인의 경험과 인식에 관계된 다양한 

맥락과 의미 등에 대해서는 탐구하기 어렵다(윤택림, 2013; Creswell, 2013[2015]). 

또한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다양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연구참여자를 일반화하여, 이들의 주체적이고 개별적인 맥락을 삭제하거나 

행위자성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김종률, 2013). 

질적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견해와 관점을 묘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Yin, 

2011[2013]). 질적 연구는 이슈를 탐색하거나 이슈에 대한 복합적이고 상세한 이해

가 필요한 경우와 기존 이론들이 문제의 복합성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 하는 경우

에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Creswell, 2013[2015]). 여성의 노동생애와 

은퇴 경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인

식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분석되어야 하므로, 본 논문에는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일-가족 관계를 협상하면서 장기간 노동 이력을 지속해 온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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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성들의 관점에서 생애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은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제기와 면접을 현상학적인 문제의식 하에서 했다. 현

상학적 연구는 현상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며,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의 본질

과 그 구조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Patton, 1990, 김인숙, 2016: 134에

서 재인용). 현상학적 방법이 가지는 강점은 전통에 근거한 믿음과 이론을 출발점

으로 하는 학문의 접근방식을 거역하고, 습관적인 사유의 방식을 뒤집는 것이다

(장혜경, 2008). 따라서 ‘은퇴자 됨’이라는 현상의 본질구조를 탐구하는 것은 은퇴

당사자들에게 은퇴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의 구성요소는 무엇이

고, 은퇴자 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현상학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은퇴에 관한 담론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던 여성들이 은퇴를 어떻게 경험

하는지의 과정적 정보를 밝히고, 일과 은퇴가 어떤 방식으로 개념화되는 지를 연

구하고자하는 본 논문에 효과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은퇴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를 설계하고 면접을 진

행했지만 면접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서사분석 방법을 보완하고자 한다. 면접에

서 연구참여자들은 특정한 다른 방식의 서사, 즉 일부는 가족 중심, 일부는 직장생

활과 직업경력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의 각기 다른 서사가 어

떤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사분석 방법을 보충하였다.

2. 면 조사 과정

본 논문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계획서를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2018년 2월 12일자. 

IRB No. 1802/001-008).

연구참여자 모집에는 편의표집법과 눈덩이표집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표본 추출은 적절성 원리를 고려해야 하는데,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생생

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알아내어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

다(Morse & Field, 1995, 장혜영, 2014: 18에서 재인용). 본 논문에서는 중고령 여성

의 은퇴 경험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관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대상들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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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참여자 모집은 크게 2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필자가 

지인을 통해 적합한 대상을 소개받고, 이후 면접에 응해 준 참여자를 통해 다른 참

여자를 소개 받는 방법을 취했다.21) 둘째, 중고령 여성들의 취업과 관련된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대상을 추천받았다. 연구참여자 모집을 위해 필자

가 방문한 기관은 50플러스 센터, 구립 자원봉사센터,22)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여

성이 회원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거나,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알선과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참여

자 선정기준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하였다. 기관의 담당자들은 기관에 드나드는 

내방자들의 상세한 직업이력이나 직장에서의 퇴직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체적인 연구참여자 소개에는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의 취지에 공감하

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일부 기관 담당자의 경우는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을 게

시판에 게시하도록 허락해주거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을 소개해 준 경우도 

있었다. 

지인이나 소개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경우, 중개인에게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23)을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연구참

여자가 이 문건을 통해 연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참여 여부를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질적 연구에서 면접의 초점은 경험에 대한 풍부한 서술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

것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대화와 협력에 의한 결과로 결정된다(장혜경, 2008; 

157). 질적 연구의 주된 관심은 표본의 크기가 아니라 연구 주제에 대한 정보를 극

대화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며(김인숙, 2016), 적합한 표본의 크기는 연구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성 은퇴당사자를 질적 연구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심우정 외(2016)의 연구는 16명, 로레토와 빅커스태프(2012)의 연구는 31명, 쉐리 

외(Sherry et al., 2017)의 연구는 17명의 연구참여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질

21)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참여자를 떠올렸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을 취하는 등 다른 연구참여자를 소개해 주는 것에 적극적이었다. 

22) 일부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은퇴자를 대상으로 봉사단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특성화된 봉사단이 있는 센터를 우선적으로 방문하였다.

23)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에는 연구 과제명, 연구자에 대한 기본 정보, 연구 목적, 참여자 선
정조건, 참여 내용, 참여기간 및 장소, 참여방법 등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개괄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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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에는 연구 현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하는 ‘충분함’이란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Morse & Field, 1995, 장혜영, 2014: 18에서 재인용). 본 논문에서도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을 만큼 풍부한 자료를 얻었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수준에서 면접

조사를 중단하였고, 그 결과 총 20사례를 면접하였다. 

본 논문을 위한 심층면접은 2018년 5월에서 8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면

접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승인받은 계획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을 시작하기 전 연구참여자와 함께 ‘연구참여자용 설명문’을 읽으면서 연

구 목적과 연구 과정, 연구참여자의 권리, 연구 자료와 개인정보의 관리 등의 내용

을 공유하고, 항목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가 각각 

동의서에 서명하고, 동의서를 한 부씩 나눠 가졌다. 

본 연구자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면

접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유연성있는 구조를 가지고 면접이 진행되며, 연구자

와 연구참여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질적 연구의 자료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김인숙, 2016, 216-217). 질문지의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생애 과정에 따라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이전, 퇴직 당시, 퇴직 이후의 시간 순으로 배열하였다. 

면접 △시 사용한 반구조화된 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

여자의 퇴직 이전의 생활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주요 질문은 주된 일자리 퇴직 이

전의 노동 이력, 경력단절 여부, 양육과 가사노동 수행관련 등이다. 둘째, 연구참여

자의 퇴직 당시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주요 질문은 퇴직 시점의 상황, 퇴직을 결심

하게 된 이유, 퇴직 준비 등이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퇴직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주요 질문은 퇴직 후 주요 변화, 하루 일과와 시간 활용, 주요 활동, 

자녀⋅남편과의 관계, 가사노동 수행 방법 등이다. 넷째, 은퇴와 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은퇴 상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 은퇴개념에 대한 정의와 의미, 일

의 의미 등을 물어 보았다. 

면접 일정과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해서 결정했다. 대부분은 

연구참여자의 집 근처 카페에서 이루어졌고, 일부는 집이나 근무 중인 사무실, 회

사 카페, 직업 훈련 중인 기관의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를 해야 하니 너무 

시끄럽지 않은 장소였으면 한다는 요청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집으로 장소를 

변경해 주거나 동네의 조용한 카페를 약속장소로 잡아 주기도 하고, 음악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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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울리는 카페에서는 스피커와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는 등 적극 협조해 주었다.

면접시간은 연구참여자에 따라서 한 회당 1시간 40분에서 4시간 50분까지 다양

하게 나타났다. 면접을 섭외할 때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안내하면 대부분의 연

구참여자들은 그렇게 길게 할 이야기가 없다고 했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보

면 평균 2시간은 거뜬히 채우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24)

대부분의 면접은 한 차례로 진행하였으나, 자신의 삶과 노동 이력에 대해서 많

은 이야기를 해 주는 ‘이야기꾼’25)인 경우 계획했던 시간보다 면접이 길어지면서 

추가면접을 해야 했다. 추가 면접이 이루어진 경우는 홍정희, 장애숙, 한선희의 3

사례이다. 

면접은 목적을 가진 상호적 대화이지만 질문하고 경청하는 기술 이상의 것으로, 

질문자가 응답자의 세계 속에 들어가 그의 경험과 교류하면서 경험의 재구성을 돕

는 상호이해의 과정이다(김인숙, 2016).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일-가정을 양립하

면서 어린 자녀들을 키웠던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혹은 고생하면서 살

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몇몇 연구참여자는 인터뷰 자체가 

자신의 인생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경험이었고, 은퇴나 노후에 대해서 깊이 생각

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말해주었다.

인터뷰는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였고, 녹음한 자료는 면접조사를 

마친 후 녹취록으로 작성하였다. 

3. 연구참여자의 특성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6개월 이상에서 5년 이내에 

있는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의 기혼 여성으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이 가장 오래 근무

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연령은 47.1세(통계청, 2018)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하

는 여성의 퇴직연령은 50세26)인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이 스스로 은퇴했다고 여기는 

24) 면접 내용 중 과거를 회상해야 하는 부분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연도나 자신의 나
이가 아니라 자녀들의 나이나 학년을 기준으로 이야기 했다.

25)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는 구술자를 ‘이야기꾼’이라고 칭한다(윤
택림⋅함한희, 2006: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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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대는 50대 이상이라고 추정된다. 선행 연구들에서 은퇴 과정이 시작되는 시기

로 50대 이상을 제시하고 있고(박경숙, 2003; 박경하, 2011; 신동균, 2009),27) 통계

청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구직사유의 은퇴항목을 55세 이상부터 질문한다는 것

(최옥금, 2011)을 통해서도 우리사회에서 은퇴에 직면하고 있고, 은퇴 후의 생애주

기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은 50대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고령기 

여성의 은퇴 경험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연령

을 60대 초반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둘째, 퇴직 후 6개월 이상에서 5년 이내에 있는 여성을 선정한다. 은퇴적응 과정

에 대한 애칠리(1982)의 연구에서 은퇴자는 퇴직 직후 월단계를 겪는다고 나타

난다. 월단계에 있는 퇴직자의 경우 퇴직 후 정상적인 적응과정을 겪는다기 보

다는 일에 대한 압박감과 일정에 매인 일상에서 벗어났다는 자유로움을 주로 경험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월단계를 벗어나 퇴직으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퇴

직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은퇴자의 적응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 이후 경과 기간’이 주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퇴직 후 5년 이내28)

의 연구참여자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들은 비교적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로 

퇴직을 과거의 지나간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 중인 사건으로 여기고 있으리라 추측

된다. 

셋째, 배우자와 자녀가 현재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의 대상인 50대 이상 여성의 생애에서 대표적인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형태이고, 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여성의 생애주기는 여성의 경

26)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체감 퇴직연령’을 주제로 남녀 직장인 6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에서 남성들은 53.1세, 여성들은 49.9세 즈음에 회사생활을 그만둘 것 같다고 예상
했다(동아일보, 2017. 04. 17.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417/83894224/2).

27) 박경하(2011)와 신동균(2009)의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박경숙의 연구(2003)에서는 55세 이
상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28) 퇴직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직자의 경험은 변화한다. 연구참여자의 퇴직 후 기간을 5

년으로 제한한 것은 은퇴 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적응 변화 정도가 다른 시기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난 한희자⋅강은실의 연구(2001)와 새로운 구조를 준비하는 전환기가 평균 4

년에서 5년 정도라는 레빈슨의 발달시기 이론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은퇴당사자를 대상
으로 퇴직 후 생활에 대해 연구한 성미애(1999), 성미애⋅옥선화(2004) 연구의 연구설계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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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동과 접한 연관을 맺으며 노동 단절과 은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고령

기 여성 은퇴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혼 여성을 연구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양한 노동 이력을 가진 참여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인 점은 연령

과 직종이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다양화를 꾀하고자 했으나 연구참여자 모집 과

정에서 교육수준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중개인들이 본 논

문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들을 소개할 때, 학력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라 종사하는 직종이 결정되기 

때문에, 직종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교육수준을 대신하고자 한다. 직종에 있어서는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려 했고, 같은 직종인 경우에는 지위가 

다른 참여자를 섭외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령 교직의 경우 평교사와 관리직에서 

퇴직한 연구참여자를 각각 섭외했다. 연구참여자의 퇴직 전 주된 일자리는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군인, 판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자영업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연령에 있어서는 50대와 60대의 수를 균등하게 하려 했고, 50대 내에서는 초반과 

후반 나이대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

연구참여자는 총 20명으로,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본 논문에 사용한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이며, 연구자의 개인정보

와 관련되는 학교명, 직장명 또한 모두 ○○와 같은 기호로 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학력은 노동시장 최초 진입 시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퇴 각 1명, 고졸 11명, (초)대졸 7명이다. 2015년 기준 50세 이상 여성의 평균 교

육년수가 8.9년인 것에 비교하면(주재선⋅송치선⋅배호중, 2017) 연구참여자들의 

학력은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특성은 은

퇴를 연구하는 본 논문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것이라 여겨진다. 50세 이상 연령을 

가진 여성 중 주된 일자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고, 스스로 은퇴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여기기 위해서는 비슷한 코호트의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했거나, 학력수준이 비교적 높은 여성들일 수밖에 없다.

노동계급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9사례로, 초등학교를 중퇴한 1명을 제외하

고는 모두 고졸 학력을 갖추고 있었다. 노동계급 연구참여자 중 지속적으로 취업 

상태를 유지한 사례는 전인숙이 유일하다. 전인숙은 결혼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결혼과 동시에 무급가족종사원으로 남편의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으

므로, 이직의 형태로 취업이 지속된 경우라고 판단했다. 노동계급 연구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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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매표원, 주차요금 정산원, 물류회사 직원, 마트 계산원, 자영업자, 매점 직

원, 병원의 조리보조원, 공장 근로자로 일했고, 주된 일자리 경력은 6년에서 29년

이다. 생애노동경력이 19년에서 47년인데 비해 주된 일자리 경력이 짧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노동생애에서 이직이나 경력단절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권경아를 제외하고는 노동계급 연구참여자들의 퇴직당시 연령은 56세에서 62세 

사이로, 여성의 평균 퇴직연령인 47.1세(통계청, 2018)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

났다. 퇴직형태는 중도 퇴직이 2/3, 무기계약직에서 정년퇴직한 경우가 1/3 정도이

다. 현재 노동계급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전일제 직업에 종사하거나, 직업을 가

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두 사례는 손자녀를 돌보고 있다.

중간계급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11사례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당시 고등학

교 중퇴에서 대졸 학력을 보유했으나 현재는 모두 대졸에서 대학원졸의 학력을 취

득했다. 이들의 퇴직 전 직업은 헤드헌터, 은행원, 어린이집 원장, 간호사, 대기업 

직원, 군인, 공무원, 교사이다. 중간계급 연구참여자들 중 단절 없이 취업을 지속한 

경우는 약 2/3에 해당하며, 특히 한 직장에서 꾸준히 직업경력을 이어온 경우도 5

사례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았던 김정원을 제외한 중간계급 연구참여자

들의 주된 일자리 근무경력은 14년에서 40년에 달했으며, 생애노동경력도 20년에

서 41년에 걸쳐져 있었다. 퇴직 형태는 정년퇴직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고, 중도

퇴직, 명예퇴직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계급 연구참여자들 중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3사례이지만,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경우 또한 1사례에 불과하다. 나

머지는 시간제로 근무하거나 시간활용이 자유로운 직업에 근무하고 있다. 

<표 1-3>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나이 학력
주된

일자리

생애노동경력
(주된일자
리 경력)

퇴직
나이

현재 상태
취업
지속
여부

퇴직 
형태

권경아 51 고졸
매표원
(공원)

23년(17년) 48 자영업 ×

김정원 51
대졸

(대학원졸)

헤드헌터
(업체근무)

23년(5년) 49
프리랜서 
면접강사

×

김희경 52
고졸

(대졸)
은행원 31년(31년) 51

경제활동 
의사 없음

○ 명예
퇴직

장경진 53 대졸
가정어린
이집 원장

20년(15년) 50 창업준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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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은 노동시장 진입시의 학력을 기준으로 표기하였고, ( )를 이용해서 최종학력을 나타냄. 

　 나이 학력
주된

일자리

생애노동경력
(주된일자
리 경력)

퇴직
나이

현재 상태
취업
지속
여부

퇴직 
형태

이선정 53 대졸 간호사 26년(21년) 50
네트워크 

마케팅사업
○

(이직)

서유경 55
대졸

(대학원졸)

건설회사 
직원

(대기업)

23년(14년) 52 사업 ×

김수미 57 고졸
주차요금
정산원

19년(12년) 56 판매원 ×

홍정희 57
대졸

(대학원졸)
군인 30년(30년) 54

(기간제)

보건교사
○

(계급)

정년
퇴직

박명옥 59 고졸
물류회사 
직원

30년(24년) 59
직업교육 

중
×

심현주 59
고졸

(대졸)
은행원 36년(36년) 56

시간제 근무
(상담사)

○ 정년
퇴직

이영미 60 고졸
마트 

계산원
25년(8년) 56 검침원 ×

정년
퇴직

전인숙 61 고졸
자영업자

(식당)
37년(29년) 59

손자녀 
돌봄

○
(이직)

　
장애숙 61 고졸

매표원
(공원)

24년(16년) 56 판매원 ×
정년
퇴직

정미화 62
고졸

(대졸)
공무원 39년(39년) 61

시간제 
근무

(공공기관)

○ 정년
퇴직

유혜영 62 고졸 매점 직원 21년(18년) 61 직업교육중 ×
정년
퇴직

박민자 62 초중퇴
조리보조
원(병원)

47년(8년) 60
손자녀 
돌봄

×

이은옥 63 고졸
공장 

근로자
38년(6년) 62 구직중 × 　

최영순 63
고중퇴
(대졸)

공무원 41년(36년) 61
경제활동 
의사 없음

○ 정년
퇴직

한선희 64
대졸

(대학원졸)
교사 39년(37년) 62

경제활동 
의사 없음

○ 정년
퇴직

백지영 65 대졸 교사 40년(40년) 63

시간제 근무
(방과후 
학습지도)

○ 정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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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이 삶을 살아 온 과정과 그것에 대한 구술은 50대와 60

대 여성들이 생애를 살아오는 동안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젠더관계와 가족 형태의 

변화 속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생애를 이해하기 위해 50대와 60대 여성들

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시대적 변화와 젠더관계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장

에서는 3장에서 5장에 걸쳐 이루어질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이야기의 분석에 앞서 

이들이 속했던 여성 집단의 전반적인 세대 경험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장의 1절은 한국사회의 주요 변화와 사건들을 젠더 관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여성들이 어떤 사회적인 배

경과 맥락 속에서 살아왔는지 검토한다. 2절은 여성이 가족적 삶을 수용하게 되는 

배경과 기혼 여성의 가족 내 역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본다. 3절은 현재 

중고령 여성들의 노동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의 여성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

화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1절 젠더 관계에 영향을 준 사회 변화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중고령 여성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후반에 출생하여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 대학에 진학하거

나 노동시장에 진출했으며,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에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

애 사건을 경험하였다.29) 이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시기에 태어나 1960년대 이

후 공업화 과정에서 빠른 속도의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한국사

회의 압축적 성장 과정을 함께 겪어왔다.30) 

29)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되는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중고령 여성 중 일부는 베이비붐 세대
에 속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일반적으로 한국전쟁 직후 출생률이 급증한 시점인 1955년부
터 산아제한 정책이 도입되어 출산율이 감소되는 시점인 1963년까지의 9년 동안의 기간 
동안 출생한 세대를 지칭한다(방하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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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1960년대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대규모 이촌 향도가 진행되고, 직계가족 위주의 가족유형 구성에서 핵가족 

가구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다.31) 이들이 교육과정에 진입했던 

1960년대 초반에서 1970년대 초반 초등학교 취학률은 100%에 근접하였으며, 대부

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혜택을 거쳐, 고교평준화 정책 이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이들은 1970년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일부

는 졸업정원제의 혜택을 받아 대학 진학 기회의 확대를 경험하였다.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 10대 중반과 20대 초반을 보냈던 1970년대는 제조

업 생산직 여성들의 생존권 투쟁, 결혼퇴직제 폐지 운동 등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담아내는 여성운동이 종교계와 학생들의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연결되면서 활발하

게 전개되었다(장미경, 2005). 이 시기 페미니즘 이론이 국내에 처음 소개되기 시

작하면서 1977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 여성학 강좌가 개설되었다.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 20대 여성으로서 초기 성인기를 경험하고 있던 

1980년대 한국사회는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남성 1인의 임금만으로

도 생계가 충분한 중산층 가정이 생겨났고, 남편에게 의존하는 가정주부 집단이 

형성되었다(강이수, 2006; 조혜정, 1988). 우리사회의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 하

에서 여성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었고, 여성의 노동은 가계보

조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여성의 가정주부화를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

에서 여성이 평생직업을 가지는 것은 장려되지 않았고, 여성들도 결혼이 직업경력

을 대체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한편 1980년대에는 여성들에게 생애노

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고학력 여성이 증가하면

서 교원 등의 전문직과 공무원 등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취업이 확대되고,32)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평등 정책이 등장했다.33) 

30) 1960년 한국사회는 도시인구의 비중이 28.0%, 비농업취업자의 비중이 34.3%에 지나지 않
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으나 1985년에는 도시인구와 비농업취업자의 비중이 각각 65.4%, 

72.2%로 증대하였다(여성의 취업실태조사, 1992).

31) 핵가족 가구는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와 미혼자녀가 부모 혹은 편부⋅편모와 같이 사는 
가구를 포함하며, 직계가족 가구는 기혼자녀가 양친 또는 편친과 함께 사는 가구를 말한
다. 직계가족 가구의 비율은 1970년에 21.89%로 정점에 달했다가 1975년에는 14.70%로 급
락했다.

32) 1980년대 들어서 여성들의 취업에서의 분절도 다소 개선되었다. 1980년 20-24세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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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를 기점으로 여성운동은 기존의 민주화운동, 민중운동으로서의 성격에

서 페미니즘적 인식과 실천에 입각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화 투

쟁 이후 전반적인 사회민주화운동이 고양되면서 여성들의 정치의식도 높아졌다. 

여성문제는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관행도 성차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고용불안정, 차별임금, 모성보호, 

차별정년34) 등 일하는 여성의 문제와 성매매, 성폭력, 가사노동의 가치 문제 등이 

활발하게 제기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이승희, 1991). 여성의 인권문

제, 성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각종 여성단체들이 설립되고,35) 여성의 차별 해소와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정책들이 제정되었다.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 30대와 40대 초반이던 IMF 외환 위기 이후 정년

제와 연공제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커졌고, 남성가장의 노

동시장 퇴출이 증가했다.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은 급격히 와해되었고 남편의 

실직에 대비해야 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여성도 가족의 생계부양을 위해 

나서게 되었다. 젊은 여성 세대들은 직업을 가질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던 것에서 

직업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할 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 다(강이수⋅신경아⋅박기남, 2015).36)

경제활동참가율은 53%였는데 이들이 25-29세가 되는 1985년에는 36%로 17%포인트가 하
락했다. 반면 1985년에 20-2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였는데 1990년에는 동일세
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3%로 12%포인트가 하락하면서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단속
성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어수봉, 1991).

33) 여성 취업 상위 15개 직종을 보면 1975년에는 농업종사자 및 농업경영자가 58.2%로 압도
적으로 많고, 사무직 종사자 3%(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무관련 종사자와 경리원⋅출납원 
및 관련 종사자 포함), 전문 직종으로는 교원이 1.2%로 나타난다. 1990년에는 농업종사자
가 20.7%로 대폭 감소하고, 교원 4.5%, 사무직 종사자 13.4%, 의사 및 관련 종사자 1.9% 

등 전문직의 비율도 높아지고 직종 분포도 다양해졌다(강이수, 2007).

34) 1983년 한국전력통신공사 전화교환원이었던 김영희는 22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43세에 정
년퇴직 조치를 받고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1989년에 남녀정년차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 승소하여 직장에 복귀했다(전경옥 외, 2006: 219). 

35) 1980년대에는 여성평우회, 여성의 전화, 한국여성 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많은 여성
단체들이 창립되었는데, 이러한 단체들은 성차별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시키는 역할
을 하였다.

36) 1998년 기준으로 여성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20대 여성은 87.9%이고, 결
혼이나 자녀 양육과 상관없이 평생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20대 여성은 
38.7%였으나(문유경⋅주재선, 2001), 2011년 기준으로는 각각 94.2%, 61.0%에 달한다(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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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여성단체와 여성운동은 정부의 여성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압력

단체로서의 역할과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무시할 수 없는 사회세

력으로 대두하게 되었다(권태환 외, 2005). 1990년대는 여성운동의 성과로 영유아 

보육법, 여성발전기본법,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등이 제정되고, 가족법, 윤

락행위 등 방지법과 같은 기존 법률이 개정되는 등 고용과 가족 영역에서 많은 법

적⋅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 30대 후반과 40대이던 2000년대가 되면서 기존의 

헌신적이고 희생하는 주부의 역할은 가정을 하나의 기업처럼 인식하고 자녀교육, 

가계 수입, 재테크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관리하는 가정 CEO모델로 전

환되었다(박혜경, 2010).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은 어머니가 되어서 자신들이 살아왔던 환경보다는 

더 성평등한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 현재 자녀들은 20대와 30대가 되었지

만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기 보다는, 학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들은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지

고 있다.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은 이전의 여성들에 비하면 교육수준이 괄목

할 만큼 향상되었고, 경제적인 능력도 증가하였다.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성공했

지만 남성중심적 노동시장 구조와 직장문화가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장생활

을 해 왔으며, 현재 은퇴 과정에 들어가 있거나 은퇴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불

안정한 고용계층을 형성하는 중심적인 집단으로, 일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으로 무기계약직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일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시행에 의해 정년이 연장되었다. 이들은 공적 영역에

서는 발전을 이루었고, 소수 성공한 여성들도 생겨났으나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

이 여전히 가족 내에서의 역할에서 자유롭지 않다.

<표 2-1> 50대 후반 60대 초반 여성의 생애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들

수 외, 2015: 23-25). 

연  도 사  건
1961 박정희 취임
1962 가족계획 정책 시작,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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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기혼 여성의 가족적 삶

1. 근  주부 역할의 성립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인구의 대부분이 이농하면서 전통적인 가

연  도 사  건
1968 국민교육헌장 발표
1969

1970 새마을 운동
1971 중학교 입학 무시험제 전국 확대

...

1974 고등학교 입학 무시험제 실시(서울, 부산)

1975 UN 선포 세계 여성의 해
1976 은행권 결혼퇴직제 폐지
1977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개설
1978

1979 박정희 사망
1980 광주 민주화 항쟁, 고등학교 입학 무시험제 확대
1981 대학졸업정원제 실시

...

1986 서울 아시안게임
1987 6월 민주화 항쟁, 대통령 직선제, 여성단체연합 창립
1988 서울 올림픽
198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가족법 제정
1990

1991 영유아보육법 제정
1992

1993 성폭력 특별법 제정
...

1997 IMF 외환위기, 동성동본 금혼 폐지
1998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

2001 여성부 신설, 근로기준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
...

200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국제 금융위기, 호주제 폐지

...

20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장 여성의 일-가족 경험의 사회적 조건: 1970년대-현재

- 33 -

족구성 형태인 조부모와 부모, 자식을 중심으로 하는 3세대 확대가족의 비율은 감

소하였고, 부부 중심의 2세대 가족이 증가하였다.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은 어

린 시절에는 대가족 내에서 사회화 과정을 겪으며 성장하였지만, 결혼으로 독립적

인 가구를 형성하면서 대부분 핵가족을 꾸리게 되었다.37)

<표 2-2> 가구구성형태별 분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단독 
가구

가구원 
수

1960 7.4 63.9 27.0 - 5.6

1970 6.8 70.0 22.1 0.0 5.2

1980 8.3 68.5 16.5 4.8 4.5

1990 10.7 66.3 12.2 9.0 3.7

출처: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86. 1994. 

1970년대 이후 남성가장의 실질임금이 상승함으로써 남성 1인의 임금만으로 생

계가 유지되는38) 중산층 가정이 등장하면서 전업 주부 집단이 형성되었다(강이수, 

2006; 이혜정, 2012; 조혜정, 1988). 이로 인해 남편은 생계부양자, 아내는 가사와 

육아 담당자로 규정하는 성별노동분업이 중산층 가족들 사이에 자리 잡았고,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었다.39)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능력과 경제력이 있는 남성과의 결혼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여 경제활동에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저소득층 미혼 여성들 또한 전업주부가 되고 싶은 욕구에서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전경옥 외, 2011). 여성 취

37)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합계출산율 4.53 3.47 2.83 1.67 1.59 1.65 1.47

<표 2-3>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06. 

38) 1인 생계부양자는 ‘가족임금체계’의 확립과 접히 관련된다. 남성이 받는 임금으로 아내
와 자녀 부양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국가의 정책, 즉 세금, 여성 취업, 복지제도가 세워
지고, 남편이 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의 복지를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조혜정, 1988).

39) 1970년대 한국 신문의 가정란의 주요한 프레임은 ‘가정관리 프레임’으로, 가사노동을 담
당하고,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존재로서 여성을 부각시키는 틀 짓기가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었다(최이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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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혼 여성이 취업하는 것은 남편의 무능

력을 뜻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관행이 자리 잡게 되었고, 기혼 여성의 사회참여는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시부모 봉양을 기피하려는 이기적인 태도로 

비판되었다(강이수 외, 2015; 김혜경, 2015). 여성들 또한 성별 분업이 가족의 이익

을 추구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고 

가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여겼다(박민자, 1992; 

백진아, 2007).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 성별화된 삶을 수용하게 된 이면에는 당시 교육의 

영향이 컸다. 학교교육은 젠더 생산의 기제로 작동하였고, 교육의 내용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었다. 학교에서는 여학생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각종 예절 교

육이 이루어졌고,40) 신사임당의 강조를 통한 근대적 현모양처 만들기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되었다(김현미, 2000; 전희경, 2013). 1970년대와 1980년대 중⋅고

등학교의 교훈을 분석해 보면, 남자 중⋅고등학교는 남성다움과 관련이 있는 의리, 

용기, 극기, 정의와 같은 단어들이 주로 사용되어 진취적이며 능동적인 속성을 강

조하고 있었고, 여자 중⋅고등학교는 순결, 인내, 봉사, 겸손 등 여성다움과 관련된 

속성들이 강조되고 있었다(김재인 외, 2001). 성별에 따라 가정과 기술 과목을 나

누어 가르쳤고, 남학생에게는 군대식 제식수업을 훈련시키고, 여학생에게는 구급

법 및 간호교육을 가르치는 등 정규 교과목을 통해 성별분업이 재생산되었다(전희

경, 2013).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과 남성은 학력수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교육정도에 대한 기대수준을 다르게 가졌다.41) <표 2-5>를 보

40) 여학교에는 생활관을 두어 여학생 교육에 주력하였는데, 생활관의 설립목적은 가정교육
의 미비점 보완, 현대적 의미의 여성교육 실현, 생활인의 자질함양 등으로 여학생의 삶의 
위치는 가정이라는 전제하에 미래의 주부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있
었다. 교육내용도 차 다루기, 제상 꾸미기, 손님 접대 등의 여성만의 생활예절로 구성되었
다(김재인 외, 2001).

41) <표 2-4> 가구주의 자녀 성별 교육정도 기대 수준(1977년, 1982년)

딸 아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계

1977 23.7 42.7 33.3 0.3 100.0 7.5 36.2 55.5 0.8 100.0

1982 2.9 33.8 55.1 8.2 100.0 0.2 11.5 70.7 17.6 100.0

출처: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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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들이 중학교 과정을 이수했던 1970년대에 여성의 취학률은 1970년 40.6%, 

1975년 63.1%, 1980년 92.5%로 상승하였지만, 1985년 도서산간지역부터 시작된 중

학교 의무교육에 따라 1985년에 이르러서야 남녀 차이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성의 취학률은 1980년에야 56.2%로 과반수를 넘게 되었고, 

1995년이 되어서야 남성과 거의 비슷해졌다. 

<표 2-5> 취학률의 변화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1965 87.7 111.8 51.7 30.5 34.3 18.1

1970 101.1 100.2 61.1 40.6 34.2 21.6

1975 104.7 105.3 80.1 63.1 49.0 32.5

1980 102.1 103.7 97.5 92.5 70.3 56.2

1985 99.4 102.5 100.0 99.3 81.9 74.5

1990 99.5 100.1 98.6 98.2 90.5 83.8

1995 101.9 100.6 100.3 100.9 90.3 89.4

산식: 각급학교 취학률=(각급학교 학생수/각급학교 취학연령 인구)×100

출처: 김재인 외. 2001. p. 276 재인용.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 대학을 진학했던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

반에 여성의 대학진학율은 1975년 24.9%, 1980년 22.5%, 1985년 34.1%로 나타났다

(출처: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대학 내에서 소수로 존재했던 여학생들은 특정 계

열 및 학과군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주로 예술계, 사범계, 이학,42) 어문, 의⋅약학 

계열에 몰려 있었다.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진학한 학과 중 사범 계열과 의⋅약학 

계열은 졸업 후 구체적인 직업과 연결되었지만, 예술계, 어문학계, 가정학 관련 학

과들은 성차와 성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반영하는 분야들로 소위 여성에게 

적합한 영역이었다(이혜정, 2012: 44-46). 즉 대졸 여성의 졸업장은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좋은 조건의 결혼을 하기 위한 자격으로서 더 유효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42) 이학 계열에 여학생 비율이 높은 것은 가정학 관련 학과들이 이 계열에 속해 있기 때문이
다. 가정학 관련 학과군의 여학생 비율은 1975년, 1980년, 1985년 각각 99.3%, 99.1%, 

97.1%에 달한다(김재인 외, 2001: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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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대학의 계열 및 학과군 여학생 비율

년도 예술 사범 이학 어문
의⋅
약학

인문
과학

사회
과학

농림 공학 평균

1975 77.2 52.9 47.3 38.3 36.5 21.3 8.9 11.2 1.3 26.5

1980 76.3 47.5 45.1 34.2 31.7 21.4 7.7 10.2 1.2 22.5

1985 67.8 56.8 43.4 45.0 32.8 34.1 14.2 13.2 2.7 26.8

출처: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실제로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 대학을 졸업했던 1970년대 후반과 1980년

대는 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극히 낮았고, 취업은 결혼하기 전 사회적 경험을 쌓는 

정도로 인식되어 여성의 일차적인 관심거리가 되지 못 하였다(이효재, 1989; 장하

진, 1993). 고학력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 자체도 제한되어 있어서, 교사 또는 

기술 전문직 등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극소수 뽑는 중견 

행원, 언론계, 연구보조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 시기에는 고졸 취업 여성이 가장 

많았는데 이들 또한 사회적 경험이나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결혼 전까지 일

시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딸의 취업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

는 긍정적이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취업을 권유하지는 않았다(조옥라, 1985). 대

다수의 대졸 여성은 고졸 출신 여성과 마찬가지로 사무직, 비서직에 종사하였고, 

고졸 출신 여직원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조옥라, 1985).43)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의 어머니 세대 여성들에게는 가족 및 친척들의 대소사

43) 50대 그룹 대졸 채용 현황을 보면, 1989년 당시 50대 그룹에 취업한 여성대졸자는 1,143명
에 불과하고, 50대 그룹 대졸 여성 취업률은 1.9%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연
구참여자 여성들이 대학을 졸업했던 1980년대에 고학력 대졸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직장
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7> 50대 그룹 대졸 채용 현황

(단위: 명, %)

4년제 대학 
졸업자수

50대 그룹 
취업대졸자수

50대 그룹 
대졸 취업률

50대 그룹 
여성비율

남 여 남 여 남 여 여
1989 107009 59836 22913 1143 21.4 1.9 4.8

1990 104627 61289 23696 1041 22.6 1.7 4.2

1996 107896 76316 28914 3974 26.8 5.2 12.1

출처: 노동부. 1997. 내부자료.

자료: 김태홍. 199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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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관, 관리하는 친족일이 가장 큰 짐이었으나(윤택림, 2001) 1970년대 이후 결혼

한 기혼 여성은 핵가족 내에서 주부라는 신분으로 아내, 어머니, 며느리로서의 역

할들을 수행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가구는 외형적 측면에서는 

핵가족화 되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확대가족이 공존하는 형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김혜경, 1991; 윤택림, 2001; 이재경, 2003). 분가한 핵가족도 부모와 접

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대가족의 연계망 속에서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정서적, 경

제적 지원을 주고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김혜경, 1991; 윤택림, 2001). 기혼 여

성에게 정서적 친 감의 대상은 친정 부모였지만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의 대상은 

시부모였고, 실제 생활은 부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기혼 여성이 시부모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성공적인 결혼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고, 여성들은 결혼으로 

며느리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시집의 대소사에 참여해야 하는 등 시집 식구들과

의 대가족적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이재경, 2003). 부계 가족 체계는 여전히 

강력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물질적 부양은 아들, 특히 장남이 맡았고,44) 실질적

인 돌봄은 며느리의 몫으로 여겨졌다(문소정, 1995). 

핵가족에서 기혼 여성의 가장 큰 역할은 자녀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어머니 역할

이라고 할 수 있다. 계층 상승과 기득권 체계로의 진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학력과 학벌이었으므로, 기혼 여성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자녀

의 성적과 대학 진학을 관리해야 했다(백진아, 2007; 조주은, 2002). 명문대 출신은 

기업체뿐 아니라 사회 어느 분야에서나 선호되었고 혼인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놓

이게 되므로, 자녀의 명문대 진입은 가족사업화 경향을 띠게 되었고(조성숙, 1995), 

기혼 여성들은 자녀교육을 어머니 노릇의 전부로 인식하게 되었다.

50대와 60대 초반 여성이 결혼을 하고 초기 양육을 수행했던 1980년대와 1990년

대 초반은 ‘회사인간’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취업자들에게 직장에 대한 전

적인 헌신을 요구했다. 중산층 전업주부는 남편이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가

사노동과 육아, 친족 일 등 가족 내의 모든 책임을 전담해야만 했다(이재경, 2003; 

함인희, 1999). 공적인 생산영역에서 배제된 고학력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교육에 

대한 헌신을 통해 자신의 전문적 교육에 대한 보상 상실의 대리 만족을 취했고(백

44) 노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태도(1983년)는 여성은 ‘큰 아들’ 23.7%, ‘아들 모두’ 21.9%, 남성
은 ‘큰 아들’ 24.5%, ‘아들 모두’ 23.7%로, 남⋅녀 모두 장남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당연
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통계연보, 1986). 



은퇴기 여성의 일-가족 생애이야기와 ‘은퇴’의 의미

- 38 -

진아, 2009),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을 중심으로 조정하였다

(윤택림, 1996).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중산층 여성들은 모성역할을 보다 전문화함으로써 자기

성취의 기반으로 삼고자했고, 이 과정에서 중산층의 가족문화가 노동계급의 생활

양식 및 가족규범에도 문화적 지휘력을 가지게 되었다(최선영⋅장경섭, 2004). 노

동계급 가족에서는 부모세대의 낮은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세대에게 물려주

지 않겠다는 의지로 교육을 통한 자녀의 계층 상승을 위해 노력했다(강인순, 1990). 

하지만 저소득의 노동계급에서 부인들은 가사에 대한 책임 이외에도 생계부양이

나 소득 증대를 위해 가사 책임의 일부로서 소득활동까지 요구받았기 때문에 실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와 몰입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김혜경, 1991; 백진아, 2009; 

이재경, 2003; 조형, 1985). 저소득의 노동계급 여성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와는 

별개로 경제적 자원이나 사회적 연결망 등의 부족으로 인해 중산층 전업주부만큼 

집중적으로 자녀교육에 열성을 쏟지는 못 하였다(김혜경⋅신현옥, 1990; 백진아, 

2009). 

2. ‘ 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사이에서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는 

여성이 남성처럼 생애 대부분에 걸쳐 노동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여겨졌다. 특히 

기혼 여성의 경우, 결혼이라는 생애 사건을 거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돌

보는 것을 전담했고, 이러한 각본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살아가는 여성들은 비가시

화되거나 일탈적인 존재로 여겨졌다(전희경, 2013). 

공식화된 가족 담론에서 여성의 역할은 전업주부로 규정되었지만, 경제적 상황

이 바뀌거나 가정환경이 나빠지면 지금껏 고수해 오던 가치와는 무관하게 가족생

계에 대한 여성의 참여와 책임이 촉구되었다(백진아, 2007; 조혜정, 1988). 비경제

활동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1983년)에서 연구참여자들과 당시 유사한 연령대였

던 20세에서 35세 사이 여성의 취업 희망 이유는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와 

‘생활비를 벌려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경제기획원, 1984). 남성가장의 1인 소득

만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자녀교육에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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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공동부담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이 기혼 여성으로 사회진출을 했던 1980년대에서 1990

년대 초반은 맞벌이를 원하는 남편들은 늘어났지만,45) 아내 취업에 대한 의식변화

는 매우 피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다수의 남성은 아내가 경제활동

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즉 여성이 가정 우선의 태도를 

가지고 형편에 따라 직장생활을 할 것을 원했다(조혜정, 1988). 당시 남편들은 부

인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로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경

우는 극히 드물고, 가사나 육아로 자신이 불편하면 불평하는 등 부인이 슈퍼우먼

이 되기를 요구하는 이중적인 규범을 보이고 있었다(유희정, 1990). 이 시기 성별

분업의 각본 하에서 여성의 가사노동 담당과 남성의 생계노동 담당의 분업은 매우 

공평한 것으로 간주되어(조형, 1992) 남편은 가사노동에서 면제되었다. 대부분의 

가사노동, 특히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집안일은 거의 전부가 아내에 의해 행해졌

고, 집안일의 전반적인 관리는 아내가 전적으로 담당하였다(박민자, 1992). 

여성의 일차적 역할은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것이라는 

이데올로기 하에서 일하는 기혼 여성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생계 보조자로 여

겨졌다. 특히 경제 위기 이후 기혼 여성 노동력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력으로 

활용되어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으로 상징되었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가사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진다

는 점에서는 같지만 서로 경쟁하면서 비교의 대상이 되어왔다(김영란 외, 1999; 이

재경, 2003). 이들 집단은 서로를 기준으로 평가받음으로 인해 두 집단 모두 부족

함을 느끼게 되는데, 전업주부는 사회적 고립감과 자아실현을 이루지 못하는 좌절

감을(윤택림, 2001), 취업주부는 가사일이나 어머니 역할에 소홀한 것에서 오는 죄

책감을 가지게 된다. 특히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는 저소득층 기혼 여성은 전업주

부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시간과 경제력,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자녀에게 미안

함을 가진다.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의 변화와 함께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여성들에게도 여성 

취업은 보편화되었으나 이 세대 내에서 일하는 기혼 여성에 대한 편견은 완전히 

45) 여성이 가정에만 전념하길 원하는 남성은 1988년 25.4%였으나, 1995년에는 19.6%로 줄어
들었고, 여성이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1988년 8.4%였으나, 

1995년에는 16.8%로 증가했다(여성통계연보,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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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았고, 여성의 가족 내 돌봄 역할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3절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기혼 여성 노동의 성격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의 은퇴 경험을 연구하려면 실

제로 이들의 ‘노동생애’가 걸쳐있던 시기의 여성 노동시장의 상황과 이 집단의 노

동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50대에서 60대 초반인 연구참여자들은 1970

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반 사이에 노동시장에 진입했고,46) 1980년대와 1990년

대에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출산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노동시장

에 진입했던 1970년대부터 노동시장에서 퇴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까지의 여

성 노동시장의 상황과 기혼 여성의 일-가족 문제, 여성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노동시장의 양상, 일-가족의 양립 

등에 있어서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이해는 연구참여자들의 일-가족 경험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 노동시장의 역사적 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한 선행 연구로는 김미숙(2006), 

문은미(2014), 오화영⋅이해진(2003) 등의 연구가 있다. 김미숙(2006)은 정권별(박

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로, 문은미(2014)는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을 기준으로, 오화영⋅이해진(2003)은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라 여성 노동력의 변화

를 분석했다.47) 본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한 1970년대부터 10

년 단위로 여성 노동시장을 구분하여 각 시기의 특징을 설명하되, 기혼 여성 노동

46)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했으나, 박민자는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1960년대 중반에, 김정원은 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대 초반에 노동
시장에 진입하였다. 

47) 김미숙(2006)은 여성 노동력의 성격 변화와 그 대응양식으로서의 노동정책을 해당 정권별
로, 즉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문은미
(2014)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기준으로 법률 제정 이전인 1987년 이전, 법률 제정 이후인 
1988년- 2000년, 직장⋅가정양립과 관련한 4차 개정 이후인 2001년 이후로 나누어 일하는 
여성의 지위 변화를 검토하였다. 오화영⋅이해진(2003)은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라 경공업 
중심 제조업 시기인 1960년대 초반- 70년대 초반, 중화학 공업화 시기인 1970년대 초반- 

80년대 초반, 세계 경제의 개방화 압력 시기인 1980년대 중반- 80년대 후반, 세계화와 경
제위기로 대표되는 1990년대, 세계화와 지식기반 사회인 2000년대 이후로 나누어서 분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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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양상이 변화하는 과

정은 우리 사회의 성역할이나 성별분업이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변화하

고 있는가를 반영하는 잣대가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기별로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주기가 구분되는 단위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1970년대에 미혼 여성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1980년대에 결혼

과 출산을 하며 기혼 여성이 되어 일-가족을 양립하였다. 1990년대에 일부 연구참

여자들은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하였고, 2000년대에는 중고령 여성

으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였다. 시기별 분석은 연구참여자들이 살아온 삶을 사회

구조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하고,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가족역할의 병행 

등의 변화 속에서 취업 여성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1970년대 저연령 미혼 여성의 참여를 중심으로 구성

되었던 노동시장이 1980년대 이후부터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기혼 여성의 노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1990년대에는 기혼 여성의 노동 참여가 미혼 

여성을 앞지르게 되었고, 2000년대에는 45세 이상의 중고령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증하게 되었다. 저연령⋅미혼 여성에 맞춰져 있던 노동시장 하에서 여성

은 결혼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로 인식되어 왔다. 기혼 여성이 

여성 노동력의 주축이 되면서 여성의 생애취업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태도도 변화

하게 되었고, 임신, 출산, 양육 등 여성의 생애 사건을 고려한 노동환경에 대한 대

응 마련도 요구되어졌다. 

1. 미혼 여성 주의 여성 노동시장: 1970년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 미혼 여성으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1970년대

는 산업화의 급격한 진전과 함께 산업구조와 여성의 취업구조에 많은 변화가 일어

난 시기였다. 여성 취업자들은 1970년 당시 1차 산업에 59.7%, 2차 산업에 14.7%, 

3차 산업에 25.5%가 종사하고 있었는데, 1980년에는 각각의 산업에 46.5%, 21.9%, 

31.5% 참여함으로써 농업을 포함하는 1차 산업 부문의 인구가 감소하고, 광공업 

부문인 2차 산업으로의 유입이 크게 확대되었다(강이수⋅박기남, 1991). 특히 경공

업과 조립산업 중심의 수출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섬유, 신발, 전기⋅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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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에 미혼 여성들의 진입이 가속화되었다. 농촌에서의 이농과 

도시화의 결과 저연령⋅저학력 여성 집단이 확보되었고,48) 이러한 미혼 여성 집단

은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원으로 기능했을 뿐 아니라 순응적인 노동력으로 여겨지

며 산업화 과정에 빠르게 흡수되었다(김미숙, 2006; 문은미, 2014; 오화영⋅이해진, 

2003; 장하진 외, 2001). 저학력의 미혼 여성 집단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을 감수하면서 도시 지역에서 주요 노동력으로 활용되었고, 연소 노동력이 도시로 

유출된 농촌지역에서는 기혼 여성 노동력이 주로 활용되었다. <표 2-8>은 1970년

대 지역별, 혼인상태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도시 지역은 미혼 

여성 중심의 경제활동 참가가 높고 기혼 여성의 참여율이 저조함에 비해, 농촌 지

역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확연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8> 지역별⋅혼인상태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시 부 군 부

미 혼 기 혼 미 혼 기 혼

1975 53.8 23.0 58.9 57.5

1980 51.8 22.4 43.5 50.6

출처: 김선영 외. 1984. p. 69 재구성.

1970년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규모면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49) 여성

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가부장적인 전통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학

력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극히 제한되었다(전경옥 외, 2011). 

48) 농가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15-19세, 20-24세의 저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 16%, 11%를 차지하였으나 1980년 7%, 9%로 감소했다. 반면 40

대, 50대, 60대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시기 각각 21%, 12%, 5%에서 30%, 

20%, 8%로 증가하였다. 이는 연소 노동력이 도시의 제조업 노동력으로 유출되어 농업부
문으로 더 이상의 신규유입이 불가능해지자 중장년 여성들이 대체 노동력으로 투입되었
기 때문이다(오화영⋅이해진, 2003: 12).

49)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 39.3%, 1980년 42.8%로 상승했다(통계청,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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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여성 취업 상위 15개 직종(1975년)

직업(중분류) 1975년 직업(중분류) 1975년

농업 및 축산 종사자 50.2 요식숙박업 자영자 1.7

농업경영자 8.0 기타 사무 종사자 1.6

방적공, 편직공 5.7 경리원, 출납원 1.4

판매원, 점원 5.6 교원 1.2

의복 제조공, 재봉공 4.0 기타 생산 관련 종사자 1.2

도소매 자영자 3.6 음식료품 가공원 1.0

가정부 및 가사종사자 3.3 전기설비 전자공 0.8

조리사, 웨이터 2.9 15개 직종 여성 비율 92.2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1975.

출처: 강이수. 2007. p. 10 재구성.

1975년 여성 취업자 중 상위 15개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을 표기한 <표 

2-9>를 보면 1차 산업인 농업 및 축산 관련 종사자가 58.2%로 가장 높고, 방적공⋅
편직공, 의복 제조공⋅재봉공 등 생산관련 종사자의 비율도 9.7%로 높게 나타난

다. 전문 직종으로는 교원이 유일한데 단지 1.2%에 불과하고, 기타 사무 종사자와 

경리원⋅출납원 등 사무직 종사자 비율 또한 3.0%로 매우 낮다.50) 즉 1970년대 취

업 여성들은 대부분 농업 부문에 무급 가족종사자로 있거나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

고 있다. 또한 취업 상위 15개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92.2%에 달한다는 것

에서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혜정(2012)은 1970년대 대학을 다

닌 여성들의 취업률이 낮았던 것은 결혼을 우선시하는 젠더규범이 있었기 때문이

지만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미혼의 제조업 노동자에 집중되어 있어서 대

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되었던 탓도 크다고 분석한다.

이 시기 미혼 여성의 경우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경제적 독립이나 자아실현

을 위한 평생의 직업으로 여기기보다는 결혼하기 전 잠시 거쳐 가는 것 정도로 여

기는 인식이 팽배했다(강이수, 2007).51) 여성의 일차적 역할은 가정과 양육에 있다

50) 1970년대 대학을 다닌 여성들 중 졸업 후 취업을 한 소수의 여성들은 주로 전문기술직에 
종사했고, 사무직, 서비스직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기술직에 종사한 여성이 많은 것은 이 
범주에 교직과 의료 관련 직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교직 진출 여성은 전체 취업 
여성 중 52.5%에 달하며 의료 관련 직업으로 진출한 여성도 16%를 차지하고 있었다(이혜
정, 201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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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어서 대부분의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퇴직을 했지

만 이러한 인식은 중산층 이상에게만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로 존재하였다(강이수, 

2007). 즉 중산층 이하 여성들의 경우는 여전히 기본적인 생계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영업이나 가사종사자, 농업종사자 등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

한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만 했다(김미숙, 2006; 전윤정, 2017).

1970년대는 여성의 일과 가족의 문제는 은폐되고 있었고, 일-가족 양립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은 아직 표면화되지 않고 있었다(강이수, 2007). 제조업에 취업한 

여성들은 주로 어린 미혼 여성들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기혼 여성들은 확대가족을 

이루어 생활했기 때문이다(김혜경, 2007). 도시의 기혼 여성들은 영세 자영업, 도⋅
소매상 등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거나, 가내부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서 일터

와 가정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주부와 노동자로서의 역할이 혼재되

어 행해지고 있었다. 소수인 전문직 중산층 여성들은 전일제 입주 가사 서비스 노

동자52)를 두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전담시킴으로써 일과 가족 관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갈등의 요소를 전가시키고 있었다(강이수, 2007).

1970년대는 여성을 노동자로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고(김

둘순, 2009; 오화영⋅이해진, 2003; 전윤정, 2017),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미혼으

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임신⋅출산⋅양육 등 여성의 가족 관련 요구에 대한 대응도 

부재하다시피 했다(김둘순, 2009: 370). 일-가족 양립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휴가정

책과 탁아정책이 법으로는 명시되고 있었지만 임시적이고 특수한 형태로 존재했

다. 출산휴가정책은 오랫동안 사문화된 상태가 지속되었고,53) 보육정책은 저소득

층, 특수계층에 대한 아동 탁아 프로그램으로 국한되어 시행되었다(전윤정, 2017). 

이 시기 여성들은 지속적인 노동경력을 이어오기 보다는 취업과 퇴직을 반복하면

51) 여공들은 좌절된 배움의 꿈과 상류층 여성처럼 전업주부가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박보희, 1977: 12-13, 전경옥 외(2011: 

214-215)에서 재인용),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능력과 경제력 있는 남성과의 결혼을 이
상적으로 생각하여 경제활동에 나서는 것을 꺼렸다(전경옥 외, 2011).

52) 가사 서비스 종사자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식모’라 불리던 입주가정부가 보편적이었다. 

1971년 한 조사에 의하면 주부가 직장을 갖고 있는 가정의 경우 75%가 가정부를 두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 지역에서는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전업주부가 있는 일
반 가정은 물론 취업한 기혼 여성 가정에도 가사일을 대체할 인력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강이수. 2009).

53) 근로기준법 제정(1953년) 당시 법제화되었던 산전⋅후 휴가는 60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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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산과 양육을 수행해야 했다. 일-가족을 양립하는 문제는 개별 여성과 가족에

게 부담이 전가되었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2. 기혼 여성 노동자의 약진: 1980년  

1970년대 이래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대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나,54)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 39.3%, 1980년 42.8%, 1990년 47.0%로 꾸준히 상

승했다(통계청, 각 년도).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것을 어수봉(1991)은 산업구조

의 변화로 설명하는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단순기능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노

동집약적 산업부문이 위축되고 정보산업화, 제조업의 소프트화가 진전된 덕분이라

고 분석한다.55) 장지연(1998)은 공급측면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출산율 저하, 만혼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고학력화, 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기인한다

고 분석한다. 

1980년대는 50대에서 60대 초반 연구참여자 여성들이 기혼 여성으로서 경제활

동을 시작할 때였고, 이 시기 여성 노동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단순히 증가한 것이 아니라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미혼 여성을 앞지르게 되었다. 1980년에는 미혼 여

성 50.8%, 기혼 여성 40.0%이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에는 미혼 여성 45.6%, 

기혼 여성 46.8%로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역전하게 되었다

(통계청, 각 년도).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를 기혼 여성이 주도해 왔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장지연, 1998; 황수경, 2003).56) 

54)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 77.9%, 1980년 76.4%, 1990년 74.0%이다(통계청, 각년
도).

55) 농업 부문 종사자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제조업 부문 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는데, 

산업별 취업자 분포는 1980년 1차 산업 46.5%, 2차 산업 21.9%, 3차 산업 31.6%에서 1990

년에는 각각 20.4%, 28.0%, 51.6%로 변화하였다(경제기획원, 각년도)

56) 1981년에는 20대 초반 이하 연령대의 여성이 전체 여성 노동력의 80%를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여성의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률이 상승함에 따라 취학연령대가 연장되면
서 1991년에는 20대 초반까지 연령대의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수준
으로 떨어졌다(황수경,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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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1980년대 여성 노동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취업자의 임금근로자화이다. 여성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의 비율

은 1980년 37.3%, 39.4%에서 1990년 24.6%, 56.6%로 변화하게 된다. 즉 여성 취업

자 중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절반

을 넘어서면서 취업 여성들이 점점 임금-고용 관계에 직접적으로 포괄되었다(강이

수 외, 2015). 둘째,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 취업자의 교육수준도 높아

졌다. 1980년에 여성 취업자 중 고졸 14.5%, 전문대졸 이상 2.5%에서 1990년에 고

졸 31.1%, 전문대졸 이상 8.2%로 증가했다(통계청, 각 년도). 여성 취업자의 교육수

준이 높아진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고등학교 진학률이 90%를 상회함에 따라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 노동력의 대부분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게 된 

것에서 기인한다.57) 

1980년대에도 여전히 기혼 여성의 취업은 가장이 가족임금을 벌지 못하는 저소

득 계층에서 일어나는 생계 보조적 행위로 여겨졌지만(배은경, 2009), 여성의 취업

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

다. 기혼 취업 여성은 일과 가족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영역에서 임시적이고 탄

력적인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1980년대 들면서 여성 취업자들이 점차 임

금노동자화되었고, 일과 가족 영역의 공간적, 실제적인 분리가 진행되었다. 특히 

기혼 취업 여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사, 육아와 같은 가정 영역의 일과 직장 영역

의 일을 병행해야 하는 일-가족 갈등이 본격화되었다(강이수, 2007).

1980년대는 여성 노동이 양적으로 팽창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한 시

기이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평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평등정책도 서서

히 체계화되기 시작했다.58)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57) 1969년 중학교 입시 제도 폐지 후 중학교 진학률이 상승했는데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이 
영향을 받은 세대이다. 이후 1973년에서 1980년 사이 단계적으로 진행된 고등학교 평준화 
조치로 고교 진학률이 대폭 상승하였다(문혜진, 2010). 여성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1985년 
88.2%, 1990년 95.0%, 1995년 98.4%로 거의 100%에 근접하게 되었다(문유경⋅주재선, 

2001). 

58) 여성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은 여성의식의 향상이라는 내
적요인에도 기인하지만 UN을 비롯한 국제적 영향으로부터 힘입은 바가 컸다(오화영⋅이
해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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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성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처

음부터 큰 효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지만 각종 차별 조치를 시정하기 위한 준거로

서의 의미는 매우 크다(강이수 외, 2015). 1980년대는 여성 취업에 대한 사회적인 

담론에서의 변화도 나타났는데,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여성인력 활

용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부 대기업에서 전문대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

는 기혼 여성 고용제도가 도입되었고,59) 대졸 여성공채60)가 실시되는 등 고학력 

여성들의 고용기회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3. 기혼 여성의 노동 참여에 한 인식이 변화되는 시기: 1990년

1990년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1.3%포인트 증가

하고 기혼 여성의 참가율은 1.9%포인트 증가하는 데에 그쳤지만, ‘여성 취업에 관

한 태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문유경⋅주재선, 2001). 여성이 가정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991년 21.1%에서 1998년 10.0%로 줄어

들었고, 결혼 전까지만 취업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1991년 20.2%에서 1998년 

11.6%로 감소했다. 반면 가정과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은 1991년 13.7%에서 1998년 26.8%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61) 여성의 평생취

59) 1981년 대우그룹이 최초로 기혼 여성고용제를 도입하면서 ‘주부사원’이라는 용어가 확산
되었다. 당시 국내 첫 주부사원의 자격요건은 전문대졸 이상, 임금수준은 고졸 초임과 대
졸 초임의 중간, 고용형태는 2년 계약직이었다(전희경, 2012).

60) 한국 최초의 대졸 여직원 공개 채용은 1986년 대우그룹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여러 기업
으로 확산되었다(http://www.iansan.net/woman/highTalent/content/637.jsp?menuId=01054003).

61) <표 2-10> 여성 취업에 관한 태도

가정에
만 전념

결혼 전까지만 
취업

자녀성장
후 취업

결혼 전과 
자녀성장 후

가정과 
관계없이

기타

1991
전체 100.0 21.1 20.2 22.4 22.5 13.7 -
여 100.0 17.0 17.8 23.9 24.6 16.7 -
남 100.0 25.7 22.9 20.9 20.2 10.3 -

1998
전체 100.0 10.0 11.6 14.5 26.4 26.8 10.6
여 100.0 8.5 10.3 14.0 27.6 30.4 12.1
남 100.0 11.6 13.1 15.0 25.2 23.1 9.3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9.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9. 

출처: 여성통계연보. 2001. p. 28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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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두 배로 늘었다는 것은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로는 더 

이상 가계 경제를 지탱할 수 없음을 실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여성도 자기 부

양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고양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성 노동력이 노동시장에서 머무르는 기간도 길어졌다. 여성 장기근속자의 비

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1991년에 5년 이상 근속한 여성은 18%에 

불과했지만, 2001년에는 32%에 이른다. 여성의 평균근속년수 또한 1991년 3.0년에

서 2001년 4.1년으로 증가했다(황수경, 2003:181). 여성들의 근속년수가 늘어나고 

노동시장에 장기 근속하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결혼이나 출산 이후에도 노동

시장에서 떠나지 않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으며, 연속적인 노동경험을 가지는 여성

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0년대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으로는 첫째, 고학력 여성 노동력의 공급이 증대

되었다. 여성의 대학 진학율은 1990년 30.8%에서 2000년 65.5%로 늘어났고, 여성 

취업자 중 (초)대졸은 1990년 8.2%에서 2000년 18.4%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여성

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교원 등의 전문직과 공무원 등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한 

여성들도 서서히 증가하였다. 여성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전문기술⋅행정

관리직과 사무직은 1990년에 각각 7.7%, 12.8%에서 2000년 14.0%, 14.7%로 증가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각 년도). 전문기술⋅행정관리직에서 여성 취업 인

구가 증대한 것은 저숙련⋅비경력직으로 특징지워지던 여성 노동시장에 새로운 

전형이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여성 노동시장이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거치면서 양극화가 진행되었

다. 한편에서는 고학력 여성인력의 배출을 바탕으로 전문직 및 준전문직에 종사하

는 여성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판매서비스직이나 단

순노무직과 같은 저숙련⋅저임금의 여성 집중 직종이 늘고 있다. 특히 판매서비스

직에서의 여성 비중은 1990년 53.7%에서 2000년 60.7%로 여성화가 두드러지고 있

다(문유경⋅주재선, 2001). 

셋째, 서비스직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서비스업이 확장되

면서,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여성 서비스직 종사자는 16.7%에서 38.4%로 급증

했다. 여성이 서비스직으로 집중된 것은 1990년대 여성의 취업 증대가 기혼 여성

을 중심으로 주도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제조업부문을 담당하던 미혼 여성 노

동력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단순기능직 여성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그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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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혼 여성 노동력이 대체하게 된 것이다(김둘순, 2009; 오화영⋅이해진, 2003). 

유통규모의 확산에 기인한 서비스 산업의 팽창 또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강이수, 2007; 김미숙, 2006: 전희경, 2012). 기혼 여성 노

동력은 개인 서비스업과 같은 단순서비스 부문으로의 취업에 집중됨으로써 양적

으로는 확대되었지만,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 수반된 고숙련⋅고부가가치 노동과 

같은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황수경, 2003). 

1990년대는 연구참여자인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 중 일부는 경력을 단절하

고 노동시장에서 떠나있던 시기였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M자형을 나타내는 

것은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 양육 등의 부담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일정 기

간이 지나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함을 의미한다.62) M자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들이 단지 출산과 양육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양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고, 여성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주로 

종사한다는 점이 맞물린 결과이다(이재경⋅이은아⋅조주은, 2006).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 유형은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고학력은 L자형, 저학력은 M자형으

로 구분된다. 1990년대를 거쳐 오면서 M자형 곡선자체는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63) 

이것은 노동시장에 고학력 여성이 증가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고학력 여성은 

저학력 여성에 비해 더 좋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노동시장에 오래도록 남아있기 

때문이다(김영옥, 2002; 장서영, 2008; 장지연, 2004; 조주은, 2009; 최효미, 2014). 

경력단절 여성에게 주어지는 고용기회는 저숙련⋅저임금 직종으로 제한되어지

기 때문에 경력단절을 거치게 되는 여성은 이러한 직종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

(황수경, 2003: 204). 장서영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대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하향취업을 감수하기보다는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으며, 숙련도가 

높은 전문직, 사무직 일자리에 종사했던 경우에만 재취업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

났다. 황수경(2003)은 여성 노동시장의 구조적 양극화는 기혼 여성이 경력단절을 

62) 고학력 여성의 경우 L자형(L-shaped curve)을 이루고 있는데, 고학력 기혼 여성은 한번 노
동시장에서 퇴장하면 그 이후 재진입하지 못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됨을 보여준다
(김태홍, 2000; 민무숙, 2006).

63) M자형 곡선의 변화가 여성의 취업 연속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박경숙⋅김영혜, 2003; 박수미, 2002; 이순미, 2015). 박경숙⋅김영혜
(2003)는 M자형 곡선의 변화가 곧 여성 노동의 질적인 개선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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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른 생존자와 탈락자의 문제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

고 설명한다. 

1990년 들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49.2%에서 2000년 51.2%로 

완만하게 증가했지만(문유경⋅주재선, 2001), 임금근로자화의 진행은 가속화되

어64) 일-가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보다 보편적인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취업 여

성들은 전일제 임금근로를 행하면서도 가정내 돌봄 역할에 대한 책임도 부담해야

만 했다. 강고한 젠더구조 하에서 여성들은 확대가족적인 세대 관계를 양육지원책

으로 도입하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일-가족을 양립하였다(김혜경, 2007).

1980년대까지 여성 정책은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모성보호 관련

이나 여성 노동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을 입법화하였지만 형식적인 수준

에 머물러 있었다(김원정, 2018; 양현아, 2002; 오장미경, 2003). 1990년대는 취업 

여성에 대한 정책이 더욱 본격화되면서 각종 여성관련 입법이 이루어졌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1994년 국가 공무원법 개정,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65) 

1999년 2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여성의 평생평

등노동권을 위한 여성운동이 세력화되면서 결혼퇴직제, 여행원제, 성별분리호봉제 

등 각종 성차별적 규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문은미(2014)는 1990년대의 법률 제⋅개정 및 여성관련 정책 시행으로 인해 여

성에 대한 직접차별에 대한 대응은 일정 정도 해소되었지만, 당시 법이 상정하는 

내용으로는 간접차별, 비정규직 문제, 간접 고용 문제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

차별 상황에 대응하는 것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기혼 여성의 노동 참여율

이 증가하면서 결혼과 임신, 출산을 둘러싼 문제뿐 아니라 양육의 문제도 여성 노

동의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문은미, 2014). 하지만 국가는 정책을 입안만 했

을 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았고, 일-가족 양립 문제는 

전적으로 가족의존성에 기초했다(전윤정, 2017).

64) 여성 임금근로자는 1990년 56.7%에서 2000년 60.8%로 증가했다(문유경⋅주재선, 2001).

65) 여성발전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
다.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
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잠정적 우대조치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4년 전부 개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었다(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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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 여성 노동자의 증가: 2000년  이후- 재

IMF 외환위기 이후 정년제와 연공제에 따라 구조화되었던 노동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실직이나 해고가 일상화되었고, 평생직장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

다(이정희, 2017; 전희경, 2012).66)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고용불안정이 심화되

고, 비정규직으로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취업 후 오랜 기간 동안 노동을 하다가 정

해진 나이에 퇴직을 하는 안정된 생의 기획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노동

시장의 변화는 남성 1인 생계부양 규범의 위기를 가속화하였고, 기혼 여성의 경우 

남편의 실직에 대비해야 할 경제적 필요성으로 더욱 취업을 열망하게 되었다(배은

경, 2009). 

2000년대 이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눈에 띄는 것은 45세 이상 연령대의 

중고령층 여성을 중심으로 한 증가이다.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하지만 그

럼에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기간이 늘어나고, 평생취업에 가까운 노동

생애를 유지하는 여성들도 많아졌다. 

<표 2-11>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p)

전 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2000 48.8 12.6 61.2 55.9 48.8 59.3 63.8 64.9 55.3 51.3 30.2

2010 49.4 8.5 53.5 69.8 54.6 55.9 65.9 65.6 61.3 53.3 26.9

2017 52.6 10.1 55.4 75.0 63.8 59.7 63.7 71.0 67.7 60.9 3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출처: 한국의 성인지 통계. 2017. p. 226-227 재구성.

4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45-49세, 50-54세, 55-59세 구간에서 

2000년 각각 64.9%, 55.3%, 51.3%에서 2017년 각각 71.0%, 67.7%, 60.9%로 가파른 

상승률을 나타낸다. 이에 힘입어 여성 경제활동 참가자 중 45세 이상 참가자의 비

66) IMF 외환위기는 경제위기시 노동시장 밖으로 퇴출되는 여성 노동이동 행태의 온존, 다양
한 형태의 비정규직 증가, 여성내부의 양극화 등 여성고용구조의 불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김영옥,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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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2000년 33.3%에서 2017년 51.0%로 증가되었다(주재선⋅송치선⋅배호중, 

2017). 

2000년대 들어서는 여성 취업자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의 비중

이 증가하고 있으며, 직업별 구성에서67) 전문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이 

2017년 현재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68) 전문가 관련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많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높아졌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전문 직종에서 여성의 비율이 늘어난 분야

는 전통적으로 지위가 높은 의사, 법률전문가, 과학자, 대학교수와 같은 구전문직

보다는 신종 전문직과 준전문직69)에 집중되어 있다(강이수⋅신경아, 2001; 박기남, 

2007; 손승영, 2005).70) 전문가 관련 종사자의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의 경우에도 

2000년에는 전문직 남성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전문직71) 여성의 임금은 66.5%

67) <표 2-12> 여성의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천명, %)

　 취업자
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
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05 9,508 100.0 0.5 16.6 16.7 18.5 16.7 8.0 3.9 3.8 15.4 

2010 9,992 100.0 0.5 20.4 17.9 16.3 15.5 5.9 3.3 3.3 16.8 

2017 11,356 100.0 0.3 23.5 19.4 16.8 13.9 3.9 2.9 3.5 1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출처: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p. 26 재구성.

68) 전문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이 증가한 것은 여성의 교육수준의 상승과도 관련된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2005년을 기점으로 남성보다 높아진 이후, 2018년 현재 72.7%로 남
성에 비해 7.4%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취업자의 고학력화도 꾸준히 진행되
어, 2000년 여성 취업자 중 대졸 비율은 19.2%에 불과했으나 2018년 현재 42.1%로 전체 
여성 취업자 중 대졸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통계청 보도자료. 2018.07.02.). 

69) 준전문직은 전문직의 요소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가 약한 집단으로 기존 전문직
에 비해서 상대적인 권한의 약하다. 대표적인 준전문인은 초중등학교 교사, 도서관 사서, 

사회사업가, 간호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직무들은 여성의 점유 비율이 높아서 여성준전
문직으로 불리기도 한다(유홍준⋅정태인⋅김기헌, 2016: 240). 

70) 전문가 관련 직종에서 여성 취업자의 증가는 오랜 기간의 훈련을 거치지 않고도 창의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투자상담사, 방송작가 등 신종 전문직 종사자
가 늘어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준전문직에 여성들이 집중되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강이수⋅신경아, 2001; 박기남, 2007; 손승영, 2005).

71) 전문직은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를 포함한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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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2016년에는 59.2%로 오히려 더 낮아졌다. 이러한 수치는 2016년 전체 직종

에서의 남녀 임금비의 평균인 63.4%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전문직 내의 남녀 임

금격차는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주재선 외, 2017). 박기남(2007)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신종전문직이나 준전문직의 경우 구전문직에 비

해 계약직이나 임시직 등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데, 여성 비정규직 비율

이 높은 것은 전문직 내 남녀 임금격차를 크게 하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2016년 

현재 전문직 내의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 31.7%, 남성 16.9%로 여성의 고용 불안정

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주재선 외, 2017). 

2000년대 여성 취업자의 증가는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일자리 증가와 관련되

어진다.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여성 취업자 증가분의 43%에 해당하는 38만 6천

명이 보건 및 사회복지업 분야에 취업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산업별 취업자 상위 

10개 업종을 나타낸 <표 2-13>를 보면 2013년에는 보건복지업이 전체 여성 취업자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0%였으나 2018년에는 14.4%로 증대되었다. 같은 기간 동

안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취업했던 도⋅소매업에서 여성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4.9%로 줄어들었다(정성미, 2018).

<표 2-13> 여성 산업별 취업자 상위 10개 업종

  규모 격차 비중

2013 2018 2013~2018 2013 2018

도소매업 1,664 1,710 46 15.8 14.9

보건복지 1,263 1,649 386 12.0 14.4

숙박음식 1,282 1,421 139 12.2 12.4

제조업 1,265 1,310 45 12.0 11.4

교육서비스 1,174 1,250 76 11.1 10.9

협회개인서비스 627 631 4 6.0 5.5

사업서비스 539 556 16 5.1 4.9

농림어업 661 547 -114 6.3 4.8

금융보험 449 455 6 4.3 4.0

공공행정 357 439 83 3.4 3.8

주: 10차 산업분류 기준임. 상위 10개 업종은 2018년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출처: 정성미. 2018. p. 9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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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비정규직화는 1990년대 말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다(강이수, 2011; 김미숙, 2006; 김영옥, 2007; 김원정, 2018; 이정희, 2017). 임금노

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이 2003년 27.6%에서 2017년 26.3%로 다소 감소한데 

비해, 같은 기간 여성은 39.6%에서 41.2%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비중 

면에서 여성이 훨씬 높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8). 연령대별 비정규직 구성비를 

보면 40세 이상 중고령 여성층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이 높게 나

타난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8).72) 혼인상태별 비정규직 구성비를 보면 2018년 

현재 미혼 여성 비정규직의 비중은 40.9%이고, 기혼 여성 비정규직의 비중은 

54.9%에 이른다(김유선, 2018:12). 기혼 남성 집단과 미혼 남성 집단의 비정규직 비

중은 각각 30.2%, 40.3%로, 성별⋅혼인상태별 비정규직 비중을 교차시켜 볼 때 기

혼 여성 집단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기혼 여성 집

단의 고용이 가장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73) 

강이수(2007)의 분석에 따르면 취업 여성의 일과 가족 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취업 여성의 임금노동자화 정도이다. 여성들이 강한 취업 의

사를 가지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일-가족 갈등 문제는 더욱 첨예해졌는데, 여

성의 임금노동자화가 뚜렷해짐에 따라 일과 가정의 분리는 더욱 심화되었다(강이

수, 2007).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여성은 노동시장 영역으로 진입했

지만 남성의 가정 내 영역으로의 진입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행해지고 있다

(이순미, 2013; Hochschild, 1989[2001]). 대부분의 기혼 취업 여성들은 직장에서 퇴

근 후 가정에서의 제2의 근무(Hochschild, 1989[2001])로 일과 가족을 힘들게 양립

하고 있지만, 남성의 가사와 돌봄노동에 대한 역할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자각

에서이다. 여성들은 가정 내 돌봄노동을 외주화, 간소화하거나 친족자원에 의존함

72) <표 2-14> 연령대별 비정규직 근로자 구성비(2017년)

(단위: %)

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여성 100.0 2.8 17.0 14.5 21.2 22.7 21.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7. 8.

73) 비정규직의 고착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태의존성’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거의 두 배 가까
이 높게 나타나고,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육아 및 학령기 자
녀를 둔 기혼 여성에게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김우영⋅권현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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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김혜경, 2010; 박기남, 2007; 

손승영, 2005; 이재경⋅이은아⋅조주은, 2006). 결국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변화시

키려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고 이루어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여성의 이중부담

으로 귀결되었고, 성역할 인식의 변화나 가족 내에서의 평등에도 기여하지 못 하

였다. 

2000년대는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

이 취해졌다. 정부는 여성부를 설치했고(2001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에 관한 법률(2007년)74),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008년), 아이돌봄 지

원법(2012년)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취업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특히 2001년 8월 ‘모성보호 관련 3법’으

로 일컬어졌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 근로기준

법 제정(1953년) 당시 법제화되었던 산전⋅후 휴가는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었고, 

휴가 급여가 신설되어 늘어난 30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무

급휴직이었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고, 유

산⋅사산휴가 제도도 신설되어 기혼 취업 여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해졌다(노

동부, 2005). 하지만 일-가족 양립과 관련하여 국가가 여성들의 이중 부담을 줄이

려는 제도적 노력들은 결국 여성 노동자만의 지원 정책으로 제한됨으로써 여성의 

양육자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행해지고 있다(김원정, 2018; 백경흔, 

2015).

산업화 초기의 여성 노동시장은 저숙련⋅저임금⋅미혼 노동으로 특징지워졌으

나, 고학력 여성이 증가하고 여성의 취업 의식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

제적 보상과 승진체계가 있는 안정된 직장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여성의 평생노동에 대한 열망도 높아져서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

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은퇴에 직면하거나 은퇴한 여성들의 숫자도 늘어났다.75) 

하지만 여전히 성별화된 노동시장 하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취업의 

74)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
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하며(제2조 제1호), 이 법
은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
로 이루어져 있다. 

75) 중고령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대되면서 50대 여성 취업자는 약 264만명, 60대 여성 
취업자는 약 192만명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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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고용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은 공식적인 은퇴를 논할 수 없는 상황이다.

4절 일-가족 생애의 유형들

남성은 가족의 생계부양자로 간주되어져서 대부분의 남성은 ‘고용 준비기 – 중
단 없는 고용기 - 최종적 은퇴기’로 이루어진 직선적인 노동생애를 살고 있다(최선

영⋅장경섭, 2012). 반면 여성의 노동생애는 일과 가족의 상호작용 속에서 매우 다

양하게 나타난다. 즉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들과 참여하지 않는 여

성들의 양 축이 있고, 그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퇴장하는 

여성들이 있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서의 특징은 경력단절이 잦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학력과 같은 인

적자본보다는 생애주기와 관련한 사건인 결혼, 출산, 육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분석된다(박경숙⋅김영혜, 2003; 박수미, 2002; 최수정⋅정철영, 2010).

여성의 노동 참여는 남성과는 달리 집단 간의 이질성이 크고 이러한 이질성이 

생애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드러나기 때문에 과정(process)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김혜연, 2010b; 최선영⋅장경섭, 2012). 여성의 생애노동 이력을 분석한 선행연구

들은 생애노동 이력을 유형화하고 각 집단의 특징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춘다. <표 

2-15>는 여성들의 생애노동 이력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에 나타나는 유형을 재분류

한 것이다. 

<표 2-15> 국내 선행 연구 중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애노동 이력 유형 분류

유 형 분 류

노동시장에 
지속적 참여 

M자형
결혼/출산 후 
노동시장 

참여

결혼/출산 후 
노동시장 

퇴장

노동시장 
참여 경험 

없음

은기수⋅
박수미
(2002)

연속취업형
(32.5%)

불연속
취업형
(12.5%)

결혼 후
퇴장형
(23.3%)

비경제활동형
(31.7%)

32.5% 12.5% 23.3% 31.7%



2장 여성의 일-가족 경험의 사회적 조건: 1970년대-현재

- 57 -

유 형 분 류

노동시장에 
지속적 참여 

M자형
결혼/출산 후 
노동시장 

참여

결혼/출산 후 
노동시장 

퇴장

노동시장 
참여 경험 

없음

박경숙⋅
김영혜 
(2003)

일⋅가족
역할 중복형

(13.7%)

M자형
(18.6%)

잠재 M형
(25.9%)

양육 이후 
입직형
(23.5%)

가족 중심형
(17.3%)

13.7% 44.5% 23.5% 17.3%

김혜연 
(2010) 

노동시장
참여 지속형

(2.0%)

조기노동시장 
진입형
(3.6%)

양육 후 
노동시장 
진입형
(7.2%)

가사-시장노동 
병행형
(22.4%)

노동시장 진입 
후 재퇴장형

(6.2%)

출산 후 
노동시장 
퇴장형
(13.1%)

가사노동 
지속형
(45.4%)

2.0% 39.4% 13.1% 45.4%

최수정⋅
정철영
(2010)

전일근로
집중형
(11.9%)

경력전환형
(4.4%)

경력개발형
(4.0%)

조기 
가족구성형

(13.7%)

늦은 
가족구성형

(20.2%)

생계형 
경력복귀형

(16.4%)

간헐적 
경력공백형

(10.2%)

결혼 후 퇴장형
(14.6%)

전통적
가사형
(4.4%)

20.3% 60.5% 14.6% 4.4%

이순미
(2014)

정규직 
임금근로형

(11.3%)

자영업 전환형
(3.1%)

경력단절 후 
상향형
(10.1%)

경력단절 후 
하향형

정규임금근로
→ 실직
(5.3%)

하향이동 → 
실직

실직지속형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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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에 따라 여성의 생애노동 이력은 4가지에서 10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표 2-15>에서는 기혼 여성을76) 대상으로 한 생애노동 이력을 결혼과 출산을 기점

으로 하여 ‘노동시장에 지속적 참여’, ‘M자형’, ‘결혼/출산 후 노동시장 참여’, ‘결

혼/출산 후 노동시장 퇴장’, ‘노동시장 참여 경험 없음’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여성의 생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과 특정 유형이 발생하는 빈도는 연구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의 생애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노동 이력

의 유형은 은기수⋅박수미(2002)의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이었지만, 박경숙⋅김영혜(2003), 최수정⋅정철영(2010), 김이선⋅박경숙(2019)

의 연구에서는 M자형 유형, 김혜연(2010a), 이순미(2014)의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참여 경험이 없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각 연구마다 사용하는 자료

와 분석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기수⋅박수미(2002)와 박경숙⋅김영

혜(2003)는 같은 자료를 이용했음에도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자의 연

구는 40세 이상 여성, 후자의 연구는 1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에서 기

인한다(이순미, 2014). 선행 연구들에서 기혼 여성의 대표적인 노동 이력 유형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패턴이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76) 여성의 생애노동 이력을 분류한 유형 중 미혼 여성을 구분한 범주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
였다.

유 형 분 류

노동시장에 
지속적 참여 

M자형
결혼/출산 후 
노동시장 

참여

결혼/출산 후 
노동시장 

퇴장

노동시장 
참여 경험 

없음
하위직 순환형

(7.4%)

상승이동형
(0.5%)

하향이동형
(7.6%)

(16.9%) (2.6%)

29.9% 27.0% 7.9% 35.2%

김이선⋅
박경숙
(2019)

일-가정양립형
(15.9%)

M자형
(35.2%)

잠재M형
(17.1%)

가족형성 후
입직형
(23.9%)

가족중심형
(7.8%)

15.9% 52.3% 23.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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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여성의 생애노동 이력의 시기적 경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은기수⋅박수미

(2002)의 연구와 박경숙⋅김영혜(2003)의 연구에서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노동시

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의 비중은 줄어들고, M자형 유형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은 1990년대 초반 들어 다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유형에 속하는 여성 집단의 구성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즉,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이 1980년대까지 감소한 것은 

취업연속적인 농업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감소했기 때문이고, 1990년대 들어서 

소폭 증가한 것은 전문직이나 공무원 직종에서 일⋅가족 역할을 병행하는 여성들

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박경숙⋅김영혜, 2003). 경력을 단절한 후 다시 취업한 M자

형이 증가한 것 또한 여성의 직업구성의 변화와 관련되는 데, 비농림직이 증대되

면서 오히려 불연속 취업에 종사하게 되는 여성들이 증가한 탓이다(은기수⋅박수

미, 2002). 김혜연(2010a)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출산 후에 노동시장을 퇴장하는 

유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는 과거 여성들의 경우 결혼이나 출산 전

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서, 최근에는 노동시

장에 진입한 후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 사건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많아졌기 때문

이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코호트’에서 출산 후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여성과 

노동시장의 경험이 없는 여성 집단의 비중이 ‘60년대 이전 코호트’에서의 비중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데, 이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이 곧 노

동시장 참여의 지속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이

선⋅박경숙(2019)의 연구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결혼한 코호트의 가장 일

반적인 생애유형은 M형이었으나,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성 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최근 코호트에 속

하는 여성의 삶도 노동시장 지속형이 아니라 M자형의 생애로 전개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분석한다. 

본 논문은 비교적 장기간 노동시장에 종사하고 은퇴기에 도래한 50대에서 60대 

초반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성의 생애노동 이력을 분석한 연구 중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와 유사한 연령대 여성의 노동 이력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박경

숙⋅김영혜(2003)의 연구와 김이선⋅박경숙(2019)의 연구에서 1980년대와 1990년

대에 결혼한 코호트 여성의 가장 일반적인 생애유형은 M자형이다. 박경숙⋅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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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2003)의 연구에서는 1980년대 코호트 중 28.4%, 1990년대 코호트 중 46.4%가, 

김이선⋅박경숙(2019)의 연구에서는 각각 47.8%, 61.5%가 결혼 후 경력단절을 겪

은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여성은 박경숙⋅김영혜

(2003)의 연구에서는 1980년대 코호트, 1990년대 코호트에서 각각 8.4%, 12.7%로, 

김이선⋅박경숙(2019)의 연구에서는 각각 4.6%, 6.5%로 나타났다. 김혜연(2010a)의 

연구에서 ‘첫 출산년도’가 1980년 이후인 코호트 여성은 출산 후 노동시장 퇴장형

(29.2%), 노동시장 참여 경험 없음(26.7%)이 대표적인 생애유형으로 나타나고, M자

형은 9.1%,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유형은 4.6%에 불과하다. 은기수⋅박수

미(2002)의 연구에서 연구 당시 ‘40대 집단’은 결혼 후 퇴장형이 31.2%로 가장 많

이 나타나고,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유형은 27.6%, M자형은 18.7%로 나타

난다.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와 비슷한 연

령대 여성들의 생애유형은 결혼⋅출산 후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거나, 퇴장 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 M자형이 가장 일반적이고,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노동생애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집단의 유형은 선행연구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특정 유형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단

순한 형태가 아니라 여러 유형의 집단들의 비중이 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다. 즉, 여성의 노동과정은 최근 출생 코호트에 속한 여성 집단에서 보다 이질적이

고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김혜연, 2010a). 하지만 최

근 코호트로 올수록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당연한 경험이 됨에도 불구

하고, 여성의 노동경력단절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성의 생애 경험을 분석

한 최근 연구인 김이선⋅박경숙(2019)의 연구에서도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는 여성의 비중은 1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과 가족 역할이 

여전히 성차별적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으로(김이선⋅박경숙, 2019), 여

성을 주부로 간주하는 젠더 규범이 가족과 노동시장에서 작동하는 탓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이순미, 2014). 

여성의 생애유형은 계층에 따라 선택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지속적으로 노

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으며, 남편의 소득⋅학력⋅직

업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다(임이란, 2006; 은기수⋅박수미, 2002; 최수정⋅정철영, 

2010). 남편의 학력⋅직업적 지위가 높아서 남성가장이 혼자서 가족을 부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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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만큼 가구소득이 높은 계층에 한해서 여성은 전업주부의 삶을 사는 것이 가

능하다(김이선⋅박경숙, 2019; 김혜연, 2010; 임이란, 2006).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으면 여성이 직업경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에서 대부분 일치

되고 있으나, 배우자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여성의 경력발달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최수정⋅정철영, 2010). 최근에는 남편

의 직업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도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연구

된다(임이란, 2006). 

고학력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

력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유형에 차이를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된다. 하

지만 여성 내부의 차이를 학력으로 나누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학력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취업한 고학력 여성들 중에서도 일부만이 

경력을 지속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의 내부 차이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은 

학력보다는 직업 지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이순미, 2014). 여성이 어떤 유형의 

생애노동 이력을 영위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출산시의 

직종’이다(김혜연, 2010a).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은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구매력이나 가족지원의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한 여성들은 경력단절로 

생애유형이 전환된다(박경숙⋅김영혜, 2003). 기혼 여성 내부의 차이는 최근 코호

트로 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데, 최근 코호트에서는 정규직 임금근로를 지속

한 경우에 한해서 취업을 지속하고 대부분은 경력단절 후 하향재취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순미. 2014). 즉, ‘고학력-전문직’과 ‘저학력-사무⋅서비스(경력단절 전), 

생산(경력단절 후)’의 이분된 구조가 더욱 견고해지는 경향을 보인다(최수정⋅정

철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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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기혼 여성은 주부이자 노동자로서의 다중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 장에서

는 노동경력을 가진 기혼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경험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당시의 시대적 조건과 젠더 관계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생애노

동 이력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연구참여자들이 노동시장에 진

입했던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중반 당시 여성의 노동 참여에 대한 기대는 결

혼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미혼 여성의 노동력은 동원하되 

기혼이 되면 노동을 중단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간주했다. 이에 1절에서

는 연구참여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과 특징을 알아보고, 결혼을 기점으로 일자

리를 지속하는 여성과 단절하는 여성의 차이를 알아본다. 일자리를 지속한 여성들

은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을 탐색하고, 경력단절을 한 여성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경력복귀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핀다. 2절에서는 일하는 여성들이 유급노동을 어떻

게 의미화하는지를 알아본다. 특히 노동자 정체성에 따라 각기 다른 서사가 나타

나는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각 서사의 특징을 살핀다. 

1절 노동 이력

연구참여자들은 각기 공식적인 교육을 이수한 정도는 다르지만, 교육을 마친 후 

결혼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 결혼이라는 생애 사

건은 연구참여자들이 일자리를 지속하거나 단절하는 데 주된 영향을 미쳤다. 이 

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노동 이력을 결혼을 중심으로, 미혼인 시기와 기혼인 시

기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한다. 노동시장 진입시 종사하는 직종에 가장 영향을 미

친 요소는 교육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점을 고려하여 미혼 시기의 노동은 

학력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기혼 시기의 노동은 지속적으로 생애노동에 종사한 

집단과 경력단절을 겪은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노동 이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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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혼 여성 노동

1) 고학력 여성

대학을 졸업한 연구참여자들은 대학 진학 시 결정한 학과가 직업과 연계되는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고학력 여성들이 종사했던 직업은 교사, 군인, 간호사, 건축설

계사로, 특정 대학이나 특정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해당 직업을 가지는 전제 조건

이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집안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자신의 

가정형편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고,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때부터 장래

를 위한 진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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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희가 교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진 것은 중학생 때였다. 주변사람들로부터 

“너는 아이를 잘 보니까 선생님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한선희도 

선생님 외에 다른 직업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한선희는 재수를 통해 교육대학

에 입학할 수 있었다. 한선희가 대학에 입학했던 1970년대 중반은 여학생들의 대

학진학이 드물던 시절이었고,77) 딸이 재수까지 하는 것은 부모의 승인을 받기 어

려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한선희는 오빠가 서울에서 유학을 하고 있

었고, 언니가 오빠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언니의 도움으로 

재수를 할 수 있었다.

77) 1970년대 여성의 대학 취학률은 3-5%로, 동일 연령대의 여성 100명 중 대학에 다닐 수 있
는 여성의 수는 3-5명이었다(이혜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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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열심히 살아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홍정희는 “나는 이

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대학에 진학했다. 중

학생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기울어지면서, 주변에서는 장학금을 받으면

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로 진학할 것을 권유했지만 홍정희는 지역에서 명문 고등

학교로 알려져 있던 ○○여고에 시험을 쳐서 입학했다.78) 홍정희가 ○○여고를 고

집한 것은 당장은 명문 여고에 진학하는 것이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홍정희는 대학 진학 시 간호사관학교를 택했

다. 학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가정형편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고, 졸업하면 간호사라

는 전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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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홍정희는 고교평준화 이전 세대이다. 1974년에서 1975년에 걸쳐 서울을 비롯한 주요광역
시들에서 고교평준화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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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과 이선정 또한 학비와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대학을 선택했다. 이선정은 중학생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후 집안에서 대학 

뒷바라지를 해주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다른 집에 가서 쌀을 빌려와서 도시락을 

쌀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웠는데, “여상 가서” 빨리 돈 벌어서 집안을 도와줬으면 

하는 부모님의 바람에도 이선정은 “대학이라도 나와야지”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학 진학을 고집했다. 이선정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부터 인문계 

고등학교만 보내준다면 스스로 대학을 가겠다고 부모님을 설득했고, 장학금뿐만 

아니라 용돈까지 제공해 준다는 조건에 사관학교를 선택했다. 백지영은 선생님과 

부모님의 권유로 교육대학에 가게 되었다. 당시 백지영의 집에는 언니와 오빠, 두 

명의 대학생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백지영의 대학 학비는 부모님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다. 교육대학은 수업료가 면제되는 등 타 대학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

서,79) 큰 부담 없이 진학을 결정할 수 있었다.

( ) 4

. 

. -

... 

... . 

, 

, . 

. . < >

서유경은 어릴 때부터, 여자는 약대에 진학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편안히 약국 

하나 차리고” 사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다. 서유경은 보수적인 

79) 당시 교육대학은 2년제로 운영되었는데, 교사가 비인기직종이던 시기에 국가에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여 우수 학생들을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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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은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업보다는 자신이 원하

는 직업을 선택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고등학생 때부터 건축을 전공할 것을 희

망했다.

연구참여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던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중반은 교사나 약사, 간호사 등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고학력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 자체가 한정되어 있었고, 여성의 생애취업도 

적극적으로 권유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이 선택한 직업도 교사, 간호사, 건축

사, 군인 등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종사하거나,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 하에 여성

도 평생취업이 가능한 직종이었다. 이들이 전문직을 선택한 것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크게 작용했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는 

것이 삶의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2) 학력 여성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은 생산직⋅무급 가족종사자⋅
단순 사무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에 종사했던 연구

참여자들의 서사에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 상황과 직종을 선택하게 된 과정이 

학창시절 경험과 연계되어 상세히 서술된 반면, 저학력 연구참여자들은 직업을 선

택하게 된 계기나 과정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짧게 서술했다. “고등학교 졸업하

고 직장 다녔어요. 반도체 회사. ○○ 산업이라고.”(권경아), “사무, 경리 같은 거 

그런 거 했었어요”(김수미) 라고 한 문장으로 서술하는 식이었다. 

장애숙의 첫 직장은 엄마가 운영하던 식당이었고, 결혼하기 전까지 무급종사원

으로 일을 했다. 장애숙은 미혼시절에 식당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살게 되었고, “인생이 좀 어영부영”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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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영은 할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집안일을 도

와야 했다. 유혜영의 할아버지는 보수적인 분으로 여자들은 바깥 일을 하는 것보

다 집에 있다가 결혼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셨고, 가족들은 집안의 어른이신 

할아버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유혜영이 취업을 해서 서울로 가게 된 것

은 고모부 덕분이다. 고모부는 유혜영을 자신이 잘 아는 곳에 취업시키고,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겠다고 할아버지를 설득했다. 

이은옥과 전인숙은 친척이 운영하던 곳에 취업을 한 사례이다. 이은옥은 졸업 

후 삼촌 회사의 경리로 일하다가 공무원이 되었다. 이은옥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퇴근 후에는 삼촌 회사의 일을 처리해 주었다. 이은옥이 두 군데 일을 병행하는 것

이 힘들다고 호소하자 삼촌은 자신이 더 많은 월급을 주겠다고 공무원을 그만두라

고 했고, 그 후 이은옥은 다시 삼촌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전인숙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삼촌의 소개로 섬유회사에 취업했다. 이후 삼촌이 슈퍼마켓

을 차리게 되면서 삼촌의 부탁으로 가게 운영을 돕게 되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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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자는 저학력 연구참여자들 중에서도 특히 학력이 낮은 경우인데,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셋이나” 되는 동생들을 돌보느라고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박

민자는 12세에 섬유공장 시다로 노동시장에 진입했는데, 연령이 낮았기 때문에 생

산직을 제외하고는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이 거의 없었고, 더 여건이 좋은 곳에 취업

할 정도의 인적자원도 가지지 못 했다. 

최영순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퇴했으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정된 일자리인 

공무원에 종사하게 된 예외적인 사례이다. 최영순은 고등학교 중퇴 후 상경해서 

담임 선생님이 소개해준 작은 회사에서 “급사에, 비서에, 오만 잡동사니” 일을 다 

하는 단순 업무로 일을 시작했다. 단순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아이 셋을 모두 뒷

바라지 할 수 없었던 최영순의 부모는 “장자를 가르치”는 데 집중했고, 최영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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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은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최영순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돕는 한편, 

검정고시에 응시해서 고졸 자격을 얻었다. “딸이니까 당연히” 집안 뒷바라지를 해

야 하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방법을 개척하는 수밖에 없었다. 

20살에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뭐가 될 거 같은” 마음에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 인쇄소로 이직했다. 이직한 직장에서는 고졸 학위를 근거로 이전 직

장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월급이 리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최영순은 인쇄소를 그만두었다. 최영순은 공무원이 된 후 

월급이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점이 예전 직장들

보다 좋았다고 서술했다. 

조은(1990)의 연구에 의하면 빈민 가족의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응은 딸의 교육비 절약을 통한 지출 극소화와 딸의 취업을 

통한 수익 극대화 방안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서 딸들은 아무 직장이나 

적당히 취직해서 돈을 벌다가 시집가면 되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일찍 일터에 

나가 가족 생계유지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조은, 1990). 최영순 또한 가족의 생

계를 돕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해야 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

적 지위는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학력을 높이고, 객관화된 시험을 

통과해서 획득한 노력의 결과이다. 

저학력 여성들의 절반 정도는 직업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가족이나 친척의 영향

을 받았다. 장애숙은 엄마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을 해야 했고, 이은옥과 전인숙

은 친척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유혜영은 할아버지의 반대로 고등학

교 졸업 후 3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었다. 저학력 여성들이 자신의 취업 여부를 

가족의 의사에 따르거나, 별 다른 구직 노력 없이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

한 것은 이들이 취업 가능한 직장들이 그다지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들은 당시 미혼 여성들이 주로 취업했던 단순사무직이나 생산직의 저임금, 낮은 

직책에 근무하였고, 직장생활은 결혼 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생애취업에 대한 열망이 낮았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비슷하다면 어디에 근무하든 

직장 자체는 그다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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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혼 여성 노동

1) 일자리의 지속

연구참여자인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 결혼을 거치면서 기혼 여성으로서 

노동시장에 머물 던 1980년대는 기혼 여성의 노동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

였다. 남성 생계부양자와 중산층 전업주부를 이상화하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된 가

운데, 기혼 여성의 역할은 가족을 보살피는 것이 우선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같은 

코호트의 여성들과 비교해볼 때, 본 논문의 중간계급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종사했던 일자리에서 경력단절80) 없이 생애취업에 종사했던 예외적인 경우라

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었던 사유로 경제적인 필요

성, 일자리의 특성, 주변의 지지를 들었다. 

(1) 경제  필요성

중간계급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였다. 연구참

여자들은 자신의 소득도 가족 생계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가족 생계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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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경력단절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던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였다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겪게 되는 경력 
개발 과정의 단절 상태를 의미한다(장서영⋅오민홍⋅은혜경⋅최미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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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순은 같은 직업에 종사하던 남편과 결혼했는데 박봉이었던 당시 공무원 월

급은 두 사람이 버는 것을 합해도 신문사에 다니던 시숙의 “3분의 1”이 채 되지 않

을 정도로 적었지만, 양가 부모님들은 최영순이 결혼 후에 직장에 다니는 것을 만

류하셨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직장에 다니는 기혼 여성들을 “직업여성”81)이라 

칭하는 등 부정적이었고, 양가 부모님의 생각도 다르지 않아서 “여자가 벌면 얼마

나 버냐”, “자식 떼 놓고 다니는 거는 이천만원을82) 번다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

냐” 라는 입장이었다. 양가의 도움 없이 대출을 받아 신혼 생활을 시작했던 최영순

은 대출금 때문에라도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서술

했다. “좀 더 빨리 벌어서” 결혼하면서 진 빚을 갚고, 전셋집 자금을 마련하고, 그 

다음은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당시 최영순의 최대 목표였다. 

김희경은 “남들 못지않게”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맞벌이를 해야 한다는 생

각에서 “집에서 애나 키우지, 뭘 계속 다니려고 하느냐”는 친정어머니의 반대를 무

릅쓰고, 직장생활을 계속 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 즉 아이가 좋은 직업을 가지

고,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부모의 최대 과제인 현실에서 

아이의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 김희경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게 “같이 벌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돈을 모으는 것은 김희경이 직장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였다.83)

81) 최영순은 자신이 기혼 여성으로 직장생활을 하던 1980년대 초반을 떠올리며, 당시에는 일
하는 기혼 여성을 “윤락녀들하고 싸잡아서 직업여성”으로 불 다고 서술했다. ‘직업여성’

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혹은 주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완곡하게 이
르는 말이다(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일하는 여성을 직업여성으로 명명했다는 것에서 일하
는 여성을 폄하했던 시대적 풍조를 알 수 있다. 

82) 1980년 당시 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면 7급 4호봉이 10만 2천원, 8급 7호봉이 10만 4천원, 

9급 8호봉이 10만 1천원이었다(뉴스워치. 2017. 08. 02. http://www.newswatch.kr/news/article

View.html?idxno=11432). 당시의 이천만원은 공무원이 벌기에 십 수 년이 걸릴 정도의 돈
이기도 했지만, 최영순의 아버지는 큰돈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했다.

83) 가족소득은 대학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누적된 가족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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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계급 여성들이 단절 없이 직장생활을 한 것은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을 마련

하기 위함이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기본을 갖추기 위함이다. 이들이 돈을 버는 

것은 개인이 아닌 가족소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노동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자신

에 대한 정체성이 가족 경험과 분리되어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김효정, 

2010). 연구참여자들이 기혼 여성으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했던 1980년대 중⋅후반

은 남편을 생계부양자로, 아내를 가사와 육아의 담당자로 규정하는 성별분업이 가

족 내 역할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의 노동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것이고, 

여성의 노동은 자아실현을 위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는 경제적 필요성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에서 볼　때 성별분업은 현실에서는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존재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2) 일자리의 특성

연구참여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여성이 결혼여

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자신의 직업의 ‘특수성’ 덕분에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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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격차는 학업성취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고, 가족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상당
부분은 사교육비 지출에 의해 매개된다(구인회⋅김정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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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순은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 오랫동안 직장을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이라는 직업 덕분에 가능했다고 설명했고, 한선희는 “교사”였기 때문에 정

년까지 할 수 있었다고 여겼다. 여성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직

업들의 사회적인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 또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

심과 만족도가 높았다. 백지영은 교사의 근무환경, 즉 다른 직업보다 퇴근시간이 

빠르고, 근무시간이 일정한 것이 지속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는 여성들이 많은 집단이어서 눈에 띄는 성차별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근무하기에는 좋은 직업이라고 평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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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에 종사했던 김희경과 심현주는 자신들이 결혼하고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결혼퇴직 제도84)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김희경의 친구들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김희경의 경우 직장에 결혼퇴직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

도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었다. 심현주의 직장에서도 여성 선배들은 결혼퇴직각

서를 쓰고 입사했었다. 선배 중 한 명이 결혼하고도 퇴사를 거부한 직장 내 “최초

의 여성”이 됨으로써 직장에서 결혼퇴직제도는 실제적으로 없어지게 되었고, 자신

도 “그 선배님 덕분에” 결혼하고도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84) 은행의 여행원 결혼퇴직제는 이명숙 사건을 계기로 1976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대
부분의 기업에서 결혼퇴직제도는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까지도 공공연하게 시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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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처럼 직업의 귀천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상대적인 고임금을 받는 안정

된 전문직은 직업의 위상이 높다(조주은, 2009). 서유경은 명문대 건축공학과를 졸

업하고 대기업 계열의 설계사무소에 입사했다. 같은 학과를 졸업한 여학생들 여러 

명이 함께 입사해서 서로 “독려”하면서 직장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다. 서유경은 

“전문직”에 종사하기 때문에85) 결혼이나 육아와 같은 요소들은 자신의 직업경력

에 방해가 될 수 없다고 여겼다. 이선정은 자신의 직업이 간호사라는 전문 직종이

고, 주변 사람들이 직장명을 들으면 “우아, 그 좋은 병원”이라고 부러워하는 직장

이라는 것에 만족해했다. 주변의 인식은 이선정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면

서 직장에 자부심을 가지고 오래도록 다니게 하는 조건이 되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 직업에 대한 좋은 평판, 고용안정성과 같은 일자리의 특성 때문이

었다. 경력단절 후에는 이전의 직장과 같은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퇴사에 대한 결정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85) 서유경의 전문직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유니폼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 수 있다. 서
유경이 직장생활을 시작할 당시 대기업 사무직 여성들은 고졸이 일반적이었고, 이들은 유
니폼을 착용한 채 근무했다. 서유경은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은 자신들을 일반 사무직 여
성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업무특성상 유니폼을 입고 작업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기 때문에 유니폼 착용을 요구하는 사측의 요구에 “엄청 싸워가지고” 사복을 입
고 다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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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의 지지

연구참여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시기는 중산층 핵가족과 전업주부 집단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등장한 때로서, 남편의 임금만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계

층에서는 전업주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다. 기혼 여성의 경우 남

편의 이해가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필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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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계급 여성들의 남편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아내

의 일에 대한 이해가 깊어 아내의 취업을 승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들

의 남편은 취업을 적극 찬성한 경우와 반대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었는데, 반

대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내의 취업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선희

의 남편은 교사인 아내가 “당연히” 계속 일을 할 것이라고 여겼고, 심현주는 시부

모가 직장생활을 반대했지만 남편이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섬으로

써 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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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와 친정부모의 지지는 기혼 여성이 해야 하는 아내와 며느리, 엄마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데 기여했다. 시부모와 친정부모는 아이의 양

육을 맡아주거나 가사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

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해 주었다. 

가족과 동료들은 중간계급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는 것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더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그치고 독려하는 역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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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은 첫째와 9살 차이가 나는 둘째 아이를 낳고 “조금 더 아이한테 집중하

고, 나의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직장을 그만 두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다. 하

지만 “우리 좀 더 멀리 가보자”고 퇴직을 말리는 동료들의 권유와 첫째 아이의 격

려 덕분에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었다. 엄마가 집에 있으면 아이가 좋아할 것이라

고 생각해서 “너 좀 잘 돌봐줄려고” 직장을 그만 두려 한다는 김희경에게, 첫째 아

이는 “직장 가는 엄마가 좋다”고 답하면서 직장에 다닐 것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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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은 부산에서 교사로 발령받아 일하다가 결혼 후 남편 직장이 있는 경기도

로 근무지를 이동하게 되었다. 이전 학교와는 너무 다른 분위기와 학교운영체제의 

차이 때문에 그만두고 싶었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반대로 직장생활을 해야만 했다. 

백지영은 고비를 넘기고 나니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즐거워졌고, 그 후로는 그만 

둬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술하면서 그 시기를 잘 넘기게 해 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선행연구들에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는 가사 및 육아의 책임과 같은 가

족 관련 요인들이 갈등을 유발하면서 여성 취업을 단절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된

다. 본 논문에서 생애취업을 유지했던 중간계급 여성들에게는 가족 관련 요인들이 

오히려 직장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요소로 작용했다.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종사한 

중간계급 여성의 경우에는 직종 자체가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고 직업적 안정성이 

강했기 때문에, 가정이 직장의 조건에 전적으로 맞추어야 한다는 데 가족원들의 

동의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박기남, 2007). 또한 이 당시 기혼 여성 노

동자의 직업의식은 취업이나 결혼생활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일-가족생

활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었다(박홍주⋅이은아, 2004). 가족과 주변 동료

들의 정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은 기혼 여성 노동자의 직업의식이 높아지고, 실제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에 기여하였다. 

2) 일자리의 단

(1) 여성의 생애 사건에 의한 단

일자리의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단절의 계기는 결혼으로 인한 것과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것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결혼으로 단절을 경험

한 여성들은 노동계급에 속했고, 출산 및 양육으로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은 중간

계급으로 결혼퇴직의 대상은 되지 않았던 사례들이다.

노동계급 여성 대부분은 결혼퇴직으로 일을 그만 두었고, 동거86)로 기혼 생활을 

86)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생계해결을 위해 일찍 집을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주거비와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동거부터 시작하여 가족 형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조은, 1990). 박민자의 
경우도 10대 초반에 집에서 나와서 공장 생활을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
는 남성을 만나 19세에 동거를 시작해서 일찍 가족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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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박민자의 경우 결혼이라는 절차는 없었지만 임신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

었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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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김수미는 소규모 회사의 사무직으로, 박명옥은 공장의 생산직으로, 

이영미는 경리로 근무했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결혼할 당시만 해도 결혼하면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서술했고, 심지어 박명옥은 결혼 

전 1년 정도 미리 퇴직해서 준비기간을 가졌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옛날에는 그

랬어요”, “우리 시대 때는”, “그 시절은 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결혼퇴직을 당시

의 사회적 상황으로 당연하게 여겼다. 바람직한 여성의 삶은 결혼 전에 잠깐 동안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과 동시에 현모양처로서 전업주부로 사는 것이라고 여겼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결혼퇴직은 이상할 것이 없는 관행이었다(전경옥 외, 

2006).88) 

노동계급 여성 대부분은 영세업체 소속이었고, 결혼 전 퇴사를 당연히 여기는 

기업문화가 지배적이었다. 직업의 금전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의 수준이 낮았기 때

문에 연구참여자들 또한 직업을 유지하는 것에 크게 미련을 두지 않았다. 결혼과 

87) 박민자는 동거로 결혼생활을 시작한 경우로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결혼’이라는 
절차가 없어서 결혼퇴직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이 결혼생활의 시작을 알리
는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도 다른 노동계급의 여성들처럼 출산이나 양육
보다는 결혼을 일자리의 단절에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88) 결혼퇴직의 성행으로 인하여 1980년 당시 여성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23.3세였고, 특히 생
산직 여성의 평균연령은 22.7세에 불과했다(박숙자, 1999: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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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퇴직하는 것을 당연시 했던 것은 가정에서의 가사부담을 여성의 일차적 역

할로 규정하고 직업 활동을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성역할 규범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권경아는 다니던 직장의 “몇 백 명이나 되는 아가씨들” 중 결혼하고도 계속 직

장을 다닌 첫 사례로, 결혼 후에도 2년이나 더 직장을 다녔다. 권경아가 퇴사한 것

은 남편이 자신을 믿고 직장을 제대로 다니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장애숙과 전인숙은 결혼으로 일자리가 변동된 경우로, 둘 다 남편이 운영하던 

자영업의 무급가족종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결혼은 일을 그만

두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무급가족종사원이라는 지위로 일을 지속하게 하

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일자리 단절을 경험한 사례는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김정

원과 서유경이다. 이들은 1990년대 초⋅중반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 경우인데, 

결혼퇴직은 법적으로는 금지되었지만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관습적으로 작동하

고 있던 시기였다.

김정원은 결혼 당시 외주 제작사 PD로 근무하고 있었다. PD는 프로그램을 기한 

내에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밤샘 업무도 잦고 출장도 많은 직업으로, 기혼 여성이 

가정을 병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김정원이 회사동료들에게 

결혼한다는 것을 알렸을 때 동료들은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 두게 되냐고 질문했

다. 김정원은 “여자가 결혼해서 그만두면 남자도 그만둬야 되나요”라고 되물을 정

도로 여성도 평생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김정원은 임신을 하고 

막달까지 일을 했지만 출산 후 산후우울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다. 김정원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기획서 작성 업무를 찾아 하면서 일을 

완전히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건강이 회복된 후 케이블 방송사 PD로 재취업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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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이 다시 경력을 단절한 것은 아이 양육 때문이었다. 김정원은 담임 선생

님과의 상담에서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고, 수

학 과목의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들었다. 선생님의 조언은 엄마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들게 했고, 아이가 

틱증상89)까지 보이자 김정원은 직장을 그만두었다. 전문직 여성들은 다른 직종의 

여성들에 비해 가사 보조나 협조를 더 많이 받고 있지만,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아내의 책임이 된다(손승영. 2005). 김정원에게도 아이의 이상증세를 다루

는 것은 자신의 몫이었다. 1년을 “과감하게” 쉰 후 아이가 안정이 되고나서, 김정

원은 이전에 근무했던 방송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직업으로 이직했다. 

서유경이 경력을 단절한 것은 아이들이 2세와 5세가 된 무렵이다. 직장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지식을 재충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아이 양육을 병행하느

라 무리하게 생활해서 “번아웃(burn out)” 상태가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유

경이 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문직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직업에 대한 

자신감이 바탕이 되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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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1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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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틱(tic)은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
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틱증상은 7
세에서 11세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친구들이 틱 아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돌리
게 되면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http://www.snuh.org/). 



은퇴기 여성의 일-가족 생애이야기와 ‘은퇴’의 의미

- 80 -

. . 

‘ ’ 
, 

. < >

서유경은 경력을 단절한 기간을 “쉬는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지만 정기적

인 출퇴근을 하지 않았을 뿐 일 자체를 그만 둔 것은 아니었다. 서유경은 쉬는 기

간에도 선배의 설계사무소에 1주일에 두 번 출근했고,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밤 

시간을 이용해서 요청받은 작업을 수행했다. 서유경은 일을 완전히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직장을 그만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직장에 나갈 때를 대비해서 

가사 도우미의 고용을 유지했다. 도우미의 월급은 당시 서유경이 받는 월급의 절

반 이상이었지만 “내가 안 쓰는 순간 그 아줌마는 딴 데 가실 건데”, “그 분을 놓

치면” 직장생활을 다시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고용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중간계급 여성은 취업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가정 내에서의 돌봄 책임 또

한 자신의 몫으로 인정했다. 김정원과 서유경이 양육문제로 경력을 단절했던 1990

년대 초⋅중반은 가족친화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시기였다. 이 시기 기혼 취업 여

성은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정 내 돌봄을 온전히 개인이 담당

해야 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여성이 경력을 단절하는 요인으로 결혼, 출산 및 양육 등의 

생애 사건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노동계급 여성은 결혼, 중

간계급 여성은 양육이 경력을 단절하는 주요 사건으로, 계급에 따라 주된 영향을 

미치는 생애 사건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력 복귀 후의 일자리

① 고학력 여성: 간계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해도 이전 경력을 인정받기 어렵

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고용기회는 저숙련⋅저임금의 단순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장지현⋅김민영⋅장원섭, 2010). 따라서 대졸여성은 하향취

업을 감수하기보다는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숙련도가 높은 전문직, 사무

직 일자리의 경우에만 재취업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장서영 외, 2007). 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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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경력단절 여성인 김정원과 장경진은 비교적 객관화된 과정을 통해서 재취업에 

성공했다. 장경진은 자격증을 취득하여 어린이집 원장으로, 김정원은 입사시험을 

거쳐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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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진은 둘째를 출산하고 3년의 경력단절 기간을 가졌다. 장경진은 타지에서 

전업주부로 지내는 동안 적응의 어려움과 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다시 일을 해야

겠다고 결심했다. 장경진의 남편은 장경진의 재취업에 “무조건 반대” 의사를 표명

했고,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장경진이 택한 방법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었다. 가정어린이집은 가정이 곧 직장이어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

안 살림을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장경진은 “애기를 너무 싫어”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겁이 나고 두려웠지만, “내 집에서 내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싶었던 자신의 상황에서는 최적의 선택

이었다고 서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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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이 종사했던 방송 PD는 출장이 잦고 업무시간도 길어서 일을 하면서 아

이를 돌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다. 김정원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

음 대학교 교직원으로 이직했다. 교직원은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고, 원하는 시기

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보기에 좋은 직장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중간계급 여성들 중 김정원은 이직이 많았던 특이한 사례이다. 김정원은 

직장을 여러 번 옮긴 것을 자신의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적합한 직장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했다. 잦은 이직은 일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최선

의 선택이었다. 

② 학력 여성: 노동계

저학력 여성은 대부분 결혼퇴직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으며, 결혼 당시의 일자리

가 퇴직 시까지 지속된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다. 

㉠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

노동계급 여성들은 경제적인 필요로 인해 다시 일을 하게 되거나, 우연한 기회

가 주어져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되었다. 이들의 경력단절 기간은 5년에서 18

년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하게 된 노동계급 여성들은 생활비 보조, 주택 마련 비용, 

아이들의 교육비 마련 등을 주요 요인으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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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는 미혼 시절 알뜰하게 모은 돈을 기반으로 결혼하면서 작은 주공아파트

를 구입했다.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아주버님에게 돈을 빌려 준 후 아주버님이 돈

을 갚지 않자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게 되었고, 이영미는 결혼 전에 모은 돈의 전

부가 없어진 것으로 인해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다. 자신의 집을 판 이후

에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남편의 월급으로는 다시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는 판단에, 이영미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일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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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와 유혜영은 결혼 후 각각 17년, 18년의 전업주부 생활을 한 후에 40대 초

반이 되어 재취업했다. 재취업 당시 김수미의 아이는 고2, 고1, 초1이었고, 유혜영

의 아이는 고2, 중1로 아이들의 보육은 어느 정도 끝난 시기였다. 두 사람이 재취

업을 마음먹은 것은 아이의 교육비 때문이었다. 김수미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수

입이 줄어들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고등학생 아이 둘을 “케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구해야만 했다고 서술했다. 유혜영 역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양육에 전념했지만 아이들이 고등학

생, 중학생이 되면서 “엄마가 뭔가 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일을 시

작하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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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이 일을 한 것은 “내 용돈”을 스스로 벌어서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였

다. 박명옥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종교기관에 내야 하는 돈을 일일

이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종교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런 용도의 지출

을 이해시키는 것도 힘들었고, 빠듯한 살림에서 “남편 돈”을 자신의 활동에 사용하

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노동계급 여성 중 일부는 우연한 계기로 재취업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재취업이 성립된 것은 여성의 경제적 도움이 가족에 필요했기 때문으로 결국 가족

의 요구가 기혼 여성의 일하는 시기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김혜경, 20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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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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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숙은 지능과 행동에 복합적인 장애가 있는 아들90)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

에 취업은 생각하지도 못 하고 있었다. 장애숙의 아들은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유

90) 장애숙의 아들은 프라더-윌리 증후군(Prader-Willi Syndrome)을 앓고 있었다. 프라더-윌리 
증후군은 15번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유전질환으로, 저신장, 비만, 정신지체, 행동장
애, 잠복고환증, 과도한 식욕 등의 증상을 보이나 특별한 치료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출
처: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 장애숙의 아들 또한 작은 키
에 초고도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다녀야 했다. 아들
의 증상 중 장애숙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것이었
다.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 장애숙의 아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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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적당한 교육시설이 없어서 일반 초등학교에 다녀

야만 했고, 엄마가 담당해야 할 일이 많은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다. 아들과 같

은 반의 학부모가 금⋅토⋅일 3일만 가는 직장에 다닌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

을 때, “나도 좀 해줘 봐요” 라고 부탁한 것이 직장을 다시 다니는 계기가 되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아이가 병원에 가지 않고, 방과 후에는 누나와 시간을 보내면 되

기 때문에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자신이 시간을 비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겼다. 

장애숙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닐 엄두를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금방 갔다 금방 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

지 않을 수 있고, 아들에게 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빨리 집에 도착하는 것이 가

능했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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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아는 남편을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남편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취직과 퇴사를 반복하고, 가족의 생계는 고려하지 않았다. 동생의 상

황을 잘 알고 있던 권경아의 손위 시누이는 “너무 불쌍하니까 저기 어디 가보라

고” 하면서 권경아의 취업을 알선해 주었다. 이은옥은 보험회사 시험을 봐 달라는 

지인의 권유와 대출을 걱정하는 친구의 상황이 비슷한 시기에 겹치면서 보험회사

에 취업하게 되었다. 

우연히 재취업을 하게 된 여성들은 자녀들이 비교적 어리고, 돌봄이 많이 필요

한 시기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노

동계급 직종의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기술수준이 낮아 입직 요건이 까다롭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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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식 훈련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서 우연한 상황에서의 취업도 

가능했다. 

재취업한 노동계급 여성이 결혼 전에 종사했던 것과 동일한 직종에 취업한 사례

는 하나도 없었다. 결혼 전 이들은 경리, 단순사무, 생산직에 종사했는데 재취업으

로 얻은 자리는 비정규직 판매직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노동계급 여성 중 경력단

절 후 전일제 노동으로 일을 시작한 사례는 자영업에 종사한 박민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오랜 기간 직장을 벗어나 있던 노동계급 여성들은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대 혹은 보험 영업처럼 일정 조절이 가능한 조건으로 복귀함으로써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시간

제의 불안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 기혼 여성에게 질 낮은 일자리만 제공되

는 현실적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역할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이끌린 자신들의 선택이 반영된 것으로 설명했다(허은, 2016). 

⋅ ⋅ , . , 

⋅ ⋅ . . 

- . 

- . < >

권경아는 주 3일을 일하는 업체에 재취업하게 되었는데,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업무 조건이어서 “너무” 좋았고, “월급을 안 줘도 다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직장생활이 즐거웠다고 서술했다. 

. , 8

4 ,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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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데 중요한 조건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여부였다. 이들이 재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노동시간이었다. 유혜영은 “8시간씩” 전일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4시간, 5시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가사노동이나 엄마 역할에 지장을 주지 않

았다고 평가했다. 박명옥이 교회 지인이 다니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근무시간이 “오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무리가 없다

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이영미 또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오전시간을 

활용해서 일을 시작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혼자 있을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교 시간만 되면 “가슴이 조마조마”해져서 짧은 시간만 일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의 재취업은 가족들에게도 큰 반대 없이 받아들여졌고, 오히려 

아내가 일하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들은 아이가 학교나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 혹은 주말에 직장에 나감으로써 가족들이 느낄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이러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가족들도 전업주부였던 연구참여자들이 직장에 다니는 

것에서 오는 불만들을 조절할 수 있었다. 

㉡ 상 으로 안정 인 일자리 획득

노동계급 여성들 대부분은 재취업 시 시간제 일자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

지만, 경력이 쌓이면서 전일제, 주 5일제로 노동조건을 변화시켰다. 이들은 상대적

으로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가지게 된 것을 자신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것이라기보

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설명했다.

. , 8

4 , 5 3

. 

. 9 6 .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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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영은 시간제로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회사 측으로부터 직원으로 

입사할 것을 제의받았다. 입사를 제안 받았을 때 유혜영은 가족들의 의견을 물었

다. 당시 큰 아들은 대학생, 둘째 아들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오히려 엄마가 일하는 

것을 격려해주었다.

4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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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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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은 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작은 아이가 6세일 때 오전 4시간의 시간

제 근무를 시작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회사 측에서는 박명옥에게 전일제 근무를 

제안했지만, 당시 작은 아이가 4학년이었던 박명옥은 회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

른 시간의 출근 때문에 아침마다 어린 아이 혼자서 등교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내

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해에 박명옥은 전일제 근무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이

미 정식 직원이 된 다른 동료들이 임금 인상과 각종 복지 혜택까지 받고 있는 것

을 보면서 현실적인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본 논문의 일부 노동계급 여성들이 중년이 되어서 재진입한 일자리는 ‘상대적으

로’ 안정적이었다. 이은옥은 식품 공장의 생산직으로, 이영미는 마트의 계산원으로 

일했는데, 정년이 없거나 무기계약직이었다. 이들이 종사한 일자리는 기혼 여성의 

가정 내 역할과 관련되는 것으로 주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

에 특별한 숙련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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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옥은 순대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을 했다. 샌드위치 공장에서 일해 본 경험

으로 식품제조 공장에서의 일이 힘든 것은 알고 있었지만 두 달 동안 7킬로그램의 

몸무게가 빠질 정도로 순대를 만드는 일은 육체적으로 고달팠다. 이은옥은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고되었는지를 공장에서 하루 일 해보고 그만 둔 사람, 한⋅두 시간 

일을 하고 도망간 사람, 한 나절 일하고 집으로 가 버린 사람 등 자신이 겪은 에피

소드를 나열하며 설명했다. 이은옥이 근무한 공장은 업무강도가 높은 곳이어서 내

국인은 거의 입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따라서 

일을 하겠다는 내국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직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중년인 이은

옥도 쉽게 입사할 수 있었다. 순대공장은 아침 7시 전에 출근해서 하루치의 물량

을 다 소화해야만 퇴근할 수 있었고, 휴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근무조

건이었지만, 연봉제였고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은옥은 나이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은 힘들어도 오랜 기간 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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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는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다. 마트 계산원은 중년 여성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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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일자리 중 하나로 무기계약직91)인 경우가 많다. 이영미는 자신의 일을 한자리

에서 서서 하는 “진짜 중노동”이라고 표현하며, 근무조건의 열악함에 대해서 토로

했다. 무기계약직은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가깝게 열악하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경력단절 후 대부분 시간제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했지만 생

산직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과 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퇴직했다.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 시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다 퇴직하게 되

는 경우도 많지만 본 논문의 노동계급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종

사하였다. 그것은 본 연구의 특성에 기인하는데, 불안정한 노동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 던 여성들은 은퇴를 연구하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저임금, 단순 저숙련직이지만 전일제로 비교적 지속적으로 한 직장에 근무

한 것은 은퇴를 연구하는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로 흔쾌히 임할 수 있었던 조건이 

되었다.

2절 유급노동의 의미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서사에서는 노동자 정체성을 가지는 지의 여부와 생계부양

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절에서는 자신의 경제활동을 당연한 것으

로 여기는 집단과 생계보조적인 것으로 여기는 집단으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1. 노동자 정체성

중간계급 여성들은 가족생활과는 별개의 차원으로 직장생활의 의미를 설명하였

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패턴을 일과 연결하여 서술하였는데, 아래에서 

이들이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의미화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알아

91) 200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후부터 ‘무기계약직’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윤애림, 2013).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의 중간 성격이라는 뜻에서 ‘중규직’이라고 불린다(박옥주⋅손승영, 2011).



3장 노동자로서의 생애 경험

- 91 -

본다. 

1) “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 

중간계급 여성들은 일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일에 대한 생각

은 “내가 내 삶을 케어해야 하니까”(김정원), “내가 안 하면 안 된다”(홍정희), “직

장생활을 하는 것은 내 운명”(백지영), “일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선정), “나는 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서유경) 등으로 표현되었다.

한선희는 취업에 대한 열의와 구체적인 준비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했다. 한

선희는 교사의 꿈을 가지고 교대에 진학했지만, 그 당시 발령이 적체되어서 졸업 

후 바로 임용이 되지 않았다. 한선희는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

에 타자 학원을 다니면서 전화교환원 시험을 준비했고, 당시의 학생들 중 드물게 

“자기 진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교수님의 칭찬까지 들었다.92)

. ... 

. . , 

. 

, . 

. . 

. . 

. < >

한선희는 서울로 상경해서 타자학원에 다니면서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비서로 취

업했다. 교사 임용을 기다리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취업까지 한 한선희는 인터뷰 

중 “나, 개척한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했다. 한선희가 이렇게 적극적

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한 것은 “평생” 일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 . 

, . . 

92) 한선희가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 대졸 여성의 진로는 취업 53.6%, 무직 23.1%, 진학 
5.1%였다(교육통계연보. 1970-1979, 이혜정, 2012: 48에서 재인용). 



은퇴기 여성의 일-가족 생애이야기와 ‘은퇴’의 의미

- 9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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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는 프러포즈를 받을 때 자신은 결혼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

히 밝혔다. 홍정희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려운 친정에 도움을 주고, 어린 동

생의 학비 지원도 해야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서 부모님보다 더 나

은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 ?) . 

... 

, . 

, “ , 

. , 

” . 

, , 

, , . < >

서유경은 일을 하지 않고 산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서유

경은 자신의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양육이나 가사에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 방식으로 생활해 왔다. 서유경은 첫 아이를 낳기 2달 전부터 

입주 도우미를 구해서 아이 양육 문제에 남편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했고, 출장

을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친정어머니에게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러 줄 것

을 미리 부탁했다. 자신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직장을 그만두라는 빌미가 될

까봐 남편 앞에서는 직장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았다. 서유경은 성인이 된 딸에게도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부를 

하면서 “니 인생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가 아이고, 일부가 남편이고, 또 일부가 일

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충고한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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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은 학창시절부터 전업주부인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김정

원은 “여자니까” 여성들에게 적합한 행동을 하고, 여성들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가

져야 한다는 성별로 역할을 결정하는 사회적 메시지에 반감을 가지고 성장했다. 

김정원이 직장생활을 할 당시만 해도 여성PD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촬영장에서 

김정원은 PD가 아닌 작가로 인식되었다. 김정원이 남편하고 결혼할 때 내건 요구

사항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막지

는 말아라”였다. 김정원의 서사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

는 것으로, “나는 내 앞가림”을 한다, “나는 내가 알아서” 산다, “내가 삶을 케어해

야 하니까” 등으로 표현되었다. 

‘ ’ , 

. “ ?” 
? . “ , 

”. . 

. < >

김정원은 자신의 삶의 몫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남편도 내가 할 일을 

대신 해 줄 수 없고, 내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여긴다. 남편에게도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와이프를 먹여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자 부양의 부

담을 나누어서 질 것을 요구했다. 김정원에게 경제적인 독립은 자신이 원하는 삶, 

남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기혼 여성으로서 일을 하는 것은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지는 상황

을 가정하지만 연구참여자들에게 일과 가족은 각기 분리되어 있는 영역으로서 그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에게 일을 하는 것

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삶의 중요한 일부이며, 여성의 생애 안에서 ‘일’과 ‘가족’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삶의 과제로 여겨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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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계부양의 당연함

중간계급 여성들 중 절반 정도는 남편의 사업 준비, 학생인 남편의 뒷바라지 등

의 이유로 결혼생활의 일부 기간은 일인 생계부양자로서 가계를 이끌었다. 생활비 

또한 연구참여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

의 생계부양 역할 비중이 남편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없다.

3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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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은 자녀를 출산한 얼마 후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 두었기 때문에 혼자 생

계를 책임져야 했다. 김희경은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기간을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남편이 육아와 가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편해진” 시기로 정

의했다. 김희경이 남편과 갈등을 빚은 것은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만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게 되었

기 때문이다. 김희경에게 문제가 된 것은 자신이 생계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생계부양에 더해서 가사와 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돌아오는 상황

이다.

.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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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은 남편을 “조직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남편이 직장을 그

만둔 것에 관대한 이해심을 보였다. 김정원은 남편이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10년 

동안 주부양자로서 생계를 책임졌다. 김정원이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자

신과 남편이 생계에 책임지는 정도를 동등한 위치에 두었기 때문이다. 김정원 자

신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지 않

는 것은 “고생”스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갈등적인 상황은 아니다. 남편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 자신이 일을 하는 현실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

문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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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중간계급 여성 중 대부분은 남편과 소득수준이 비슷하거나 자신의 소득이 더 많

았으며 남편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버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

고 했다. 여성들 중 절반은 결혼 기간 동안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고 자신이 

번 수입으로만 생활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항목을 정해서 각자 부담하거나 남편

과 공동으로 생활비를 부담했다. 안정적인 생계부양 역할은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생활비 전체를 부담하고, 남편의 소득은 시집으

로 보내지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사례도 많았다. 

남편의 소득이 자신보다 적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여성들은 한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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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며, 생계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을 가계 

경제에 사용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중간계급 여성들에게 경제활동과 그

에 따른 생계부양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성별에 따라 취업의 근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이분법적 구도, 즉 자아실현이냐 생계부양이냐로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 

3) 가족의 성공이 아닌, 나의 성공

중간계급 여성들은 남편이나 자녀들의 인생과 독립된 것으로서 여성 개인인 

‘나’의 인생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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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화와 서유경은 아이의 삶, 아이의 성공과 자신의 삶을 분리해서 판단한다. 

정미화는 자신은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어릴 때도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돌보기보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시했다고 서술했다. 정미화는 현재도 자녀들에게 기대하

는 것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고 아이들의 

요구를 우선하면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신을 돌보는 것을 바라지 않

는다. 서유경은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오락에만 빠져있고, 공부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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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속을 썩었다. 그 당시에는 엄마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챙겨

주지 못해서 아이의 미래가 잘 못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잠시 했지만 곧 마

음을 다잡았다. 엄마가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이 아이의 상태가 좋아진다는 것을 보

장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에서이다. 서유경은 아이 문제로 직장에 다니는 것을 저울

질하는 후배 여성 직장인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비”를 잘 넘기고, 자

신의 커리어를 아이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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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에게 남편의 성공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성공 여부는 자신

의 삶에 “큰 의미가 될 수 없”다. 김정원이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가정에서 책임지

고 있는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이다. 김정원에게 자신의 인생은 누구도 대체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성은 남편의 성공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

로의 힘으로 발휘되는 것이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남편이나 자녀의 성취를 자기 자신의 성취로 여기지 않았다. 

이들의 자기성취 욕구는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지, 남편

과 자녀의 성취로는 대리만족 될 수 없는 것이었다.

2. 생계 보조자

노동계급 여성은 경제활동을 가족 내 역할의 연장으로 간주했고, 가족 안과 밖

에서의 역할 사이에 구분을 하지 않았다. 결혼 후 노동계급 여성들의 노동은 가족

에 대한 의무감에서 비롯되었다.

1) “도움은 되겠죠”

노동계급 여성들은 남녀에게 일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다르다고 인식했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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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에게 경제활동이 생계부양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면 

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남편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일을 생계에 보조적이라고 간주했다. 

이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보다 소득이 적었다.

. 

. , 

. 

. , . , 

. < >

김수미는 18년 동안 경력단절 상태였다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의 경제

적 사정이 나빠지자 “아내로서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재취업을 했다. 남편이 취업

을 권유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나서야 하는 입장이었고, 남편도 “100프로 원했

을” 것으로 판단했다. 남편이 생계책임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안 벌어도” 어쩔 수 

없지만 함께 생계를 책임짐으로써 힘들었을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고 여겼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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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은 종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겠다는 생각에서 “아르바이

트”를 시작했지만 자신이 돈을 벌게 되면서 아이들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서술했다. 장애숙은 만약 남편이 직장을 다니

지 않는다면 자신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장애숙에게 남편은 

기본적인 생계비를 버는 사람이고, 자신은 스스로에게 들어가는 비용 정도를 버는 

사람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비용을 벌지 않으면 생활비에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경비를 버는 것만 해도 남편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 여겼다.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자신의 경제활동은 부업, 남편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 자

신에게 필요한 돈을 버는 행위로 인식된다. 자신의 소득에 대한 평가 역시 대출 금

리를 책임지는 수준, 자녀의 교육비, 자녀들이 원하는 걸 사줄 수 있는 정도이다. 

여성들의 경제력이 생활비나 주택마련, 자녀교육비 등에 사용되었다면 이러한 비

용은 가계에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김영, 1997). 그럼에도 노동계급 여성들

이 자신의 경제활동을 가계 보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들 모두 노동 단절 

경험이 있고, 자신들의 소득이 한 가계를 책임질 정도로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

이다. 또한 가계 운영에서 남편의 경제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가계 보조적으로 여겨진다(김미하, 1990).93) 

노동계급 여성의 가구 중 일부는 남성의 생계 책임자 역할이 매우 불안정하고, 

아내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직업지위가 낮기 때문에 생계부양이 취

약할 뿐만 아니라, 생계부양에의 책임감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도 가지고 있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자신이 실질적인 생계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남성이 생계

부양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이 부양자 역할을 하고 자신의 생계 부담

이 줄어들기를 바랐다.94) 

권경아와 이영미, 박민자는 생계 주부양자로 살아왔음에도 이를 자신의 역할로 

93) 허은(2016)은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 가구를 1.5인 소득
자 가구라고 명명했다. 이들 가구에서는 부양 역할이 남성에게 부여되고 있고, 재생산노
동을 책임지는 여성이 생계부양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노동에 단속적으로 종사하면
서 1.5인 소득자 가구의 형태를 이룬다.

94) 한미라(2010)의 연구에서도 가족중심 정체성이 강한 고학력 여성 창업자의 경우 이런 경
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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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지 않았다. 이들의 서술에는 남편이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고 자신은 전업주부

로 있었어야 했다는 인식이 드러난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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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아는 결혼퇴직이 당연시되던 직장에서 결혼하고도 일을 그만 두지 않은 첫 

사례였다. 권경아는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일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서술했

지만 결혼을 하고 2년 후 스스로 직장을 그만 뒀다. 권경아의 남편은 일을 다니다 

다니지 않다를 반복했는데, 권경아는 남편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영미의 남편은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않고, 자신과 본가의 필요를 위해 

사용했다. 이영미는 남편을 대신해서 필요한 생활비를 직접 벌면서 살아왔지만, 

“니가 벌어오지 않으면 내가 생활을 못한다는 식으로 응석받이로” 있었어야 했다

고 후회하는 서술을 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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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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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권경아는 “딸은 어린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고... 딸은 사위가 어리면 더 오랫동안 벌지 
않을까? 그 생각 들어서 그런가, 하여튼 그래요”라고 서술했다. 이러한 서술은 자신의 딸
은 남편이 생계부양을 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램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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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자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했지만 밖으로만 도는 남편 때문에 거의 대부

분의 일을 혼자서 맡아 해왔다. 박민자의 후회는 자신이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 버

렸”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내가 돈을 안 벌어다주면 못 산다”는 생각을 하게끔 

했어야 했는데, 자신이 자영업을 맡아서 운영함으로써 남편이 생계부양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고 여겼다. “이거는 당신이 해야 될 일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처

음부터 자신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 남편도, 자신도 각자의 역할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회한이다. 박민자는 자신이 퇴직한 후부터 남편이 

제대로 된 생계부양자 역할을 시작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빈곤계층일수록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 양육을 위한 여성의 막중한 역할이 요

구되고, 주부는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라 부양과 집안 살림 전체를 책임지게 된다

(조옥라, 1990). 노동계급 여성은 남편을 대신하는 생계책임자로서 자부심을 갖기 

보다는 남편이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양자 책임을 떠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남성은 생계책임자라는 관념이 여

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2) ‘어떤’ 일이냐가 아니라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요함

노동계급 여성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일하는 것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일하는 것 자체에 만족한다고 서술했다.96) 이들의 일에 대한 인

식에는 단지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야기하는 좋은 점들이 드러날 뿐, 자신의 일의 

특성이나 업무 내용, 업무에서 얻은 만족감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어

떤’ 일에 종사하느냐가 아니라, 현재 ‘무슨’ 일이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 

( ?) . 

. ... (

?) . . 

. . . . 

96) 판매직에 종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방지(1999)의 연구에서도 이들이 자신의 일을 
만족스럽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판매직 여성들의 일에 대한 만족은 자신보다 상위
직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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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아와 장애숙은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을 집에서 노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이

들이 일을 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은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이 ‘기혼 여성’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혼 여성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의

무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비교대상을 전업 주부로 상정하는 데, 자녀

들이 학교에 간 후 집에서 혼자 재생산노동을 수행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라

고 생각하기 때문에(허은, 2016) 자신이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사는 것을 더 긍정적

으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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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아에게 일은 노는 것보다 재미있고, 경제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장

애숙에게 일은 자신을 더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고, 생활리듬을 유지시켜 준다. 일

을 하고 있을 때 더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기운을 낼 수 있다.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일하던 시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일만 해온 자신과 같은 사람들은 노는 방법조차 알 수가 없다. 장애

숙에게 일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서로 다른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숙

련된 사람들이다. 노는 사람은 평생 놀기만 해서 잘 놀 수 있고, 안 놀아본 사람이 

“무턱대고” 잘 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은옥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고 있

는 것이 더 어렵다. 이은옥에게 일은 일상을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이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것을 형편에 맞게 열심히 하는 것뿐이라고 

서술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내적인 특성보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자체에 더 비중을 둔다. 구체적으로 원하는 일을 한다기보다는 우연히 하게 

된 일을 계속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신의 일은 정기적인 수입원이 되는 것

에서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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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기혼 여성으로서의 생애 경험

이 장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기혼 여성’으로서의 역할

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다.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은 중고령 여성들 중 상당히 긴 

노동경력을 가진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 공적 영역에 진출했지만 성역할 규범을 

내면화한 상태에서 노동경력을 이어 온 여성들은 아내, 엄마, 며느리라는 가족 내 

역할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이들은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기

혼 여성으로서의 가족 내 역할에서도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자 한다. 하지만, 일-가

족 양립을 수행하는 방식과 생애이야기에서의 주된 서사에서 계급 집단에 따라 분

명한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생애 경험에서의 차이를 개인이 젠더

규범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느냐 하는 개인적인 차이가 아니라 젠더와 계급의 교차

로 설명하고자 한다. 

1절 가족 내 역할

이 절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 여성의 가족 내 역할에 주목한다. 

일하는 기혼 여성은 임신⋅출산⋅초기 육아기를 거치면서도 노동시장에서 퇴장하

지 않고 일-가족을 양립하며 살아남은 집단과 이러한 생애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경력을 단절한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들이 각각 일-가족 양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일-가족 양립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를 구분

하여 분석하고, 각 집단별로 일하는 엄마들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

에 대해 살펴본다.

1. 일-가족 양립 문제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은 노동경력이 있는 중고령 여성들로 일부 여성들은 일

과 가족을 양립하는 것을 힘든 경험으로, 일부 여성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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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서술했다. 일하는 여성으로서 가족 내의 가사와 양육 부담에 일차적인 책임

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일-가족 양립을 어렵거나 사소

함으로 구성하는 것은 어떤 내용과 맥락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일-가족 양립은 어려운 과제

일-가족 문제를 어려운 과제였다고 서술했던 여성들은 중간계급으로서 전문기

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에 종사하면서 단절 없이 생애노동을 해 온 사례들이었

다. 이들이 서술하는 어려움은 경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일과 자녀 양육을 양립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에 대한 일차적 책임

은 여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스스로도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들

에 대한 책임을 혼자서 지려고 했다. 

(1) 기 양육기의 어려움

중간계급 여성들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해왔는데, 돌봄노동이 

집중적으로 필요했던 자녀의 초기 양육기에도 단절 없이 경력을 유지하는 과정에

서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들은 자녀 양육에 대해 서술할 때 여러 에피소드

를 다양하게 이야기했고, 힘들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면접 과정 중에 

자녀의 초기 양육기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당시에는 울면서 직장을 다녔

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 2개월 정도의 짧은 출산휴가가 끝나고 바로 

복직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졌다. 

, . ( ) , . 

, , . 

( ) 10

. . 

, 

, . ( ) < >

- . , . 



은퇴기 여성의 일-가족 생애이야기와 ‘은퇴’의 의미

- 106 -

, 

... . 

, 

, 

. < >

최영순은 아이를 키우던 때를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었다고 설명했다. 김희경의 큰 아이는 갓난아이였을 때 “한 달에 

몇 번씩” 입원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김희경은 아픈 아이를 두고 출근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할 정도로 매일이 위기였다고 

표현했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인터뷰하는 중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던 에피소드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다. 최영순은 다른 아이들이 모두 귀가한 어린이집에 혼자 남

아서 엄마의 퇴근을 기다리는 아이를 보고 아이랑 함께 울었던 이야기, 김정원과 

서유경은 지방에 있는 친정이나 시집에 아이를 맡겨놓고 일주일 혹은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만나고는 울면서 돌아왔다는 기억, 이선정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서 엄

마랑 놀고 싶어 하는 아이를 떼 놓고 저녁근무를 갈 때의 상황들을 생생하게 서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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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은 아이에게 특별히 시간을 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직장에 반차를 내

고 아이를 돌봤는데, 이런 경우에도 정해진 업무량을 채우기 위해서 주말에 출근

해야 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반차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면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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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위한 휴가를 거의 사용해 보지 못 했다고 밝혔다. 

생애노동경력을 가진 여성들은 일에 대한 강한 정체성을 가지며, 자신의 경력과 

직업성취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기는 하지만, 자신의 

일을 재고할 정도로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손승영, 2005). 중간계급 여성들

에게서 일과 자녀 양육을 선택해야만 하는 갈등적인 상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

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다 보니, 일과 가족의 우선순위를 얘기하

는 서사가 나타났다. 

서유경은 자신의 직장생활을 돌아보면, 일이 우선이고 다른 건 뒷전이었다고 서

술했다. 서유경은 아이들이 2세와 5세일 때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직장을 1

년 쉰 경험이 있다. 직장에 나가지 않는 동안 편안함보다는 우울함을 더 많이 느꼈

고, 이 기간은 오히려 자신을 직장에 다녀야만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계기가 되

었다. 쉬기 전에는 밤을 새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도우미 아주머니의 월급을 주고 

나면 자신에게 남는 대가가 너무 적다는 생각에 직장생활 하는 것에 회의를 가졌

었다. 다시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직장생활을 유지해야한다고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 직장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일이고 다른 생활을 희

생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고, 가정 관련 일보다는 직

장 일을 우선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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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은 직장생활은 “진짜 빡세게” 했지만 자신의 가정생활은 “애들한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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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포기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서유경은 아이들

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도 회사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퇴근하고 응급실에 들르는 식으로 대처했다. 서유경은 아들이 고3인데도 

대학 입시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아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무안당했던 

사례를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입시제도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신경을 쓰면서 

자녀교육에 몰두하게 되면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의

도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했다.

생애노동경력을 가진 대부분의 중간계급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 두 곳 모두에서 

잘하려고 노력했다고 서술했다. 연구참여자들이 기혼 여성으로서 직장생활을 했던 

1980년대 중⋅후반에는 여성 취업의 당위성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 했

고, 여성이 생애노동을 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여겨지던 시기였다. 직업 활동에 큰 

비중을 둔 여성도 자신이 직장을 다니게 허용해 준 가족과 남편에게 고마움을 가

지고, 전업주부의 기준에 맞추어 생활하기 위해 건강을 해치거나 무리를 하는 일

이 흔하게 나타났다(조혜정,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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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는 시집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일하는 며느리였다. 일을 하기 때문에 며느

리로서, 아내로서 가정생활에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싫어서 “두 배 이상” 

노력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했다. 홍정희 또한 가정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잠을 줄

이고, 개인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서라도 시간을 내어서 완수하려고 했다. 슈퍼우먼

처럼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완벽하고자 했던 여성들은 직장생활을 한다고 가정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중간계급 여성들이 서술하는 가족 내의 역할은 자녀 양육을 축으로 하는 어머니

로서의 노동이 중심적이었고, 일상 유지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야기되지 않았다. 가사노동은 축소하거나 외주화, 상품화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2) 도움의 조직을 한 노력

중간계급 여성들의 대부분은 친정이나 시집에서 아이 양육을 도와주었다.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집으로 와서 자녀를 돌봐주는 경우에 돌봄 체제는 안정적이

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은 경우는 홍정

희와 백지영 두 사례에 불과했다. 백지영은 자신이 생애노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친정어머니가 양육을 대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맡아줄 

사람이 없었다면 직장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서술했다. 홍정희와 남편은 둘 

다 군인이어서 근무지를 따라 이동하느라 주말부부로 살아야 했지만, 시부모가 남

편의 근무처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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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가 안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력자가 있더라도 일

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한선희의 시어머니는 주중에는 

한선희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를 돌보다 토요일이 되면 지방인 본가로 내

려가 자신의 집안 살림을 하였다. 시어머니가 서울로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에는 

친정 언니가 와서 아이를 돌봐 주었다. 한선희는 출근할 시간까지 언니가 도착하

지 않는 날은 우는 아이를 혼자 두고 자신도 울면서 집을 나섰던 에피소드를 얘기

하며 돌봄을 조직화하기 힘들었던 경험을 상기했다. 시어머니는 둘째 아이까지 돌

봐 주시다가 결국 아이 둘을 데리고 시골 본가로 가셨다. 한선희는 주중에 한 번씩 

시집에 들러 아이를 만나고, 주말을 시집에서 보내는 생활을 하다가 아예 시집에

서 함께 살면서 남편과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기도 했다. 큰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

낼 수 있게 될 무렵에는 큰 아이만 서울로 데리고 와서 가족이 함께 살았는데, 학

원 유아반 등원 시간과 자신의 출근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출

근해야만 했다. 이 무렵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사람으로 한선희는 자신이 다니는 학

교의 학부모를 거론했다. 학교 주변에 살던 학부모는 한선희의 사정을 알고는 아

침에 아이의 밥까지 먹이고 학원에 등원할 때까지 돌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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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은 첫째 아이는 입주 육아도우미를 구해서 양육했고, 둘째 아이는 생후 1

년 동안 지방에 있는 친정에 양육을 맡겼다. 아이들이 돌이 지나고는 집 근처 어린

이집을 활용하고, 도우미 아주머니의 조력을 받았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퇴근한 저

녁 시간 이후의 아이 양육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유경은 남동생 둘을 집 근처에 이

사 오게 해서, 자신이 야근하는 날은 남편과 두 남동생들 중 “한 명은 무조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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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퇴근해서 아이를 돌보는 체제를 만들었다.97) 서유경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

장 어려웠던 과제로 밝힌 것은 좋은 육아도우미를 만나는 일이었다. 서유경은 마

음에 드는 육아도우미를 구한 후, 회사를 1년 반 정도 쉬게 되었는데 “그 분을 놓

치면 내가 직장생활 다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이 쉬는 동안에도 아주머니

의 월급을 드리면서 고용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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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고, 시어머니는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최영순은 아

이 양육에 친정이나 시집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출산휴가 기간이 끝

나도록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 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집주인 아주머니

가 아이 돌보미를 자처하셨다. 직장을 그만 둘 위기는 넘겼지만, 아주머니가 사정

이 생겨서 아이를 돌봐주지 못하는 날에는 주변의 일가친척들을 수소문해서 아이

를 맡겨야 했다. 최영순의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도와주지만 “계속 

위기”일 수밖에 없는 날들이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 최영순의 친정 고모가 아이

를 맡아 주었고, 고모네 가까이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했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는 육아휴직 

관련한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돌봄을 해결

할 수 없었고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 또한 그리 많지 않았다. 아이돌봄은 개인이 해

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었지만, 질 좋은 돌봄을 고민하기 보다는 돌봄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웠다. 단절 없이 생애노동경력을 가졌던 여성들은 자신이 아이

돌봄을 전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 친정 부모뿐만 아니라 고모, 친정언니, 

97) 남동생들은 누나를 도우려는 마음에 자신들의 일정을 조절해서 저녁 양육에 참여해 주었
으나, 남편은 자녀 양육을 위해서 거의 자신의 일정을 조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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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등 친인척과 도우미 아주머니, 동네 지인 등 여러 조력자들을 동원하여 도움

을 조직해야만 했다.

<표 4-1> 출산 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 양육 방식

연구
참여자

자
녀 
수

자녀 양육
조력자

세부사항

최영순 2

집주인 아주머니 
친인척
고모

- 첫째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돌봐줌, 상황이 
안 될 때는 여러 친인척이 돌아가면서 
돌봐 줌

- 둘째 낳은 후 고모가 두 아이 돌봐줌

정미화 2
친정어머니

가사도우미(출퇴근) 

- 첫째 12개월까지 친정어머니가 집에 와서 
돌봐줌

- 도우미 아주머니가 10년 이상 있으면서 
둘째까지 돌봐줌

김희경 2 친정어머니
- 첫째는 친정집 근처에 살면서 
친정어머니가 돌봐줌

- 둘째는 친정어머니가 집에 와서 돌봐줌

장경진 2 시누이
- 첫째, 2세-4세 사이는 시누이가 도와줌
- 6세 이후: 어린이집 활용

김정원 1
시부모

친정부모

- 1세: 친정어머니가 도와줌
- 2세- 3세: 시집(경기도)에 맡김
- 3세- 4세: 친정(경상도)에 맡김
- 5세 이후: 어린이집 활용

한선희 2

시어머니
친정언니
학부모

- 주중에는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돌봐주고 
월요일은 친정언니가 집에 와서 돌봐줌

- 둘째가 3세 때 시집(경기도)에 맡김
- 연구참여자가 시집에 가서 생활(남편과는 

주말부부)

- 첫째가 5세에 서울 집으로 옴, 유치원 등원 
아침 시간에는 이웃의 학부모가 돌봐줌

- 둘째는 시집(경기도)에서 초 2때까지 돌봐 
줌

심현주 2
시부모

친정부모

- 첫째는 시집에서 같이 살며 시부모가 
돌봐줌

- 첫째 5세 때 분가하여 친정집 근처로 이사 
- 친정부모가 둘째 아이까지 돌봐줌

홍정희 2 시어머니 - 시어머니가 집으로 와서 돌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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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 의무의 면제

연구참여자들이 결혼생활을 시작했던 1980년대는 전통적인 성별분업 규범이 견

고했던 시기로 남편의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은 강조되었지만 가정 내 역할 분담

은 기대되지 않았다. 특히 남성의 임금만으로도 가족부양이 가능했던 중간계급의 

경우는 남편은 생계, 아내는 집안일을 책임지는 성별분업이 확고하게 나타났다. 경

제적으로 안정된 중간계급에서 기혼 여성의 직장생활은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로 여겨졌다.

본 논문의 중간계급 여성들은 직장일과 가사노동의 이중노동을 수행해 왔지만 

가사분담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일으킨 경우는 거의 없었다. 남편이 가사노동을 

분담하지 않는 것은 시대적인 현상이고, 남성은 집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

다고 여성들도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자신들이 결혼생

활을 시작했던 시대는 남편과 가사와 양육을 함께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 했

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어디 남자가” 라는 말로 남편을 부엌에 들어오지 못 하게 

했던 시어머니(이선정), 시집에서 설거지할 때 남편이 우물물 퍼주는 것도 하지 못 

하게 했던 시어머니(최영순)의 에피소드를 예로 들었다.

. 

, , . 

, 

. . 

, 

연구
참여자

자
녀 
수

자녀 양육
조력자

세부사항

백지영 1 친정어머니 - 친정어머니가 집으로 와서 돌봐줌

이선정 2 친정부모
- 둘째가 18개월 때까지 친정(경기도)에 두 

아이 맡김
- 이후: 어린이집 이용 

서유경 2

가사도우미(입주)

가사도우미(출퇴근)

친정부모
친정동생

- 2세 이전: 첫째는 가사도우미(입주), 

둘째는 친정(경상도)에 맡김
- 2세 이후: 어린이집, 친정동생, 

가사도우미(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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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순은 남편이 가사를 돕는 것은 바라지도 않았고, 외출할 때 아이들을 챙기

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고 서술했다. 한선희의 남편 또한 “전-혀”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영순은 그 시절에는 기혼 여성들이 “독박”을 쓸 수밖에 없었

고, 자신도 슈퍼우먼처럼 혼자서 직장일과 가사일 모두를 하면서 살아왔다고 서술

했다. 

, 

, . . 

... . . 

. , 

. < >

백지영의 남편은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한 경상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전혀” 집

안일을 도와주지 않았다. 백지영은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지만, 교사로 함께 근무했던 친구 중 3분의 2정도는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책임

으로 직장생활을 그만 두었다. 백지영 또한 자신이 결혼생활을 했던 시기는 여성

이 가사노동을 맡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일-가족 양립이 힘든 기혼 여성들의 경

우는 직장생활을 오래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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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은 남편이 일을 돕는다고 나서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혼자서 

가사와 양육을 해결 하는 것이 마음이 더 편했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서유경이 남

편에게 적극적으로 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일-가족 양립이 힘들

다고 호소하면 직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당시 대

다수 남편들은 아내가 돈을 벌어오는 것, 자아성취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

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여성의 사회활동은 

남편의 승인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고, 남편이 승인한 후에도 지속적인 이해

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에(조혜정, 1988) 서유경은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중간계급에서 남편이 가사와 양육을 도와준 사례는 홍정희와 이선정뿐이었는데 

이들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군인이었던 홍정희와 남편은 근무처가 각

기 다른 지방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떨어져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아이들을 맡아야 했다. 아이들이 중학생 때 도시에 근무하게 된 남편이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게 되면서 평일의 가사는 남편이, 주말의 가사는 홍정희가 책임을 지

는 방식으로 수 년을 생활했다. 이선정은 결혼생활 초기에 남편이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어서 경제적인 책임을 도맡아야만 했다. 그 당시 이선정의 남편은 아

이들의 유치원 하원을 돕거나 설거지 등의 간단한 가사노동을 분담했다.

중간계급 여성들의 서술에서 자신들의 남편 세대와 지금의 남편 세대는 비교되

어 진다. “그때 시대에는”, “우리 시대 때만 해도”, “옛날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와 같이 남편 세대를 일컫는 단어와 “지금 사람들같이”, “지금은”과 같이 현재의 

젊은 남편들을 일컫는 용어는 연구참여자들의 서술에서 함께 사용되었다. 시대가 

바뀐 것은 자각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세대와는 상관없이 현재 결혼생활에 들어

가고 있는 세대들의 상황으로 해석했다. 

중간계급 여성들의 서사에서 남편에 대한 서술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은 

남편이 가사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남편이 가사를 함께 하지 

않는 상황은 개인의 의지나 성향 탓이 아니라 자신들이 변화시킬 수 없었던 시대

적 상황으로 해석했다. 남편의 참여를 기대했던 경우라 하더라도 남편이 따라주지 



은퇴기 여성의 일-가족 생애이야기와 ‘은퇴’의 의미

- 116 -

않으면 초기에 포기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했다. 중고령 중간계급에서 가사와 양육

의 수행은 여성이 주된 담당자가 되거나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에게로 부담이 전가

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입주도우미 

등 전적으로 가사와 양육을 지원해주는 조력자로 인해서,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접

고 가족 내 돌봄 역할을 해결할 수 있었다.

2) 일-가족 양립은 사소한 일

일-가족 양립 문제를 힘들지 않았다고 설명한 여성들은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

직 등 노동계급 여성들로 결혼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사례들이었다. 

이들은 경력단절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들

어가고 난 후 다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초기 양육기에는 대부분 전업주부로 생

활했다.

(1) 힘들지 않음: “다른 문제가 더 힘들었지”

노동계급 여성들은 돌봄노동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초기 양육기에 경력을 

단절한 상태에서 양육과 가사에 전념했다. 노동계급 여성 중 경력단절 후 전일제

로 바로 취업한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고, 시간제로 일을 하거나 자신의 일정을 조

절할 수 있는 자영업에 종사했다. 재취업을 할 당시 자녀들이 돌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나이였다는 점, 시간제로 일을 시작했다는 점은 노동계급 여성들이 일-

가족을 양립하는 것을 힘들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 . 

. 11

. < >

권경아는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그때도 안 힘들었어”, “그건 안 

힘들고”, “음식하는 거나 그런 건 안 힘들어요” 라는 대답으로 서술을 시작했다. 

출근 시간이 늦어서 자녀들을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간단한 집안일을 하고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것과 가사를 함께 하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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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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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숙도 일-가족을 양립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했

다. 일상적인 가사노동은 늘 해 오던 일이어서 출근 전에 빨리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은옥 또한 자신이 좀 더 부지런하게 생활하면 되기 때문에 일-가족을 

양립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노동계급 여성들 중 직장에 다

니면서 가사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다. 

장애숙은 자녀들이 각각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이 되었을 때 일을 시작했다. 

막내아들이 신체적, 정신적인 중복 장애가 있어서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지만 장

애숙은 자신의 아이는 자폐아에 비하면 “엄마가 시간을 좀 비울 수 있”는 상태라

고 서술했다. 장애숙이 직장을 다닐 수 있었던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집이 가깝”기 때문에 “금방 갔다 금방 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걸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하교 후 아이들만 있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빨리 대처할 수 있었다. 딸은 동생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동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어서 장애숙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

반이 되었다. 

, 33 4 ? 

32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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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숙의 아들은 거주 환경이 달라지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 계속 거주했다. 아들을 오랫동안 보아 온 이웃들은 

아이가 돌발행동을 하더라도 사정을 알고 이해해주었다. 

. 

. ... 

. , 

. . < >

. 

, , . 

. < >

전인숙은 혼자 닭집을 운영했는데,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아이 셋을 키우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 엄마는 장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라도 하

듯이 아이 셋 모두 떼를 쓰지도 않았고, 뒷바라지 없이도 잘 자랐다. 박민자도 만

화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던 시절을 서술하면서, “밥만 해 놓고 나

오면” 엄마가 차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서 차려먹었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까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라는 표현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던 시

기는 별다른 설명 없이 간단하게 서술되었다.

노동계급 여성 대부분은 일-가족을 양립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경제

적 어려움이 힘들었다, 시집살이할 때가 힘들었다,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가 힘들었

다는 등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꺼냈다. 

( ⋅ ⋅ 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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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아는 자녀들이 4세와 6세일 때, 금⋅토⋅일 주 3일 근무로 다시 일을 시작

했다. 권경아는 아이들이 사이좋게 잘 놀았고, 일요일은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들만 집에 두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고 서술했다.98) 권경아는 주 

3일에서 주 5일로 근무조건이 변경된 후 일-가족 양립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냐는 

질문에, 남편이 노름을 하면서 빚이 생긴 이야기를 꺼냈다. 시아버지가 결혼할 때 

집을 사 주셨는데, 아들이 노름으로 집마저 날릴까봐 노심초사하다 자신이 사 준 

집을 팔아서 집값을 다시 달라고 한 게 가장 힘들었다고 서술했다.

박민자는 가계 부업으로 생계를 돕다가 자녀들이 각각 4세와 7세가 되던 해부터 

만화가게를 운영했다. 박민자는 아침부터 밤까지 영업해야 하는 가게를 운영하면

서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힘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박민자는 결혼 초

기 시가에서 생활할 때 자신의 가족과 시동생 두 명, 시부모까지 대가족을 혼자 뒷

바라지했던 때가 “말도 못” 하게 힘들었던 때였다고 서술했다. 또한 박민자는 “젤 

힘들 때가 화장품 장사할 때하고 병원에 근무할 때”라고 서술했는데, 그 시기는 태

어나서 일을 가장 많이 했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육체적 

어려움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비하면 박민자에게 일-가족을 양립하는 것 자체는 힘

든 일로 여겨지지 않았다. 자녀들이 어릴 때 운영을 시작했던 만화가게는 어려운 

업무가 없었고, 자녀들의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단골손님에게 가게 일을 부탁하고 

잠깐 집에 다녀 올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그때는 장사가 “너무 너무” 잘 되던 때

여서 어떤 일도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 . ( ?) 

. , 

98) 권경아는 자녀들이 어릴 때 아이들만 집에 두었던 것을 면접을 할 당시에는 “학대”라고 
해석했다.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던 시기에는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그
냥” 키웠지만, 부모에게 올바른 양육법과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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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는 자녀들이 각각 고등학생 3학년, 2학년, 초등학생 때 다시 일을 시작했

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일을 했기 때문에 김수미에게 직장을 다니는 것

과 가사를 병행하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다. 김수미가 가장 힘든 것은 자

녀들이 30대가 되었지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재취업을 했을 무

렵엔 남편 사업이 망하고 아이들은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는 게 

사는 게” 아닐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다면, 지금은 아이들의 미래가 

불안정한 것이 가장 힘들다. 딸은 명문대학을 졸업했지만 계약직 강사로 근무하고 

있고, 아들은 백화점 내의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출이 나빠지면 매장을 

철수해야 하기 때문에 둘 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 하고 있다.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실제로 일-가족을 양립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겠

지만 대부분 어렵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것은 일-가족 양립보다 힘든 일이 더 많았

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서술은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시점에서 해석하

는 것이기 때문에 일-가족을 양립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쉬운 일이었다기보다는 주

관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일-가족 양립: 나 아니면 가족

노동계급 여성은 가사나 양육에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기 때문에, 기대수준을 낮추거나 최대한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했다. 본 논문의 중간계급 남편들이 가사노동에서 면제되어 있었던 데 반해서 노

동계급 남편들은 상대적으로 가사와 양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재경⋅이은아⋅조

주은(2006)의 연구에서는 노동계급 남편들이 가사와 양육에 협조적인 것은 이들이 

가부장적이지 않거나 성평등한 가치관을 가져서라기보다는 대체 자원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된다. 물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것이 남성들이 가사와 



4장 기혼 여성으로서의 생애 경험

- 121 -

양육에 협조적이 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본 논문의 노동계급 여성들

은 남편이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퇴직이라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일을 할 수 있었

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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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숙의 아들은 유전질환으로 인해 정신지체와 행동장애를 앓고 있다. 배변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 했고, 장애숙은 하루에도 몇 번

씩 대소변을 처리하고 아들을 씻겨줘야만 했다. 아들이 성장하면서 덩치가 커지게 

되자 남편은 아들을 씻기고, 대소변을 처리하는 일을 전담했다. 장애숙의 남편이 

처음부터 아들을 돌보았던 것은 아니었다. 장애숙이 전업주부로 있고, 아들이 어렸

을 때는 장애숙이 아들의 양육을 도맡았다. 그 당시는 남편이 경제적 부양을 전담

하고, 자신은 양육과 가사일을 전담하는 “딱 분리가” 되었던 시기였다고 서술된다. 

남편이 아들의 양육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은 장애숙이 다시 일을 하게 되고, 남편

이 개인택시를 운행하게 되면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부터였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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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숙은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운영했다.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라” 남자가 집

안일을 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겨서 가사노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남편이 유일하

게 하는 일은 아이들을 “잠깐”씩 데리고 나가는 것이었다. 거래처에 물건을 배달하

러 나갈 때 남편은 화물차에 아이 둘을 태워서 데리고 다녔고, 그 동안 전인숙은 

막내 아이만 돌보면서 가게 일을 할 수 있었다.

, , 

... . . 

. < >

, , ... 

. 

. . < >

유혜영의 남편은 평소에도 세탁이나 청소 정도는 도와주는 “자상한” 사람이고, 

유혜영의 퇴근이 늦으면 아이들하고 식사를 챙겨먹을 정도로 가사를 많이 도와주

는 편이었다. 박명옥 또한 자신은 남편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데, 남편

이 아이들의 식사를 챙겨주어서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박명

옥의 남편이 도와주는 일은 자신이 저녁에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차려먹는 것이다. 박명옥의 남편이 객관적으로 집안일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남편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주관적 인식이 박명옥에게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고 분석할 수 있다.

노동계급에서의 돌봄은 남편뿐 아니라 자녀들의 도움까지 얻어서 가족 내에서 

해결되었다.

( 4 , 7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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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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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숙은 아이들이 어린 시기에 운영했던 닭집이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아이들

을 돌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전인숙은 두 살 터울의 세 아이를 기르고 있었는

데, 큰 딸이 막내아들을 “거의 도맡아서” 키우다시피 했다.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학교도 들어가기 전의 어린 큰 딸이 동생들과 함께 놀고, 같이 밥을 먹고, 자기 전

에 동생들을 씻기고, 배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 막내 동생을 돌봤다.

권경아는 아이들이 4세와 6세에 재취업을 했다. 당시 권경아는 금⋅토⋅일 근무

를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과 토요일은 아이들만 집에 남겨져서 권경아가 퇴근할 

때까지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권경아는 아이들이 사이좋게 잘 놀았기 때문에 걱

정을 하지 않았다고 서술했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학대”였

다고 정의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초기 양육기의 자녀들을 돌보는 경우에도 힘들었다는 설명

을 하지 않았다. 부모가 개입하지 않아도 큰 아이는 자연스럽게 작은 아이의 엄마

역할을 대신 해 주었고, 아이들은 서로를 돌보면서 자랐다.

본 논문에 면접 대상이 되었던 노동계급 여성들은 자신이 전담할 수 없었던 가

사와 육아를 가족 내에서의 분배를 통해 해결했지만, 노동계급이 중간계급보다 젠

더통념에서 약하고 가족 내 분담이 잘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본 논문의 면접 

대상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력을 유지했던 사례들이다. 가족 내에서의 양육 

분담이 되지 않고, 아웃소싱(outsourcing)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가사와 양

육을 전담해야 했다면 여성이 노동경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일하는 엄마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은 일을 하는 기혼 여성으로서 자신의 모성 역할에 대해 

계급 집단별로 각기 다른 주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중간계급과 노동계급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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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로서의 자기 평가는 서로 다른 부분에 집중한다. 

1) 미안함과 뿌듯함

중간계급 여성들은 일하는 엄마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렵게 직장생활

을 일구어온 삶이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엄마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아이들에게 시간과 관심을 적게 쏟은 것에 대해 미안하기도 한 양가감정을 드

러내었다. 

아이에게 느끼는 미안함은 초기 양육기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에서 아이가 성인

이 된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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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순과 정미화는 아이의 출산 휴가로 두 달을 사용하고, 이후 직장을 다니면

서 아이 양육을 병행했을 당시 아이에게 제대로 해 주지 못한 미안함에 대해서 서

술했다. 정미화는 둘째 아이의 키가 작은 것을 자신의 탓이라 여긴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건강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 해서 아이는 2.3 킬로그램의 적은 체중

으로 태어났고, 자랄 때도 잘 챙겨 먹이지 못했다. 정미화의 자녀들은 모유도 먹이

지 않고 도우미 아주머니의 손에 자신들을 맡긴 엄마에게 “나쁜 엄마”라고 칭했고, 

정미화 스스로도 일 욕심 때문에 애들한테 신경을 쓰지 않은 나쁜 엄마였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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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다. 정미화는 현재 30대 미혼인99) 두 딸과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담당하고 있

으며, 딸들의 이름으로 주택청약저축, 재형저축에 가입해서 비용을 대신 납입해 주

고 있다. 정미화는 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자신의 행동을, 아이들

이 자랄 때 제대로 보살펴 주지 못했던 것을 지금 해 주는 “보상심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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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희와 홍정희는 자신이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 했던 것

이 아이들의 현재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한선희는 성인이 된 딸이 

직장만 겨우 다니면서 휴일에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어린 시절에 퇴

근하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지쳤던 기억이 작용한 탓으로 

해석했다. 또한 선생님이 적성에 맞는 딸이 다른 직업을 택한 것도 자신이 “밤을 

꼬박 새”면서 승진 준비를 하는 힘든 과정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홍정희는 아들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 하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 

것을 뒷바라지를 하지 못한 자신의 탓으로 여겼다. 아들이 바쁜 엄마를 배려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진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중간계급 여성들은 아이에게 자신의 삶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99)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단어로 비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연구참여자 세대에게 
결혼은 의무적인 것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결혼 전 상태가 있을 뿐이다.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비혼’보다는 ‘미혼’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고, 이들도 결혼 전/후를 나
누는 단어로 미혼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미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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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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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와 서유경이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로부터 받은 인정은 자신이 직장생활

을 꾸준히 해 온 것이 잘한 선택이라는 것을 확인 받는 계기가 되었다. 서유경은 

살면서 일하는 엄마로서 “멋있다”는 말을 두 번 들었다고 했다. 첫 번째는 아들이 

4학년이던 토요일 오후의 어느 날, 퇴근길에 마주친 아들의 친구들이 직장인의 옷

차림을 한 서유경을 보고 멋있다고 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아들이 고등학생 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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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자습 감독을 갔다가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아들의 친

구들이 일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평가한 것이었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직업을 가졌고, 학부모 봉사를 와서까지 일에 열중하는 엄마의 모습은 전업주부 

엄마와는 확실히 달랐고, 이러한 엄마를 둔 덕분에 아들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

게 되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이 자각하는 미안함은 “만약에 내가 직장생활을 안 하고 집에 

있었더라면” 이라는 가정과 함께 전업주부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에서 비롯되었

다. 하지만 자신이 미안함을 느끼는 대상인 자녀에게서 받는 ‘인정’은 자신의 삶 

자체를 위안하는 역할을 했다. 일-가족을 조절하느라 힘들었지만 잘 살았다는 것

을 자녀의 인정을 통해 확인받게 된 것이다. 

2) 자랑스러움과 보람

노동계급의 여성에게는 임금노동이 성역할 규범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기혼 

여성의 역할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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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옥에게 경제활동의 가치는 “애들한테 떳떳하게 뭐 더 해줄 수 있는” 엄마로

서의 당당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경제력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더 

비싼 물건을 사라고 권유할 수 있고, 남편에게 아들의 당구장 개업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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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출해 줄 것을 자신 있게 요구할 수 있다. 이은옥에게 아들이 당구장을 성공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의 사업적인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 엄마로서 아들이 원하

는 것을 하지 못하는 좌절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만족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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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도 자신이 경제력을 가지게 되면서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게 된 

것이 만족스럽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아이들이 “입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해 주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 기혼 여성이 일하는 여성으로서 느끼는 보람은 돈의 액수나 물품같은 

구체적인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들은 아이들의 학원을 보낼 수 있었다, 원하는 것

을 사줄 수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학원비 액수와 물건의 브랜드명을 구체적으로 표

현했다. 일하는 노동계급의 기혼 여성은 자신이 일을 함으로써 부족할 수밖에 없

었던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미안한 감정이나 죄책

감을 가지지도 않았다.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는 자랑스러움과 보

람이었다. 자신이 가계의 경제적인 책임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정적

으로 교육시키고, 양육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엄

마로서 자녀들에게 충분히 뒷바라지를 해 주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자랑스러움이다. 자녀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

마에게 고마움을 느꼈다거나 자랑스러워한다는 식의 서술은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계급 여성들의 대부분은 자녀들의 교육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다. 자녀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

내고 싶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고 싶었다, 4년제 대학을 보내고 싶었다, 박

사를 만들고 싶었다 등의 바람에 대한 서술이나, 유학을 보냈다, 학원비를100)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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썼다 등의 실천에 대한 서술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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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 여성들이 자녀교육에 집착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학력이 계급 재생

산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 일어난 

계급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는 다양한 계급의 가족에게 교육을 통한 계급 재생산 

또는 사회이동을 절박한 가족사업의 목표로 설정하도록 추동했다(박소진, 2007). 

부모들은 자녀들이 명문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부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100)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고등학교 단계부터 아래 단계로 자유화되기 시작한 사교육 
시장은 2000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1980년 과외금지조치의 위헌판결에 의해 더욱 빠
르게 성장하기 시작했고(박소진, 2009), 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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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 중 박민자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의 하나이

다. 박민자는 아이들 교육비로 투자된 비용을 남편이 도박으로 탕진한 “집 세 채”

에 해당하는 비용과 비교해서 서술할 정도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많은 

돈을 들였다. 박민자는 스스로도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했다고 평가했는데, 

이것은 아이들에게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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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자의 못 배운 한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로 나타났다. 박민자는 식당이 망

하고 빚이 “산더미처럼” 있을 때에도 딸이 미국으로 유학 가겠다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박민자는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친구에게 빌리고, “밤에는 호프집에

서 일하고 낮에는 갈비집 가서 서빙하”는 힘든 생활을 하면서 딸의 유학 뒷바라지

를 했다.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박민자가 자녀들의 교육을 포기하지 못한 것

은 자신의 삶을 통해 교육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사람을 

평가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는 죽을 먹

고 살아도 애들 배우는 데는” 돈을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타났고, 자식들에게 

“돈은 못 물려줘도 지식은 물려줘서 자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은 가꿔”줘야 한다



4장 기혼 여성으로서의 생애 경험

- 131 -

는 강한 신념이 되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이 교육에 투자한 이유 중 주요한 것은 그동안 직접 겪어온 학

력차별과 관련된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학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체감했던 좌절은 이

들이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이유이다. 현재의 직업 세

계는 전문대학이냐 4년제 대학 졸업장이냐에 따라서 혹은 명문대학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보상이 차등적으로 주어진다(김영화, 1992). 노동계급 여성들

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학력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

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신이 받았던 것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려는 

생각에서 지나치리만큼 교육에 투자하게 된다. 

2절 주된 서사

중간계급과 노동계급 여성들의 생애이야기에는 각기 다른 주제가 상세히 서술

되었다. 이 절에서는 각각의 집단에서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서술을 알아보고, 주된 

서사에서 보이는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노동 심 서사

중간계급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주된 서사는 자신의 일에 대한 서사였다. 이들

은 자신의 생애이야기에서 특히 자기개발 노력과 직장생활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하였다. 

1) 자기개발 노력

중간계급 연구참여자 11사례 중 8사례가 직장에 다니면서도 학업을 병행했

다.101) 고등학교 졸업인 상태에서 학사학위를 받거나,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101) 공부하는 직장인을 ‘샐러던트’라고 칭한다. 영어로 봉급생활자를 뜻하는 '샐러리맨
(Salaryman)'과 '학생'을 뜻하는 '스튜던트(Student)'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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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석사학위를 받는 등 학력을 높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미 학위

를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전공의 공부를 더 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간계급 연구참여자 중 일부에게는 학위취득이 승진과 직장생활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었다. 이들에게 현재의 학력보다 더 높은 학

력을 취득하는 것은 경쟁이 치열한 직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한선희는 승진을 목표로 삼고부터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102) 학사학위를 취득

하고, 이후 석사학위까지 취득했다. 관리직인 교감이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승진

에 필요한 점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0.1점으로도 승진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학위 점수는 승진을 위해 필수적이었다.

( , ?) 

. 

. 

. , 

. < >

심현주는 ‘여행원’이란 별도의 인사제도 하에서 고졸 여성을 행원으로 뽑던 시

기에 입사했다. 당시 은행에서 대졸 학력을 가진 사람은 남성들뿐이었고, 남성과 

여성 직원들 사이의 “차이”는 확연했다. 급여나 진로, 승진 등 전반적인 회사생활

에서 대졸 학력과 고졸 학력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경험한 심현주는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
’ . 

, 

. 

. 

처: 두산백과).

102) 한선희가 진학할 당시의 교육대학은 2년제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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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은 건축 디자인 관련 일에 종사했는데, 직접적인 디자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공부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된 이론까지 공부할 정도로 업무를 잘 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 자신은 관련 분야여서 배워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강의는 자비를 들여서 신청했고, 자신이 원하는 강의가 

주말에 개설되면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닐 정도로 주말까지 자신의 업무능력 향상

을 위해서 사용했다. 서유경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 소진되었다는 생각에 변화하는 

트렌드와 새로운 학문적 성과를 배우기 위해서 석사과정에 진학했다. 서유경에게 

석사과정은 지식의 충전뿐만 아니라 학위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다. 지속적으로 직

장생활을 하고, 직장 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최영순과 홍정희에게는 학위취득이 직장생활을 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는 않았지만 업무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들이 학위를 취득한 것은 생애 내내 취업을 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했다.

( , 3 ?) . (

? ) , . 

( ) , 

, . 3 . ( 3 10

?) , 10 . ( ) , 

, 2 3 . ( ?) 

. , . < >

최영순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사학위를 3개나 취득했는데 고졸인 최영순이 학

위를 딴 것은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전공 공부는 업무에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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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지만 부단한 자기계발의 상징이기도 했다. 최영순이 근무하는 직장은 안정

적이었지만 혹시 있을 퇴직 후를 대비해서, 생애취업을 유지하는 일환으로 공인중

개사⋅사회복지사 등 7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너무 박봉이고 힘들어서” 혹시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자격증을 소유하는 것이 재취업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최영순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노동도 하고, 퇴근 후 공부까지 했

던 고단했던 과거를 “내가 일을 만드는 타입인 거 같애” 라고 웃으면서 회상했다. 

퇴근하면서 학원에 들러서 강의를 듣고, 마트가 문 닫기 전에 얼른 장을 보고, 집 

근처 독서실에 가서 새벽 한⋅두시까지 공부를 한 후 아침에는 아이들 도시락을 4

개까지 쌌던 일과는 단지 바쁘게 살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했다.

, . 

. < >

홍정희는 군병원에 입원하는 젊은 군인들 중 군대 자체를 싫어하거나, 군 생활

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상담심리 학사과정을 공부했다. 간호

사로서 환자들의 신체적인 문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군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 홍정희는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도 취득했는데, 이는 생애직업에 대한 열망 때문이다. 홍정희는 중학생 때 어머니

가 돌아가시고, 경제력이 없는 아버지와 어린 남동생과 함께 살면서 자신이 돈을 

벌게 되면 동생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홍정희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

득하고 군대에 복무하고 있지만, 자신의 미래를 더 탄탄하게 계획해 둔다는 생각

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 내에서 자격증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혹시 직업을 그만 두게 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

라는 판단에서였다. 

중간계급 여성들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향상하

는 데 유용하게 작용하기도 했지만, 현재 직장에서 인정받고 더 나은 지위를 가지

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또한 이것들은 현재의 직장을 벗어났을 때, 평생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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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을 하기 위한 대비책이기도 했다. 자기개발은 불안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자 현재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2) 직장생활에서의 경험

중간계급 여성들은 자신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 . 

. 

. . < >

김정원은 회사 동료들에게서 “탱크처럼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는데 

스스로도 자신을 “끝장을 보는 스타일”, “빡세게 일을 해 왔던 사람”이라고 칭했

다. 일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출근했으며, 일주일

을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김정원의 표현으로 

하면 “너무 달리니까” 몸에 무리가 왔고, 내가 살아야지 가족들도 산다는 생각에 

결국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A4 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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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는 대령 승진을 목표로 “솔선수범”하는 직장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다. 홍

정희는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 자신의 하급자에게 탈영이나 건강 이상 같은 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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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살펴주었고, 그런 노력으로 별 문제 없이 군 생

활을 마칠 수 있었다. 홍정희는 대형 종합병원의 시스템을 군 병원에 도입해서 민

간병원 못지않은 진료 체계를 갖추는데 앞장섰고, 부대의 평가 문항을 제작했으며, 

중환자 발생 숫자에 따른 대처 방안도 매뉴얼화 했다. 홍정희가 만들어 놓은 매뉴

얼은 퇴직 후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어서 큰 보람이 되고 있다. 홍정희는 같은 군인

이었던 남편조차 “부대를 위해서 하는 노력의 10%만 집에서도 하면 업어 주겠다”

고 할 정도로 업무를 우선시하여 생활했다. 

, 

, , 

. 20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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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은 출장도 많고 야근도 많은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한 번도 직장에 아이 

핑계를 대고 업무에 소홀했던 적이 없고,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의 특별대우를 요

청한 적도 없이 “빡세게” 직장생활을 했다고 자평했다. 설계 사무소에 근무했을 때

는 야근도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마감기일을 맞추기 위해 며칠씩 밤을 새는 것

도 마다하지 않았다. 서유경은 여성으로서 남성 직장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남성들보다 “20프로”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애들한테 

해 주는 것도 포기”하면서 직장 일에 매달렸다고 했다. 

. 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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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장일, 육아, 공부에 각각 시간을 분

산해야 했던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 서술했다. 김희경은 직장 경력이 쌓이면서 직

장생활을 오랫동안 하려면 승진을 해서 더 높은 직급이 되어야겠다고 판단했다. 

기혼 여성으로서 남성 직장인에 비해 승진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승진시험 과목 중 두 과목을 먼저 준비하고, 두 과목을 다음 해에 준비하는 

전략을 세웠다. 퇴근하고, 아이를 재워놓고, 독서실에 가서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2년 동안 한 결과 승진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 . 100

. . 1 . 

.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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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승진 경로는 교감과 교장, 2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직장에 비해 

승진 하는 것이 치열하고 전체 교사 중 승진하는 교사들의 비율도 그다지 높지 않

다. 한선희는 승진을 결심하게 된 계기부터 승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점수를 따기

까지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상세히 설명했다. 벽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전근을 

신청했던 일, 부장교사를 2년 연속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 연구점수를 받기 

위해서 썼던 보고서의 주제, 교과 특성화 교육과 대학원 진학 등 교직 경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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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설명은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에 대한 것이었다. 한선희는 교감으로 복무한 후 교장으로 발령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를 ‘공모 교장제’에 응시하게 된 동기부터 상세히 설명했다. 한선

희는 승진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들을 복기하듯이 설명했는데, 첫 번째 면접에서 

다 서술하지 못하여 두 번째 면접에서 마저 들어야 할 정도였다.103) 

이선정은 간호장교로 근무하다가 대형 병원에 경력직으로 이직해서, 민간 병원

에서 처음 겪은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민간 병원은 환자의 성별이나 경험하

는 질환의 종류, 용어, 경영 체계 등 여러 면에서 군 병원과는 색다른 환경이었다. 

이선정은 군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병원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첫 환자에게 

입원비를 청구하지 않고 퇴원을 시켰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민간 병원에 근

무했던 초기에는 “초보보다 못한” “바보 같은” 간호사였다고 자평했다. 이선정은 

경력이 비슷한 다른 간호사들에 비해 빨리 수간호사로 승진했다. 특정 대학 출신

들이 우세한 가운데 이끌어 줄 선배 하나 없는 자신이 승진한 것은 실력과 성실성

을 인정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서술했다. 

. . 

1 . 

. . . . , 

... 

1 , 2 . 

(stable) . , 

. 1

. . 

. , 

, . < >

당시의 직장 환경에서 여성이 승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승진은 

103) 한선희는 두 번을 면접했고, 두 번의 면접에 총 7시간 10분이 소요되었다. 한선희는 면
접 시간의 반 정도를 자신의 승진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에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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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장생활을 돌아볼 때 자랑스러운 경험과 성취가 되고, 직장생활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직장생활에 대해 서술하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았던 차별

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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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순과 정미화는 공무원 근무 당시의 차별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최영순

과 정미화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던 때만 해도 공무원은 성별로 구분되어 모집되었

고, 여성의 채용은 10%에서 20% 사이로 제한되어 있었다.104) 최영순은 자신이 공

무원으로 임용될 때 남성은 4백 명이 넘었는데 여성은 15명에 불과했다고 이야기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성별에 따른 업무 구분이 있었다고 했다. 

군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의무행정과 간호업무를 맡은 집단을 하나의 단위

로 상정하여 근무평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했다. 의무행정 분야는 남성, 간호 분야

는 여성이 주로 맡고 있는 분야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노릇을 하는 남성들에게 더 

좋은 근무평점을 주었기 때문에 간호업무를 맡은 여성들은 낮은 근무평점을 감수

해야 했다. 

104)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남녀차별을 철폐하려는 고용 평등 정책이 본격적으로 
행해지는데, 1989년 공무원 임용시험령 중 공무원 임용시의 성별구분 모집조항(제 2조)

에서 성별을 삭제하고 1991년 지방 공무원 임용령(제 42조)에서도 동일 내용을 삭제함으
로써 공무원 모집상의 차별이 폐지되었다(장하진⋅김엘림⋅장미경,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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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가장으로서 가계를 책임지고, 여성의 직업은 자아실현으로 인식되는 사

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은 중요한 업무나 보직, 승진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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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은 1988년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졸 여직원 공개 

채용이 1986년 대우그룹에서 행해졌고,105) 대표적인 대기업 중의 하나인 삼성그룹

에서 1992년에 ‘여성공채 1기’를 채용한 점을 고려할 때, 서유경은 대졸 여성 공채

의 첫 세대라고 할 수 있다.106) 서유경이 근무한 건설회사는 회사 워크샵을 가면 

400명 중에 여성 직원은 혼자일 정도로 조직 문화나 직원의 성별 분포 면에서 남

성 중심적인 조직이었다. 서유경은 여성 직원 중 가장 높은 직급까지 승진했지만 

유일한 여성 팀장으로 직장생활을 혼자 “버텼다”고 표현했다. 서유경은 직장생활

에 대한 서술을 가장 많이 한 연구참여자로서 가족이나 남편에 대한 서술은 질문

을 해야 대답할 정도였다. 서유경은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 직원들은 유니폼을 입

고 근무하던 시절, 자신은 전문 직종에 근무하기 때문에 남성들과 똑같이 사복을 

입기 위해서 회사 측과 싸웠던 이야기부터, 기혼 여성직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105) 당시 공채에서는 여성 대학 졸업자나 대학원 졸업자 및 경력자를 대상으로 인문계에 10

0명, 이공계에 100명으로 총 200명을 모집하였는데 모두 5천 3백 18명이 접수하여 2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안산시 홈페이지 http://www.iansan.net/woman/highTalent/content/63

7.jsp?menuId=01054003).

106)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남녀 차별 없는 공개채용을 실시하지 않
았다. 기업에서는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여성을 받지 않거나 모집 직종에서 남녀를 구
분해서 뽑았다. 여성들의 입사는 디자인, 비서,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 국한되었다(동아일
보. 2013. 04. 15. http://news.donga.com/View?gid=54433303&date=20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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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활했는지, 소수 여성으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에피소

드를 들어서 서술했다. 서유경이 직장생활에서 아쉬움을 표출하는 것은 자신이 유

리천정을 뚫는 여성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승진을 하기 위해

서는 영업으로 실적을 쌓아야만 했는데, “친구들이 직장생활에 하나도 없는” 여성

들의 경우에는 영업에 중요한 인맥이나 학연에 의한 연결망 같은 것이 매우 불리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간계급 여성들의 생애 경험을 드러내는 데에 ‘직장인’으로서 겪었던 경험들은 

중요한 서사의 축이었고, 면접 내용에서도 많은 분량을 차지했다. 이들은 여성이 

생애노동자로서 인식되지 않던 시기에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오랫동안 경력을 이

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성취와 어려움의 사례들을 많이 겪어야만 했다. 

2. 가족 심 서사

중간계급 여성들이 자신의 생애이야기를 직장생활과 일에 대한 서사 중심으로 

서술했다면, 노동계급 여성들은 가족과 결혼생활의 문제적 상황에 대한 서사 중심

으로 서술하였다. 가족 구성원 중 이들의 서사에 주로 거론되는 인물은 남편과 시

집 식구들이다. 이것은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결혼은 ‘결혼 그 자체’라기 보다는 

‘가부장적인 결혼제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의 의미가 강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보여준다. 

1) 도움이 안 되는 남편

노동계급 여성들 중 일부는 남편에 대한 서사를 상세히 했는데, 다른 주제에 대

해서 이야기하다가도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회귀하는 경우도 있었다. 

권경아는 자신의 남편은 노름에 빠져 생계를 등한시했고 가족은 뒷전이었다고 

서술했다.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생계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지 않았고, 직장생

활을 하다 그만두다를 반복했다. 남편이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것이 자

신의 경제력을 믿어서라고 여겼기 때문에 권경아는 경제활동을 그만 두었다. 권경

아가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생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시집

의 도움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던 권경아는 재취업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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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아의 남편은 가족들도 모르게 월세로 임대주었던 주택의 일부를 전세로 바

꾸고, 그 차액을 노름에 이용했다. 노름에 더 깊게 빠지게 되면서 남편은 빚을 지

게 되었고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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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아는 면접이 끝날 무렵에 다시 한 번 자신의 남편에 대해 자녀들에게도, 자

신에게도 잘해준 것이 하나도 없었던 남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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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숙에게 남편은 사기 결혼으로 나를 고생길로 접어들게 했고, 이로 인해 친

정 부모님께 평생 걱정을 끼치게 한 사람이다. 전인숙의 집은 시골에서는 꽤 부자

였고, 결혼할 나이 즈음해서는 맞선도 많이 들어와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골

라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부모님도 맏딸인 전인숙의 결혼을 잘 시키기 위

해 까다롭게 배우자감을 골랐다. 공무원은 “월급 적다고” 결혼을 안 시키고, 선생

님을 하던 신랑감은 “홀시어머니니까 고생한다고” 결혼을 안 시켰다. 전인숙은 서

울에서 규모가 큰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결혼하면 집을 살 계획이라는 좋

은 조건을 가진 신랑감과 결혼을 했지만 이러한 조건은 모두 거짓이었다. 남편은 

작은 계란 도매업을 하고 있었고, 시동생과 함께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형편이었다. 

결혼 당시 살던 집도 주인아주머니가 세를 받으러 와서야 월셋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단독집 세 채” 가격 정도의 빚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전인

숙은 “울기도 많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결혼생활을 유지했다고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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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숙과 면접을 할 때, “학교를 졸업하고 일 시작하게 된 것부터 이야기해 주

세요” 라는 질문에 전인숙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살아온 인생이야기를 한 시간 가

량 했다. 취업 경험은 짧게 서술하였고 속아서 한 결혼이야기, 결혼 당시 남편이 

했던 계란 도매업의 상황과 자신이 독립하여 자영업을 하게 된 이야기, 남편이 발

병 일주일 만에 갑자기 사망한 이야기 등 주로 결혼 당시의 상황과 남편이 사망하

던 상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서술했다. 면접을 끝내면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도 “옛날 얘기를 하니까 찡한 부분도 있고, 새롭기도 하고” 라고 말을 꺼내면서 남

편에게 속아서 결혼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서울에 와서 살게 된 이야기, 자

신이 고생한 것에 대해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 아파하셨던 이야기를 

다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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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잣집 맏딸로 자란 전인숙은 속아서 한 결혼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자영

업을 운영해서 빚도 갚고, 집도 사고, 자신의 힘으로 지금의 자산을 일구었다. 전

인숙의 남편은 “살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탄로”가 나는 거짓말을 했고, 친정어머

니는 딸이 고생하는 것이 마음 아파 평생 눈물을 흘렸다. 그럼에도 전인숙은 자신

의 인생은 “성공 케이스”라고 평가했는데, 결혼 당시 남편이 거짓말을 했지만 “엄-

청”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남편은 “고생을 시켜도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지 아빠가 착해서 그런가, 애들도 가겟방에 키운 거 치고는 엄

청 착하게” 자랐다고 해석했다. 자녀 셋 모두 특별한 뒷받침 없이도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했고, 좋은 직장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 전인숙의 남편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전인숙의 인생을 바꾼 거짓말을 한 

사람이었고, 거친 언행을 하지 않았을 뿐 경제적으로도 무능했다. 전인숙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한에 젖어 있으면서도 남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자

신의 인생이 성공적이 되려면 결국은 삶의 일부였던 남편도 좋은 사람으로 해석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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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에게 남편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의 행복을 깎아내리

는 사람이다. 남편은 박봉의 공무원이었지만 이영미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결혼하면서 작은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주버님이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게 되면서 집을 

팔아서 채무를 해결해야 했다. 시집 식구들은 돈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

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더라도 시집에 먼저 돈을 융통해줬다. 

남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이영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재취업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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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의 남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50대 초반에 명예퇴직한 후 강남에 노

무사 사무실을 차렸다. 사무실 운영에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

고, 남편이 퇴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억대의 빚이 생기게 되었다. 이영미는 자신

이 부동산 투자로 얻었던 수익의 일부로 남편의 빚을 청산했다. 이영미는 최저임

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일해 왔지만 남편은 공무원을 했었다는 자존심에 “경비”도 

서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영미가 퇴직한 남편에게 하는 말은 “춤추고 놀아” 이다. 

이영미의 판단으로는 남편은 일을 벌일 때 남의 눈을 의식해서 규모를 크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돈을 손해 보게 되는 것이었다. 남편이 자신의 연금 내에서 생활

하려면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건강을 돌보는 것이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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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는 남편이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는 것을 일찍 “포기”했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 생계를 책임져 왔다. 이영미는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퇴직 후 자신의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 이영미에게 남편은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밖에 나가서 허세부리지 않고, 사고 쳐서 

큰 돈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인 사람이다. 

박민자는 남편의 노름으로 수십 년간 속을 썩고 있으며 현재 이혼을 고민 중이

다. 박민자는 결혼 후 종자돈을 모아 만화가게를 차렸다. 남편은 오전에 잠깐 가게

에 들러 청소하고, 필요한 만화를 구입해주는 정도의 일만 했다. 만화가게를 운영

하는 것은 박민자의 몫으로,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키면서 아이들을 

키웠다. 박민자의 남편은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어서 가게에 나와 있지 

못 했고, “한량처럼” 밖으로 돌다가 도박에 빠지게 되었다. 8평으로 시작한 만화가

게가 70평이 될 정도로 번창했고, 은행에 억대의 현금을 저금할 만큼 많은 돈을 벌

었지만 이후 남편은 “집을 세 채는” 살 정도의 돈을 주식과 노름으로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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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자는 만화가게가 사양길에 접어들자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노래방을 운영

하면서 남편과 싸움이 잦아졌는데, 남편은 특정 남자 손님이 지속적으로 노래방에 

방문하면 “색안경”을 끼고 봤고, 부인을 의심했다. 남편의 성화에 노래방을 그만두

고 다른 업종을 고민할 때, 남편은 식당을 운영하자고 박민자를 설득했다. 경험 없

이 시작한 식당은 6개월 만에 문을 닫아야 했고, 잇따른 자영업 실패로 많은 손해

를 보게 되었다. 박민자가 밤낮으로 일을 해서 유학 간 딸의 뒷바라지를 하는 상황

에도, 남편은 택시운전을 하면서 번 돈을 노름으로 탕진했다. 박민자는 자영업을 

정리하고 병원 식당에 취업하기 전까지의 8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눈물을 보



4장 기혼 여성으로서의 생애 경험

- 147 -

였다. 

박민자는 남편의 암 판정을 “내 생활이 완전히” 나아지게 된 사건, 내가 착하게 

살아서 생긴 “좋은 일”로 여겼다. 젊은 시절 월남전에 참전했던 남편은 암 발병이 

계기가 되어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고, 국가유공자 연금 대상이 되어 노후의 경

제적인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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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하던 당시도 남편은 예전보다는 덜 하지만 여전히 도박을 하고 있었다. 

남편의 도박은 아직도 박민자의 인생에서 “미쳐버릴” 것처럼 스트레스를 주는 사

건이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노동계급 여성들의 남편은 생계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름이나 보증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혔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남편 때문에 

고생했다고 서술했지만, 남편에 대한 평가는 동일하지 않았다. 권경아와 박민자, 

이영미는 남편은 내 삶을 힘들게 한 존재라고 일관되게 평가한 반면에 전인숙은 

“지금 뒤돌아보면” 남편은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현재의 상황

에 기인한다. 권경아와 박민자의 남편은 여전히 노름을 끊지 못하고 있고, 이영미

의 남편은 퇴직 후에도 금전적인 문제로 속을 썩이고 있다. 반면 전인숙의 남편은 

사기결혼을 야기한 결혼 초 이후로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전인숙의 

남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이제는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시집에서의 부당한 우

여성은 결혼을 함으로써 아내, 어머니, 며느리의 다중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데, 며느리의 전통적인 역할은 시집 식구들에게 복종하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가

정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다(이재경, 2003). 가부장적 가족체제 하에서 여성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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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가족으로 인지한다 하더라도 실제 생활은 부계 중심으로 운영된다. 기혼 여

성은 친정부모에게 정서적 친 감을 느끼지만 도덕적 책임과 의무의 대상은 시부

모이기 때문에, 친정과 시집에 우선순위를 따져야 하는 일이 생기면 시집이 우선

시된다. 

. . 

, . . 

. . , 17

. 

. . . 

. . 

. ( ?) . 

. , . 

. , . . 

. 

, . ... 

1 1 . . 

. 12 31 . 1 1 . 

. . 

. . , . 

< >

권경아는 퇴직 후 주로 참여하는 모임활동에 대해 얘기하다가 “아,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라며 갑자기 생각난 듯이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권경아는 맏며

느리로서 차례 준비를 도맡아하고, 명절 당일에는 자신의 집에 모인 시집 식구들

을 대접했다. 권경아에게 명절이 힘든 점 중의 하나는 결혼 생활 18년 동안 명절에 

친정 방문을 한 번도 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시부모는 며느리는 친정에 보내주지 

않았지만, 딸에게는 매번 친정에 빨리 올 것을 재촉했다. 시부모가 딸인 시누이와 

며느리인 자신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은 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신체적 증상으

로 발현되었다. 명절 한 달 전에는 심한 편두통이 생겼기 때문에 잊고 있다가도 

“아, 명절 오는 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했다. 시집 식구들은 권경아

가 첫 아이를 낳기 하루 전 날에도 가족의 새해 모임을 권경아의 집에서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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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 가족들과 걸어서 서로의 집을 방문할 만큼 가까운 곳에 모여서 살고 있었고, 

모든 가족 모임은 아들네 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경아는 자신의 상황과 관계

없이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져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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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의 남편은 장남이다. 일반적으로 장남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강하고, 

부모 역시 장남은 당연히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여긴다(김현주, 2001). 김수미도 

중국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다. 당시 시어머니는 파

킨슨병이 심해져서,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지고, 남은 생이 일 년

도 되지 않는다고 판정받은 상태였다. 전업주부로 있던 김수미가 재취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시어머니까지 함께 살게 되자 집

안의 긴장은 높아졌다. 김수미는 시어머니를 모시던 초기 3년을 “하루하루가 이혼

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표현했다. 시어머니는 김수미와 손자녀들이 자신에게 잘 

대해 주지 않는다고 아들과 시누이에게 수시로 불평을 늘어놓았고, 이것을 전해들

은 시누이들이 김수미의 남편에게 어머니를 더 잘 부양할 것을 요구하면서 친족 

간의 갈등도 생겨났다. 비난의 중심은 며느리인 김수미에게로 향했다. 김수미는 요

양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출⋅퇴근하면서 퇴근 이후 시간은 성의



은퇴기 여성의 일-가족 생애이야기와 ‘은퇴’의 의미

- 150 -

껏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다른 가족들은 며느리가 직장생활 하느라 어머니를 방치

했다고 책망했다. 장남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에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지만(배선희, 1996)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는 주체는 아

들이 아니라 며느리이다. 며느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며느리 역할을 다하는 지의 여부만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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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자는 결혼 초기에 분가할 비용이 부족해서 시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시집도 경제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박민

자네 가족과 동거하고부터 시어머니는 집안일에서 손을 뗐다. 박민자는 대가족의 

가사노동을 혼자 떠맡아야만 했다. 갓난아이인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시집 식구들

의 뒷바라지를 하고, 분가비용을 모으기 위해 가내부업까지 해야 했던 그 시절은 

박민자 인생에서 신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 하나였다. 하지만 시집 식구

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로서 적극적

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계급의 남편들은 부정기적으로 생계노동을 하거나,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

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강인순, 1990; 김미숙, 1990). 이런 경우 시부

모는 며느리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생계비를 보충할 것을 공공연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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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아의 남편은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생계부양에 대한 책임감도 

낮았다. 시부모는 권경아가 자신들이 하는 장사를 함께 해서 아들 대신 생계를 안

정적으로 책임지기를 바랐다. 아들은 “고생”스러운 장사를 하지 않고 “편하게” 있

기를 바라면서, 며느리인 자신에게 생계를 책임지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로 여겨졌

다. 권경아는 이것을 아들인 남편과 자신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부모

는 며느리의 당연한 역할로 여겼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되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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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의 남편은 형님의 대출을 자신이 대신 갚아 주면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해

지자, 이영미가 일을 다시 해서 생계를 함께 책임져 주기를 바랐다. 시아버지도 이

영미에게 “공장에라도 가서 일을” 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요구했다. 

노동계급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것은 가족의 생존전략으로 시작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생계활동을 해서 아들의 짐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시부모의 

요구 때문이기도 했다. 

핵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지만 가부장적 가족 체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

에, 기혼 여성은 시집 식구들과의 대가족적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이재경, 

2003). 노동계급 여성들은 시부모가 자신의 딸⋅아들과 며느리인 자신을 차별하면

서 며느리에게만 요구하는 것들을 부당하게 여겼다. 이들은 자신을 ‘며느리’로만 

여기는 시집 식구들에 대한 불만을 서술했다. 며느리여서 당연하게 집안 대소사를 

맡아서 해야 하고,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시부모를 돌봐야 하는, ‘며느리 역할’

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이들의 불만의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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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은퇴기 여성의 생애이야기를 통해 노동생애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서의 은퇴 경험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은퇴를 과정적인 개념으

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개념 하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은퇴를 

경험하고 의미화 하는 지가 중요한 연구의 과제가 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남

성과 대비되는 집단으로서 여성 집단에 대해 연구되어 왔는데, 이 장에서는 여성

의 노동생애 혹은 일-가족 생애 자체가 은퇴 과정과 은퇴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간주하고, 여성 집단의 ‘단일하지 않은’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1절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은퇴

이 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할 당시의 상황과 퇴직 후의 

경로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에 이르는 과정과 사유를 각 

계급집단에 따라 살펴본다. 또한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다

고 표명하는 집단과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하는 집단의 차이는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배경에 대해서 분석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참

여자의 경우에는 재취업 과정과 참여 형태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1.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상황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와 정년이 없거나 혹은 정년이 

정해져 있는 직장에서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참여

자들 중 일부는 정년퇴직으로, 다른 일부는 중도퇴직으로 일을 그만 두었는데, 아

래에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퇴직을 맞이한 집단의 특징과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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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년퇴직

정년퇴직을 한 여성들은 공무원,107) 교사,108) 군인,109) 은행원으로 근무했거나, 

공단이나 대형마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이다.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 

중 공무원인 최영순과 정미화는 60세, 교사인 한선희와 백지영은 62세의 정년연령

을 적용받았고, 군인인 홍정희는 계급정년으로 53세에 퇴직하였다. 은행원과 무기

계약직으로 정년퇴직한 연구참여자의 경우는 2016년에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연장 규정

이 적용된 시기에 퇴직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퇴직 연령이 나뉘었다. 고령자고용법

이 시행되기 이전에 퇴직한 심현주와 장애숙, 이영미는 각 사업장의 내부 기준에 

따라 55세에 정년퇴직하였고, 법률 시행 이후 퇴직한 유혜영은 60세에 정년으로 

퇴직하였다.110)

(1) 간계 : 형 인 정년퇴직

중간계급 직종에서 정년퇴직한 여성들은 30년에서 40년을 이직 없이 한 직장에

서 지속적으로 일해 왔다.111) 이들 중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부터 정년까지 일을 하

겠다고 결심한 경우는 한선희와 홍정희뿐이다. 한선희는 여성이 결혼하고도 지속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교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계속 해야 한

107) 1963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55세로,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61세로 정년이 규정되었다. 그 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2008년 6월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 구분 없이 60세가 정년이 되었다(최성재⋅
장인협, 2010: 211-212).

108) 대학 이외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정년은 62세이다(교육공무원법 제47조). 

109) 군인은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에 의거해서 정년이 결정된다(군인사법 제8조). 홍
정희의 경우 계급정년으로 퇴직한 경우이나, 계급정년제도 정년퇴직 제도의 한 유형으
로 볼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정년퇴직에 포함하기로 한다.

1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
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따라서 연구참여자가 이러한 법률 규정을 적용
받은 시기에 퇴직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년퇴직연령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111) 한선희는 37년, 홍정희는 30년, 최영순은 36년, 정미화는 39년, 심현주는 36년, 백지영은 
40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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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했다. 군인인 홍정희 또한 친정의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자신이 경

제적인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오랫동안 

근무하기 위해서 승진 연한에 맞추어 심사 목표 년도를 적은 계획표를 만들어서 

생활했다.112) 

다른 중간계급 여성들은 초기에는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

지만, 결혼 초기와 아이들을 양육하던 힘든 시기에 직장을 그만 둘 위기를 넘기고 

어쩌다 보니 정년에 다다랐다고 서술했다.

( ?) 

. . . 

. 

. 60 . 

. . ( ) < >

최영순이 입사할 당시 500명 동기 중 여성 공무원은 15명이었다. 여성 동기들 

중 정년까지 남아있는 동료들은 거의 없었는데, 최영순은 어느 정도 살림의 기반

을 잡으면 그만 둬야겠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정년까지 이른 것에 대해 “기적”같은 

일이라고 표현했다. 정미화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도 “3년이 30년이 넘었어”였다. 

정미화가 결혼할 당시 학생이었던 남편이 3년만 더 직장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을 지속한 것이 정년까지 이르 다는 것이다. 

백지영은 자신이 정년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돌아보면 중간에 직장을 그만 두지 않은 것이 다행

한 일이었다고 서술했다. 백지영이 직장을 그만 두고 싶었을 때는 결혼 초기였는

데, 이 때는 가족들이 모두 반대했기 때문에 다닐 수밖에 없었다. 결혼 후 5년이 

지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로 인해 결혼 직후 지역 이동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적

응할만한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112) 중령과 대령의 정년은 각각 53세와 55세, 장성급은 지위에 따라 58세(준장⋅여단장급)에
서 63세(대장⋅참모총장급)이다. 소령이나 대위에서 진급이 끝나면 정년은 각각 45세와 
43세가 된다(출처: 매일경제신문. 2019. 02. 26.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

19/02/117844/). 군인은 계급에 따라 정년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홍정희는 승진연한과 
자신의 목표 년도를 적은 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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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주셔서 양육 걱정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퇴직을 하는 주된 이유로 가족관련 문제를 제시하

지만, 심현주는 자녀로 인해 오히려 정년까지 직장에 머무르게 된 경우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현주는 40세에 둘째를 출산하면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녀 출산과 육아는 여성 노동자의 경

력단절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안정된 고용상태가 보장되고 상대적으로 높

은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직장에 근무하는 것은 아이를 위해 직장생활을 더 열

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조주은, 2009). 심현주는 

자신이 은행에 입사하던 당시보다 훨씬 우수한 인재들이 은행에 입사하면서 기본

적인 능력 면에서 요즘의 젊은 직원들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직

장에서도 업무 효율화를 추구하면서 인원을 대폭 축소하여 업무 강도가 강해졌고, 

속도를 요하는 일처리에서의 뒤처짐 등은 현실적으로 직장생활에서의 “한계”를 느

끼게 했다. 정년을 1년 남기고, 남편에게 직장을 그만두려는 결심을 전달했을 때, 

남편은 중학생인 둘째 아이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라는 조언을 했다. 자신의 진로

탐색에 한창 관심이 많은 둘째 아이에게, 엄마가 정년퇴직으로 직장생활을 마감하

는 것이 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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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했고 아이도 그런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이

야기한 것을 전해 듣고, 심현주는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직장을 다니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심현주와 백지영은 경력이 쌓일수록 직장생활이 편해진 것도 정년까지 이를 수 

있었던 원인으로 꼽는다. 

. , 

. , 30

. 

. < >

심현주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업무에 자율성이 부여되어서 직장생활이 만족스러

워졌다고 설명했다. 백지영은 정년이 다가올수록 업무를 경감해주는 등 나이든 교

원에 대한 대우를 해 주었기 때문에 학교생활이 갈수록 편해졌다고 밝혔다.

연구참여자들이 직장생활을 시작할 당시에는 여성이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 일

반적이지 않았다. 최영순은 자신이 평생 직장생활을 한 것을 “기적”같은 일로, 백

지영은 “팔자”이고 “운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평범하지 않은 일로 해석했다. 그

럼에도 이들이 정년까지 일을 한 것은 중간계급에 속하는 일자리의 특징 덕분이

다. 즉, 고용이 안정적이고, 임금수준이 비교적 높고, 사회적 평판이 좋은 일자리였

기 때문에 가능했다. 

(2) 노동계 : 무기계약직에서의 정년퇴직

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들 중 정년퇴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공공

기관과 대형마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종사했던 경우이다. 2007년 기간제법의 시행

으로 도입된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정년이 보장됨을 의미한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성격이라는 

뜻에서 ‘중규직'이라고도 불리는데, 정규직 직원과는 다른 임금과 직급 체계를 별

도로 적용받는 등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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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약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용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 높

기는 하지만, 근무 연차에 따른 임금 상승이나 승진 등의 기회는 제한된 경우가 대

부분이다(박옥주⋅손승영, 2011; 윤애림, 2013; 조순경, 2008).113) 

장애숙과 유혜영, 이영미는 주된 일자리에서 각각 16년, 18년, 8년을 일하고 정

년퇴직했다. 장애숙과 유혜영은 시간제 근무로 일을 시작해서 전일제 근무로 전환

하였기 때문에 전일제로 일한 기간은 각각 11년과 15년이다. 중간계급에서 정년퇴

직한 여성들이 30년에서 40년 정도를 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에 비해 

노동계급 직종에서 정년퇴직한 여성들은 근속년수가 상대적으로 짧다. 노동계급에

서 정년퇴직한 여성들은 모두 경력단절 후 시간제 근무로 일을 시작했는데, 이들 

또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시

간제로 여러 해 근무한 후 전일제 근무로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었고,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정년퇴직에 이르게 되었다.

노동계급 직종에서 정년퇴직한 여성들의 퇴직에 대한 서사는 매우 짧은 경향을 

보인다. 이영미와의 인터뷰를 예로 제시하면, ○○마트에서 △△마트로 이직한 이

야기를 한 후, 퇴직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 ?) 56 . 

. . . 

113)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에 가깝다는 것은 공공부문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의 연봉을 
비교한 아래 표를 보면 잘 드러난다. 

<표 5-1> 고용형태별 임금비교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평균연봉
(천원)

평균연봉
(천원)

정규직 
대비 %

평균연봉
(천원)

정규직 
대비 %

중앙행정기관 52,468 28,489 54.3 21,850 41.6

지방자치기관 49,572 36,300 73.2 19,136 38.6

공공기관 66,105 39,184 59.3 36,498 55.2

지방공기업 47,356 30,806 65.1 22,442 47.4

교육기관 51,396 28,306 55.1 24,742 48.1

평균 53,379 32,617 61.1 24,934 46.7

출처: 조돈문 외. 2017, p. 8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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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는 퇴직에 대해 물었을 때, “56세”라는 나이만 언급하고 퇴직 후 실업급

여를 받는 동안 받았던 교육에 대한 이야기와 퇴직 후 재취업한 이야기로 바로 화

제를 돌렸다. 

중간계급에서 정년퇴직한 여성들은 자신이 정년까지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

유, 정년퇴직에 대한 주변 반응 등 정년 무렵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직장생

활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직장을 떠나는 것에 대

한 소회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여성이 은퇴에 이르기까지 직장을 다니

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한 직장에서 거의 평생

을 일했기 때문에 특히 자신의 노동생애 전반에 대해 돌아보고 드러내고자 했다. 

반면 노동계급 여성들은 퇴직을 한 시기, 나이, 당시의 직종 등 객관적인 정보를 

고작 몇 줄로 서술하는 것에 그쳤다.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정년퇴직은 일하는 것

을 완전히 그만두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노동생애에서 다녔던 여러 

직장 중 어느 한 직장을 그만 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년퇴직 자체가 중간계급 

여성들만큼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2) 도퇴직

(1) 간계 의 퇴직

중간계급 여성들은 퇴직 사유를 서술할 때 시간을 들여 상세히 설명하고,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박명옥의 경우 퇴직을 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

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퇴사를 하게 된 거죠” 라고 서술을 시작해서 “젤 큰 계기

는” 으로 시작하는 퇴사 원인을 설명했다. 그 후에도 “...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거 

같애요” 라고 또 다른 사유를 설명하고, “또 내가 그만두게 된 게”, “그러면서 이유

가 많이 생기더라구요”, “젤 큰 그거는” 이라는 문장으로 각기 다른 여러 가지의 

사유를 설명했고, 대부분의 사유를 주된 사유로 설명하면서 퇴직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중간계급 여성들의 퇴직 사유는 승진 

탈락, 실적 압박, 관리자로서의 어려움 등 직장 관련 요인이 대부분으로 비가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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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주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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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근무했던 김희경은 실적에 대한 압박과 서비스직 수행의 어려움, 승진 

실패를 퇴직 사유로 들었다. 은행원으로서 경쟁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해야 하는데, 추천한 상품이 타 상품보다 

수익이 낮거나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고객들의 항의를 “온전히 감수”해야 

했다.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은행은 고객중심경영을 우선시하

면서 은행원의 감정 노동 강도 또한 점점 더 높아졌다(김성진⋅홍창희, 2014). 은

행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은 더 많아졌

고, 직원간⋅지점간 경쟁을 통해 순위가 매겨지는 상황에서 특히 승진을 하기 위

해서는 자격증 취득과 타직원보다 우수한 실적을 내는 것이 필요했다. 김희경은 

퇴직 이전 해에 승진에 실패했는데, 퇴직을 결정할 무렵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

을 정도로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밝혔다. 김희경이 퇴직을 하게 된 것은 회사

에서 명예퇴직 조건으로 제시한 조건이 기대치에 부합했고,114) 남편의 사업이 안

114) 김희경이 근무한 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거의 매년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 김희경
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당시의 신청 대상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전원과 10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 직원이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26개월치 급
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반면에,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닌 직원은 나이에 따라 2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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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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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퇴직한 서유경은 승진에서의 한계,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주요 사유

로 들었다. 서유경은 과장으로 입사해서 2년 만에 팀의 부장 두 명을 제치고 팀장

으로 발령받을 만큼 직장에서 승진이 빨랐고, 퇴직할 때까지 회사 내에서 유일한 

여성 관리자였다. 서유경은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일간지에 인터뷰 기사도 여러 

번 나왔고, 회장님이 인정할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영

업을 하고 수주를 따야 실적이 되는 건설회사 특성상 자신이 담당하는 디자인 업

무로는 임원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유경이 임원으로 승진할 수 없을 것이

라고 인식한 것에는 ‘여성’이라는 한계도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연결망의 주요한 

매개 고리로는 학연, 지연을 들 수 있는데, 승진, 청탁 등의 긴요한 사건에 이러한 

관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변화순, 1997). 남성들이 친구들을 통해서 인맥을 넓

히고, 영업에 도움을 받는 것에 비해 서유경의 나이 또래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

는 여성들조차 거의 없기 때문에 남성들에 비해 사회적 연결망에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계속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서유경에게 회사에서 더 이상 전망이 없다

는 자각, 지금 있는 자리가 “최고”이고, “여기가 끝인 거 같다”는 생각은 퇴직을 해

야 겠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서유경은 나이가 더 들어서도 할 수 있는 “내 일”을 

가지길 원했기 때문에 명예퇴직 시행에 몇 달 앞서서 퇴직을 신청했다. 명예퇴직

에서 36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게 되었다. 김희경은 36개월치 급여를 받는 대상이
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은행을 계속 다니는 것보다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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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청해서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직장을 그만 둘 수 있음에도 자발적인 퇴

직을 신청한 것은 자발적인 퇴직과 명예퇴직은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유경에게 퇴직은 자신의 직업적 커리어를 고려해서 내린 적극적인 선

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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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정은 자신이 “간호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누구나 이름을 아는 대형병원의 

관리자인 것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간호업무에서 감

정노동이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커지고,115) 정년이 가까워질 무렵의 직장 선배들

이 한직으로 려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50대 중반 이후와 퇴직 후 삶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 마침 동생이 네트워크 사업으로 경제적 안정을 이

루게 되면서, 연봉과 지속적인 예상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보여주며 이선

정에게도 네트워크 사업을 할 것을 권유해 왔다. 이선정은 중학생 때 아버지의 사

115) 소비자로서의 환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환자와의 
접촉이 가장 접하게 이루어지는 간호사에게 정서적 노동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이러
한 정서적 노동은 소진을 야기하기도 한다(박현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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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실패를 경험한 후 경제적인 부분이 생활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데 얼마나 중요

한가를 절실하게 체험하며 살아왔다. 또한 대형병원에 근무하면서 경제력이 부족

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공

은 오랫동안 이루고 싶던 꿈이었다. 이선정이 퇴직을 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된 

계기는 자신이 인사고과를 준 간호사가 불만을 제기하면서이다. 관리자로서 같은 

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런 행위가 갈등을 야기하

게 되면서 경쟁적인 근무환경에 회의가 들었고, 자신만 열심히 하면 성과를 발휘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업무관련 요인을 제외하고,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가장 많이 제시

했던 퇴직 원인은 건강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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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이 퇴직을 결정할 무렵에는 건강이 나빠진 정도가 심각했다. 김희

경은 은행원 특유의 근무 자세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왔지만 업무 환경이 변화하

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도 통증은 지속되었다. 김정원 또한 어깨 통증과 갱년

기 증세로 인해, 직장을 퇴직할 무렵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들

은 당시의 상황을 자신의 건강이 임계치에 달한 것으로 서술했다. 김희경은 계속 

직장생활을 하다가는 결국 큰 병에 걸리게 될 것 같았다고 표현했고, 박명옥은 매

일 밤 다리가 부어서 입원 여부를 고민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김정원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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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유지해 온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할 정도가 되자 “내가 살아야

지 가족들도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초기 양육기를 거치면서 일과 가족을 병행하는 어려운 상황

에서도 직업을 유지했던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결혼퇴직이 존재할 

정도로 기혼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았던 시기에 관례를 깨고 

직장생활을 했던 집단이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기

회비용을 치룬 집단이기에 퇴직 결정은 쉽지 않았고, 퇴직 이유로 복합적이고 긴 

서술을 하게 된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여러 가지 퇴직 사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

제로 이들이 퇴직을 생각하고부터 실제 퇴직까지는 1년에서 3, 4년 정도가 소요되

었다. 

여성 은퇴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남성은 건강이나 직업상의 이유로 은퇴하지

만 여성의 은퇴는 가정 여건과 가족의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다(김지경, 

2005; Price, 2002; Richardson, 1999; Yogev, 2012[2015]). 즉 여성 은퇴에서는 자녀 

출산이나 양육, 손녀 돌봄이나 배우자 돌봄 등의 이유가 부각되었다.116) 본 논문의 

대상인 중장년 여성의 은퇴에서는 가족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다. 특히 중간계급 여성의 경우 가족 내 문제가 가지는 영향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

는다. 이들이 퇴직을 결심하게 된 주된 이유는 승진에서의 한계, 실적 압박, 직무 

수행의 어려움, 회사 내 인간관계 등 직장 내부의 특성이나 업무의 특성에서 기인

한다.

(2) 노동계 의 퇴직

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퇴직 사유로 제시한 것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에 불과하며,117) 퇴직을 고민한 시기부터 실제 퇴직에 이르는 기간도 길지 않

았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

116) 성별 은퇴 사유를 분석한 김지경(2005)의 연구에서도 본인의 건강에 대한 사유가 성별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비율의 은퇴 사유로 나타나지만, 이 외의 사유로는 남성의 경우 정
년퇴직 25.4%, 권고사직/명퇴 20.0% 순으로, 여성의 경우 가족원 돌보기 17.7%, 가계 여
유 또는 여가 13.9% 순으로 나타난다.

117) 이은옥은 공장장의 퇴사 압박과 치매 어머니의 돌봄, 전인숙은 손자녀 양육, 박민자는 
조리사의 갑질, 김수미는 회사에서의 불미스런 문제, 권경아는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딸
의 장래를 위한 것을 퇴직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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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을 그만두는 데 많은 사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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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옥은 공장장의 퇴사 압박과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퇴직 사유로 들었는

데, 공장장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서술을 훨씬 상세하고 길게 했다. 이은옥은 노동

강도가 높아서 직원의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인 순대 공장에서 “아, 일 잘 한다”

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공장장은 다른 직원들이나 협력업체 직원에

게서 일을 잘 한다고 “칭찬”받는 이은옥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 “주위에서도 저

거는 공장장이 작당을 하고 내 보낼려는 거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공장장은 이은

옥에게 유독 “힘든 일을” 주고, “힘들면 그만 두”라고 노골적으로 퇴사를 압박했

다. 공장장이 “꿈에서도” 나타나서 괴롭힐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고, 치매 친

정어머니 돌봄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은옥은 퇴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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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식당에서 조리보조로 근무했던 박민자는 “조리사의 갑질”을 퇴직 이유로 

들었다. 박민자가 병원에 입사하기 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버티지 못 하고 나간 

사람이 3명이나 될 정도로 조리사는 아랫사람에게 지독하게 대하는 것으로 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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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있었다. 박민자는 출근할 때마다 “내 간은, 속은 집에 빼놓고” 간다고 다짐하며, 

“내가 여기서 못 버티면 다른 데 가서 못 살아 남는”다는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견

뎠다. 박민자는 “지옥”이라고 표현할 만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다 화병까지 얻게 

되면서 병원을 그만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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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아가 퇴직 전까지 다녔던 직장은 공단에 소속된 곳이었는데 정년이 보장되

었고, 노동 강도도 낮은 편이어서 기혼 여성들이 다니기에 좋은 곳으로 여겨졌다. 

권경아는 지금도 이전 직장의 지인에게서 일요일에 일을 해 줄 수 있냐는 전화 연

락이 오면 다른 일을 제치고 나갈 정도로 이전 직장생활에 만족했었다. 권경아가 

직장을 그만 둔 것은 동대문시장에서 자영업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특허를 얻은 섬유 제품을 독점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지

인의 제안에, 권경아는 가게를 열기만 하면 “대박”이 나서 자신도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임을 확신했다. 권경아가 자영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에는 딸의 장래를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마음도 컸다. 대학을 중퇴하고 백화점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딸은 그 상태로는 “남한테 내 보일 게” 없지만, 가게 주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

게 되면 결혼할 때도 더 좋은 조건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권경아는 마침 

아는 사람이 가게를 “너-무 싸게” 준 덕분에 동대문에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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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숙은 맛집으로 소문나서 장사가 꽤 잘 되던 식당을 운영하다 손자녀를 돌보

기 위해 결국 가게를 정리했다. 딸이 첫 아이를 낳은 후 전인숙에게 손자를 돌봐 

줄 것을 부탁했지만 식당을 그만 하는 것이 아쉬워서 육아도우미를 쓰게 했다. 딸

은 둘째 아이를 낳은 후에는 경기도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양육을 맡겼다. 딸이 아

이를 보러 갔다 올 때면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모습과 엄마의 생활비가 될 정도

의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설득에, 전인숙도 일을 그만 두기로 마음을 굳혔다. 전인

숙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자신이 늙은 후에 자녀들의 돌봄을 받

기만 하기 보다는 “애들이 엄마를 필요로 할 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손자녀를 돌보기로 결심했다. 

본 논문의 노동계급 여성의 퇴직 사유는 중간계급 여성들보다 단순했고, 상대적

으로 가족 관련 요인을 퇴직 사유로 더 많이 설명했다.118) 하지만 은퇴기의 노동계

급 여성에게도 가족 관련 요인은 퇴직의 주된 사유는 아니었고, 직장 관련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가 된 것은 상급자의 부당한 대우 등 직속상관과의 

‘관계’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3) 퇴직 서사: “- 으면 퇴직을 못 했죠”

일부 여성들은 “...였으면 퇴직을 못 했죠” 라는 서술로 자신이 퇴직을 할 수 있

었던 조건에 대해서 설명했다. 주로 중간계급 직종에서 중도퇴직한 여성들이 이러

한 서사를 구사했는데, 은퇴 요인뿐만 아니라 은퇴로 유입할 수 있었던 조건도 중

요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118) 프라이스(2002)의 연구에서도 가족역할과 의무감은 비전문직 여성들이 은퇴를 결정하는
데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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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옥과 김희경이 퇴직하게 된 배경은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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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옥의 아들은 당구장을 운영했는데, 인근에 대형 당구장이 새로 개장하면서 

한 달에 2, 3백만 원씩 적자가 발생했다. 이은옥은 자신이 번 돈과 딸이 모아둔 돈

까지 아들의 당구장 운영에 사용해야만 했다. 아들이 당구장을 그만두면서 이은옥

은 매달 발생하던 적자를 메워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직장을 “그만 둘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김희경도 자신의 퇴직 과정을 설명하면서 “신랑이 불

안했었으면 제가 퇴직을 못 했죠” 라고 서술했다. 김희경의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

고 사업에 종사했는데 김희경이 퇴직을 결심할 무렵에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명옥과 이선정의 퇴직이 가능했던 것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멈추어도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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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의 남편은 정년퇴직을 하면서 동반 퇴직을 권유했으나 박명옥은 아들이 

직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퇴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여겼다. 아들

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 자녀들이 모두 자리를 잡게 되자, 박명옥도 직장을 그만 

두고 노후 생활을 누릴 여유가 생겼다.

이선정은 연년생인 두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119) 병원에서 퇴직했다. 주

변의 지인들은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던 해에 직장을 그만둔 이선정을 이해하지 못

했다. 직원 복지 제도 중 하나인 자녀의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힘들어도 

“버티”는 직장인들이 많은 데, 이선정은 두 자녀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퇴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선정도 자녀들이 딸이었다면 그 당시에 퇴직을 선택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선정이 퇴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들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새로 시작한 사업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 였다. 

퇴직을 가능하게 한 요인을 전제조건으로 설명한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자신

의 경제적인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던 사례들이다. 이은옥은 아들 사업의 적

자를 메우기 위해서, 김희경은 남편 사업이 기반을 잡지 못했던 시기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자신의 수입이 필수적이었다. 다른 일부 사례들이 퇴직을 할 수 있었

던 조건은 자녀들의 경제적 뒷바라지를 그만 두어도 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2.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경로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경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났지만, 크

게는 더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

하고자 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 집단의 특징과 각각의 경로를 선택한 후

의 생활의 특징에 대해서 아래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1) 경제활동 의사 없음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경제적인 활동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서술한 

여성들은 모두 퇴직 전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했었다. 

119) 이선정의 큰 아들은 재수를 해서 작은 아들과 같은 해에 대학에 입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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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 버는 일은 안하고 싶어요”

최영순과 김희경, 한선희는 공무원, 은행원, 교사로 각각 36년, 31년, 37년의 직

장생활을 해 오다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으로 직장생활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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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순과 김희경은 앞으로 돈 버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명확하게 표현했

다. 최영순은 연금만으로도 자신의 생활은 가능하고, 자녀들에게 더 이상 경제적으

로 지원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버는 일을 할 생각이 없다. 김희경은 

퇴직시 3년치 임금을 명예퇴직금으로 받았고, 남편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지 않으며, 퇴직 후 다시 일을 해야 할 필

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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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희는 자신이 취득한 우쿨렐레, 팬플룻, 하모니카 강사 자격증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재능기부” 삼아 무료 강의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퇴

임한 한선희는 현직에 있는 지인들에게서 학교의 방과 후 강의를 맡아달라는 요청

을 받지만, 자신이 강의를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 직장을 뺏는 결과가” 되기 때문

에 유료 강의는 맡지 않고 있다. 오카리나 기초과정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자격

증 과정을 하게 되자, 한선희는 협회에 소속된 강사를 소개시켜 주고 다음 과정을 

이수하게 했다. 자신이 돈을 받지 않고 계속 강의를 하는 것은 돈을 벌어야 하는 

다른 강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선희는 청년실업자

들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은 그나마 혜택 받은 세대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

며, 자신이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기 보다는 젊은 층에게 양보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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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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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는 근무했던 은행에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정년을 맞이한 직원이다. 

퇴직 이후 자문 역할로 1년을 더 근무할 수 있었지만 단지 직장생활을 1년 더 연

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선택하지 않았다. 정년에 이르러서 하는 퇴직

은 “이너프, 할 만큼 다 했다”는 생각이 들게 했고, 직장생활에 대한 어떤 “미련”도 

남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백지영은 초등학교 평교사로 정년퇴직했다. 백지영의 주변에 평교사로 정년을 

맞이한 동료는 아무도 없을 정도로 평교사의 정년퇴직은 보편적이지 않았다. 백지

영은 명예퇴직을 선택한 동료들이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퇴직 후에도 강사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정년퇴직까지 있었던 것을 잘한 판단이라 여겼다. 백

지영도 정년 1년 전 쯤부터는 교직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퇴직할 시점

에는 “뒤도 안 돌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할 만큼 했”다는 생각에 다시 일

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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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버는 경제활동을 할 의도는 없었지만 한선희, 심현주, 백지영은 현재 파트

타임으로 일 하고 있다. 중간계급 여성들이 하는 활동은 객관적으로는 시간제 노

동이지만 이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고 봉사이다. 한선희는 음악강사

로 부정기적으로 돈을 벌지만 자신이 하는 활동은 “재능기부”라고 명명하고, 심현

주와 백지영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하는 활

동을 “봉사”라고 규정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퇴직 후 경제활동을 다시 해야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자신들의 활동은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이나 

직장생활 경험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

에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의미화하지 않는다. 

심현주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상담을 주로 하는 파트 타임 상담컨설

턴트로 일하고 있다. 심현주는 자신이 하는 일은 “돈도 안 되는 일”이고, 일에 들

이는 시간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보수를 받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봉사

라고 판단한다. 백지영은 지인들로부터 학교의 기간제교사로 와 달라는 요청을 지

속적으로 받고 있지만 예전 학교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판단에서 거절하고 

있다. 현재 백지영은 퇴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 후 학습지

도 사업에 신청해서, 초등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백지영에게 현재 하는 

일은 “부담도 안 되고, 봉사활동 차원도 좀 되고, 쬐끔의 보수도” 생기는 일이다. 

. . 

. 

. . 

. < >

백지영과 심현주가 시간제 노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을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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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여기는 것은 퇴직 전에 하던 일과 비교하면 노동 시간이나 자율성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36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 직장에서 전일

제 노동을 해 왔기 때문에, 현재 일주일에 2번 시간제로 하고 있는 일은 현직에 있

을 때와 비교하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한다. 백지영은 퇴직 후 자신

의 일상에서 중요한 활동인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오후시간을 

활용해서 일을 하고 있고, 심현주는 필요할 때에는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와 일정

을 조절해서 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자발적으로 선

택한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는 강제성이 없는 일이라는 점

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봉사라고 규정짓게 한다.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다고 표명한 여성들은 모두 중간계급 직종에서 일했던 

사례들로,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함께 나누려는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의지를 보이

고 있었다. 본 논문의 중간계급 여성들은 퇴직 후의 활동이 퇴직 전의 업무와 관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지영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경력을 활용하여 저소득

층 초등학생의 방과 후 학습을 지도하고 있고, 한선희 또한 음악 전공으로 교직생

활을 했던 경력으로 악기 강습을 하고 있다. 심현주는 오랜 직장생활 경험을 바탕

으로, 중장년층 내담자들이 가진 다양한 커리어의 강점이 사회와 잘 연계되도록 

돕는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프라이스(2003)와 듀버리 외(2014)의 연구에서도 

전문직 은퇴 여성들은 은퇴 전에 하던 일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바쁘지만 자유로운 하루

퇴직 후 생활은 크게 일, 자원봉사, 여가활동이 대표적이다(백경숙⋅권용신, 

2007). 본 논문에서 퇴직 후 일보다 여가활동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중간계급 여성

들로 퇴직 후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활동과 신앙생활 위주의 활

동을 주로 하고 있었다. 정순둘⋅박현주⋅오은정(2013)의 연구에서도 비교적 경제

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거나 다양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기회로 은퇴를 생각하는 

여성들은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영순과 한선희는 직장에 다녔

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퇴직 후 삶을 즐기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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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순은 퇴직 후에 하고 싶었던 일 중 하나로 선거일에 사전투표를 해 놓고 여

행을 다녀온 사례를 이야기했다.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때는 선거일은 더 바쁘게 

일해야 했었기 때문에 퇴직 후 일부러 그 날 특별한 일정을 만들었던 것이다. 직장

에 다닐 때는 단기간밖에 시간을 낼 수 없었던 최영순이 퇴직 후 가장 먼저 한 일

은 오랜 기간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으로 제주도에 가서 느긋하게 한 달을 보냈

다. 국내여행에서 자신감을 얻은 최영순은 해외에 나가서 여러 달 체류하는 여행

을 하게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여행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최영

순이 꼽는 퇴직의 좋은 점 또한 비수기에 싼 가격으로 오랜 기간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의 삶의 계획도 여행과 관련되어 있고, 향후 몇 년의 여행 계

획은 이미 다 세워져 있는 상태이다.

한선희의 퇴직 후 주요 일상은 악기 연주 수업 수강, 각종 동호회 모임 참석, 악

기 강습 재능기부로, 한선희는 직장생활을 할 때보다 생활이 더 바빠졌다고 했다. 

한선희는 퇴직을 한 지금 악기를 배우는 것과 젊은 시절에 악기를 배우는 것은 다

른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젊다면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나, “고

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겠지만, 퇴직하고 배우는 악기는 “생계수단”과 연결 짓

지 않아도 되고, 그냥 “즐기면” 되는 것이다. 한선희는 고정적인 연금 수입으로 생

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취미생활에 몰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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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이 중점을 두는 활동은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과 시간

이 없어서 맘껏 할 수 없었던 종교 활동이다. 김희경은 오전과 오후, 하루에 두 차

례 운동을 다니고, 평일에는 신앙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김희경이 특히 제대로 

해 보고 싶은 일은 봉사활동이다. 김희경은 봉사활동을 “사회참여”의 일환으로 여

기고, 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김희경은 종교 기관을 통해 가끔씩 봉

사활동을 다니지만, “사회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를 공부할 예정이다. 

퇴직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직장생활을 할 

때만큼이나 바쁘거나 그때보다 더 바쁜 것으로 서술했다. 이들의 일상은 “주중에 

5일”은 집 밖으로 나오고, 직장에 다닐 때보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적어서 자

녀들로부터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엄마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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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시간의 여유로움과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퇴

직 생활의 좋은 점으로 든다. 시몬스와 베칠드(2001)의 연구에서도 은퇴 여성들은 

직장을 다닐 때는 행사할 수 없었던 가치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과 자유로움

에 만족을 느낀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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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희는 직장생활을 할 때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퇴직 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원

할 때 그만 둬도 되는 점을 좋은 점으로 들었다. 백지영 또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서 생활하던 것에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퇴직 후의 일상은 강제성이 없어서 좋다고 설명했다. 

퇴직 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본 논문의 중간계급 여성퇴직자들은 다양한 

여가활동이나 사회적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있었다. 이들

은 일-가족을 조절하면서 바쁘게 생활하느라 퇴직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낼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퇴직 후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활동보

다는 자신이 원하는 활동 위주의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 

2) 경제활동 참여

(1) 일의 의미

① 퇴직 여성의 일의 의미

퇴직 후에도 일을 하는 것은 일부 여성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또 다른 여성들에게는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Sargent et al., 2012).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은 노후 생활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퇴직 후 일에 대한 의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노동계급 직종에서 퇴직한 여성들은 일의 경제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여성

들은 노후 생활에 충분한 정도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퇴직 후 일을 하는 것은 퇴직 후의 삶, 길

어진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에서이다.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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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대부분의 여성은 쉬고 싶다는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도 계속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자신들의 활동이 가계에 경제적

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일 하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중고령 여성의 일자

리에 대한 연구에서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의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들도 있지만(조

옥라, 2006), 경제적인 이유로 일자리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들은 퇴직 후 일을 하

는 것에 불만보다는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만족을 표현했다. 노동계급 여성들

은 남편을 돕고 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가족의 필요성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가족

의 필요성이 줄어든 단계에서도 자신들의 노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들은 퇴직 후 노후 생활을 누릴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지만, 이것은 또한 자식들에게 자신의 생활비를 부

담시키지 않는 당당하고 독립적인 노년을 위한 것이다. 퍼킨스(1994)와 칼라산티

(1993)의 연구에서도 노동계급의 여성들은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그

만 둘 수 없기 때문에 은퇴는 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노동계급의 여성이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것은 퇴직 전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종사한 

것이 퇴직 후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Perkins, 1994). 이로 인해 

대부분의 노동계급 여성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퇴직을 맞이하게 되고, 임금을 보

존하기 위해 퇴직 후에 재취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 

. 

. < >

이영미는 대형마트 캐셔로 퇴직했지만, 건축 관련 일에 오랜 기간 종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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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병행해서 상당한 자산을 축적했다. 이영

미가 종사했던 대형마트 캐셔 업무는 한 자리에서 장시간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손님들 중 “진상들”도 많아서 “안 살고 싶을 때도” 

있을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은 일이었다. 이영미는 노후를 넉넉히 보낼 

정도의 자산을 모아둔 덕분에 정년퇴직을 한 후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퇴직 

후 남편과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집안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

장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중간계급 퇴직 여성들의 대부분은 일의 경제적인 의미보다는 체계적인 시간 활

용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인 소속감을 부여하는 기능에 더 중점을 두고 설명했다. 

. . 

. . 

, . . 5

. 10

. . ... 

. , 

. 

2 , 3 30 . 

2 , 2-30

. 

, . < >

3 . 

, 

. 

. < >

박명옥과 홍정희는 퇴직할 시점에는 직장생활을 그만 하고, 건강에 신경 쓰면서 

여유 있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퇴직 후 시간이 흐르면서 하루하루가 무

료하고 무의미해졌다. 박명옥은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긴 버릇으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성경 공부하기, 기도하기, 운동하기 같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지만 하루가 너무 길고,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느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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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홍정희 또한 퇴직 후 건강을 회복하느라 열심히 운동하고, 여러 친목모임에도 

나가는 등 바쁘게 일상을 조직했지만 퇴직 후 3년이 지나면서 자신의 생활이 무료

하다고 여겨졌다. 자녀들도 성인으로 성장해서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니었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직장일이나 취업준비로 집에 머무는 시간

이 짧아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박명옥과 홍정희는 모두 퇴직 당

시에는 직장생활을 다시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퇴직 후 시간 관리의 어

려움을 깨달으면서 일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일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준

비가 잘 되어 있는 여성들이었다. 

. 

, 

, . , 

, . < >

“ 5, 60

?” . , 

. < >

이은옥은 집이 있고 공무원으로 퇴직한 남편의 연금이 있으니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정미화도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고, 

각종 연금저축을 미리 준비한 덕분에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다. 이들

이 퇴직 후 일을 하는 것은 경제적인 생활의 안정 이외에도 직장이라는 조직에 소

속됨으로써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은옥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사회적인 관계에서 소외될 것을 걱정하여 “뭐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정미화는 한 달에 열흘 일하는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은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 속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주는 즐거

움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일하지 않는 사람과의 비교로 서술하는 여성들은 대부

분 노동계급이었다. 노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장애숙), “집에서 계속 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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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신(김수미), “직장생활 안 해본” 친구와 자신(박명옥)을 대비해서 설명하면서, 

전업 주부로만 생활했던 여성들과 자신들을 차별화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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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숙은 일을 하던 사람은 노는 것이 더 어렵고, 일을 하는 것이 더 쉽다고 설

명했다. 또한 자신은 직장을 나가지 않는 날은 세수도 하지 않을 만큼 게을러지기 

때문에 집안일만 하는 것은 나태해지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구분을 지었다. 박명옥

의 친구는, 남편이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데도 박명

옥이 퇴직 후에 다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 했다. 전업주부로만 살았

던 친구는 일의 가치를 경제적인 것에만 두었고, 박명옥이 일하는 것을 “돈독”이 

오른 것으로 표현했다. 박명옥은 퇴직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중년여성 중 가장 높

은 직급인 팀장으로 일하면서 일이 주는 경제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성취감도 경험

했다. 이러한 경험은 전업주부로만 살고 있는 친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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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 여성들은 일을 해 왔던 자신을 전문직처럼 사회적 인정을 더 많이 받

는 직업에 종사했던 여성이 아니라 전업주부와 비교한다. 이처럼 자신과 비슷한 

비교집단의 선정은 일의 만족감을 평가하는 기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전업주

부는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가사노동은 가치가 없는 일로 평가되는 반

면에 직장 일을 하는 것은 경제적 보상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원으로 인

정받는 것이다.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고, 직업인으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만족감을 준다. 

② 퇴직 후 일의 의미의 변화 

일의 의미는 생애 단계에 따라 변화한다(김은석 외, 2014; 남순현, 2015; 박태정, 

2013; 송인주, 2010).120) 특히 퇴직을 기점으로, 자신의 성취감을 추구하는 것에서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가치가 바뀐다(김은석 

외, 2014).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간계급 여성들 

도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무렵 가졌던 일의 의미와 퇴직 후 일의 의미는 달라졌다

고 설명했다. 젊었을 때 일은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되었지만, 지금은 “돈과 관계없

이” 할 수 있고, “돈만 버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서술했다. 퇴직 후의 일은 경

제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가 중요해진 것이다. 사무직 베이비부머에 

대한 연구에서도 기존의 일은 경제적인 필요는 충족시켜주지만 경쟁과 스트레스

를 야기하는 것이었다면, 은퇴 후의 일은 좋아서 하는 것이고 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달라졌음을 설명한다(배영순⋅최호진⋅허새나, 

2015). 

120) 남순현(2015)은 은퇴 후 일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생애사 접근방
법을 시도한 결과 일 생애주기를 진로 결정기, 일 진입기, 일 경력강화기, 일 황금기, 은
퇴기와 은퇴 후 노년기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일의 의미를 분석했다. 진로 결정기에 일
은 돈, 인정과 성취, 일 진입기에는 삶의 중요한 영역, 일 경력강화기에는 능력을 인정받
는 것, 일 황금기는 보람과 성취감, 경제적 여유를 주는 것, 은퇴기는 일을 빼앗기는 시
기, 은퇴 후 노년기는 삶 그 자체였다. 송인주(2010)는 60대 후반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동생애 초년기 일의 의미, 숙련기의 일의 의미, 은퇴기 일의 의미를 구분
했는데, 각각 규범의 실천과 일과 학습의 공존, 규범과 경쟁을 넘어 자기중심 찾기, 자기 
계발의 주체 찾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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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은 대기업 건설업체에서 퇴직했다. 건설회사는 하청업체들이 많기 때문

에 퇴사한 다른 직원들은 관련 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하거나, 인맥을 활용해서 

창업을 했다. 서유경도 퇴사 후 동료들이 하는 일반적인 관행을 따랐으면 “좋은 

차,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훨씬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

다. 현재 서유경은 직종을 완전히 바꾸어서 교육관련 사업에 종사한다. 서유경의 

회사는 대학생과 여성인력이 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다. 서유경

은 퇴직 후에는 “사회적 소명”이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자신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현재의 교육 사업이 돈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너

무 즐겁다고 서술했다.

( ?) 

... 

.. ... 

, 

. < >

홍정희가 퇴직 후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택한 가장 큰 이

유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겠다는 마음에서였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

금은 “돈보다는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선택한 일이 

초등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의 지식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다. 

. . 

1 , 1

2,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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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는 은행에서 퇴직할 당시 자문역할을 하면서 1년 정도 일을 연장하는 제

도가 있었지만 단지 일하는 삶을 더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에서 명예퇴직이 되풀이되면서 자신은 퇴직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해

서 일찍부터 고민하게 되었고,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하겠

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중간계급 여성들에게 퇴직이라는 생애 사건을 두고 일의 의미는 변화

했다. 일을 선택하는 초기 단계에는 경제적 보상이 큰 가치일 수 있었으나, 퇴직 

이후 시기는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이 중요시되었다. 연구참

여자들은 퇴직 후 재취업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함께 나누려는 적극

적인 사회참여 의지를 실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중간계급 여성에게

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퇴직을 기점으로 일의 의미가 변화하는 것은 계급적인 현상

이라고 할 수 있다. 

(2) 퇴직 후 재취업 과정

퇴직 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경우 퇴직 당시의 취업 결정 여부, 재취

업을 하려는 시기, 준비 기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재취업의 과정은 계

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에서 퇴직 후 재취업을 당연하게 여기는 노동계급과 

선택의 문제로 여기는 중간계급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① 당연한 재취업

노동계급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도 당연히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고, 단절 없이 일을 하고자 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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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숙은 정년퇴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퇴직 이후에도 “놀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장애숙은 퇴직 후 실업급여121)를 신청했는데, 실

업급여를 타는 동안은 소정의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직장을 구하지는 않았

다. 이은옥도 62세에 퇴직했지만 계속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 “60세가 넘어서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격증에 

도전했다. 

본 논문의 노동계급 여성들은 퇴직 시기에 맞추어 다른 일자리를 구해놓거나,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구직활동을 지속하였다. 권경아는 옷감을 판매하는 자영업

에 종사하기 위해서 퇴직을 결심했으며, 퇴직하기 전 1년 동안 공장에 나가 옷감

과 관련된 것들을 익혔다. 권경아는 사직서를 내기 전에 미리 가게를 차려놓고, 월

차와 휴가를 쓰면서 퇴직날짜까지 이전 직장에 적을 둠으로써, 재취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간 낭비를 줄이고자 했다. 김수미는 퇴직 후 자신의 아들 매장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였다. 이은옥도 직업훈련과정이 시작하는 날을 미리 알아보고, 퇴직날

짜를 교육날짜에 맞추어 결정했다.

장애숙과 유혜영, 이영미는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구직활동을 병

행하였다. 이영미는 고용센터에서 알선해 준 직장에 재취업하였고,122) 유혜영은 

12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
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출처: 두산백과).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통상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를 말할 때가 많
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직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둘째,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셋째,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근로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
업활동을 해야 한다.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https://blog.naver.com/ktnbone/221243749921).

122) 이영미는 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연구참여자 중 유일하게 퇴직 후에는 경제활동을 
할 생각이 없는 참여자였다. 하지만 퇴직 후 생활을 하면서 다시 취업하는 것으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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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소개해 준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 중이다. 장애숙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이 끝나고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마트 판매원으로 일했으며, 이후 백화점⋅
마트 판매원, 숙박업소 룸메이드, 방문 책판매원 등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였다. 

② 우연한 재취업/ 선택의 유보

중간계급 여성들은 퇴직 후 재취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사례들보다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거나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퇴직 후 일을 

계속 하고자 했던 여성들의 경우에는 노동계급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

지면서 일자리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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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진은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그만 두고, 2년 넘게 시간제 일자리에 근무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청소 도우미를 시간제로 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취미생활을 하고 관심 분야에 대해 공부했다. 장경진에게는 평생할 일을 찾는 것

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여유로운 시간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추구하는 과정

을 바꾸었고,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검침원으로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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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서유경은 퇴직 후 다른 일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일

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는 회사들도 여럿 있었기 때문에 서유경은 퇴직 후 경제활

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불안함” 없이 보낼 수 있었다.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연구참여자 중 3분의 2정도는 퇴직하고 일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거나 경제적인 노후 준비가 안정적인 

경우로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으니 퇴직 후에는 편안히 쉴 것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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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는 군생활의 대부분을 중환자실에서 근무했고, 부대에서 일이 생기면 “30

분 대기”를 해야 하는 노동 강도가 높은 직장생활을 했다. 퇴직 당시 지인들이 “너

는 평생 일만 했으니까, 노는 걸 배워야 돼” 라고 권할 정도로 일이 우선인 삶이었

다. 홍정희는 퇴직 무렵 “계단 3개”를 오르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퇴직 

후에는 쉬어야 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퇴직 후 3년이 지나면서 건강이 회복되

고, 나이가 훨씬 많은 선배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일을 해야 겠다고 생각

을 바꾸게 되었다. 

심현주는 은행원으로 정년퇴직한 후 문화센터에서 음악, 사진 등을 배우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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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하는 등 여가를 즐기면서 보냈다. 퇴직 후 6개월을 쉰 후에 심현주는 “전업주

부”처럼 쉬는 생활이 자신에게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관에서 운영하는 생애

설계와 전직지원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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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서 퇴직한 정미화는 꿈이었던 세계여행에 도전하기 위해서 퇴직 전 공

로연수123) 기간부터 여행을 다녔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다음 여행을 갈 때까지 시

간이 남는 동안에는 경매 공부를 하면서 쉬는 날이 없이 보냈기 때문에 퇴직 직후

에는 퇴직한 것에 대한 실감도 하지 못할 정도였다. 정미화는 퇴직 후 1년 동안 원

하는 삶을 산 것은 39년 동안 열심히 일해 온 스스로에게 보상을 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미화는 퇴직 동기에게서 그만 쉬고 일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

을 받고,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퇴직 당시에는 경제활동을 할 생각이 없었던 여성들이 더 많

았고, 재취업을 결심한 경우에도 여유를 가지고 일자리를 구했다. 현재 홍정희는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심현주는 시간제 상담컨설턴트로, 백지영은 저소득층 초등

학생의 학습지도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들이 퇴직 후 경제활동을 하는 것

은 계획된 일이 아니었다. 퇴직 당시에는 일할 의사가 없었지만, 주변의 권유로 우

연히 일을 하게 되거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취업으로 연결된 경우가 대

부분이었다. 재취업에 대한 명확한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들이 취업을 한 것은 퇴

직 후 갑자기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막막함에서 기인했다. 퇴직은 이제

123)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공무원 임용령 제42조제2항) 20년 이상 근속한 국가공무원은 희망에 
따라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전에 받을 수 있다(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2018). 이 기간
에 출근을 면제받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인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이 시기부터 자신의 
퇴직이 시작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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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출퇴근에 기초해온 일상의 리듬이 깨어지는 것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

인지에 대한 일상의 구조화 작업이 요구된다(배영순⋅최호진⋅허새나, 2015; 

Sherry et al., 2017). 특히 전문직에 종사해왔던 여성들일 수록 구조화된 스케줄을 

선호하고, 시간을 조직화하는데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Price, 2003). 

(3) 경제활동 참여 형태

연구참여자들은 퇴직 전 모두 전일제로 근무했으나 퇴직 후 경제활동 참여는 여

러 모양으로 나타난다. 근무형태에 따라 전일제로 일하는 집단, 예전에 비해 시간

을 줄여서 일을 하는 집단, 직업훈련 중이거나 구직 중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준비

하는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일제 참여 

퇴직 후 전일제 고용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었

다.124) 본 논문의 노동계급 여성들이 퇴직 후 종사한 직업은 자영업자, 판매원, 검

침원인데 이러한 직종은 중고령 여성에게 유연하게 개방되어 있는 영역으로 연령

과 경력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퇴직 후 가장 많은 직업을 전전한 장애숙의 

경우를 보면, 장애숙은 정년퇴직 후 4년 동안 대형 마트 빵가게 판매원, 호텔 메이

드, 마트 반찬가게 판매원, 백화점 반찬가게 판매원, 마트 분식코너 판매원을 거쳐 

현재 방문 책 판매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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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 여성들은 퇴직 후 일자리를 다시 구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

다. 장애숙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일을 찾을 수 있다고 했고, 박민자도 자신이 일

124) 중간계급 여성 중 현재 전일제 직종에 종사하는 사례는 홍정희가 유일하다. 홍정희는 퇴
직 후 3년을 쉬고, 간호사 자격증을 바탕으로 큰 어려움 없이 보건교사로 취업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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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겠다고 하면 오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일을 구할 수 있다고 확신

했다. 중고령 여성이 구직과정과 취업 현장에서 외모나 나이로 인해 노골적 차별

을 당하거나 경력 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험을 보고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데, 중고

령 여성에게는 자신들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이차노동시장만이 주어져 있기 때문

이다(서미경, 2010). 이들은 퇴직 전에도 낮은 임금, 성분절된 직업에 종사했었기 

때문에 퇴직 후 종사하게 되는 직업에도 별 다른 사회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하지 

않는다(Perkins, 1994; Price, 2002). 이가옥⋅이지영(2005)의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의 고연령 퇴직자의 경우는 스스로를 퇴직자로 인식하여 ‘노인네 일자리’로 알려

진 직군에 진입한다고 분석한다. 

, 

- . < >

중고령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리, 세탁, 

급식조리 종사자 등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전망이 불투명하며 지위가 낮은 정형화

된 여성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Bernard, Phillips, Machin & Davies, 2001[2003]). 특

히 저학력 여성들은 50대 이상이 되면 직업을 고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으며 

얻을 수 있는 일거리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담당해왔던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다(박옥주, 2016).

현재 전일제 고용에 있는 여성들 중 홍정희를 제외하고는 모두 퇴직 전 노동계

급 직종에 종사했었고, 퇴직할 때부터 구직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본 논문의 노동

계급 여성들은 퇴직 전에 종사했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노동

조건은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전 이들은 무기계약직이나 생산직 정

규직으로서 비교적 규모가 큰 직장에서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에서 일했으나 

퇴직 후에는 장시간의 노동시간, 교대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노동시간, 야외 현장

근무 등 더 나빠진 환경에 처해 있었다. 

② 시간제 참여/시간 운용의 자유로움

현재 시간제로 일하고 있거나 시간 운용이 자유로운 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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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모두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했었다. 중간계급 여성들 중 퇴직 후에도 경

제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시간적⋅신체적 여유를 가지

기 위해서 예전에 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있었다. 이선정과 서유경은 퇴직 후 

이전 직장에 비해 시간 운용이 자유로운 직종으로 변경했다. 김정원은 같은 직종

에 종사하지만 자신이 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재정적 필요에 의해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직종

을 선택하고,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김정원은 퇴직 후 같은 업종의 회사로 재취업하면서 일하는 시간을 줄였다. 김

정원이 프리랜서로 일했던 회사의 업무조건은 주 4일 출근에, 퇴근시간은 자유롭

게 조절할 수 있었고, “일 안 하면 안 가져가고 많이 하면 많이 가져 가”는 자율적

인 환경이었다. 현재 김정원은 본인의 건강관리와 고3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프

리랜서로 일하던 것도 그만 두고, 예전 거래처에서 의뢰하는 일만 조금씩 하고 있

을 뿐이다. 

이선정과 서유경은 퇴직 후 사업에 종사하며, 일의 양을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이선정이 대형병원 간호사직에서 퇴직하고, 현재 하는 일은 네트워크 사업이

다. 이선정은 간호사로 근무할 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 10분에 출근하는 정형

화된 생활을 했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사무실에 출근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사업을 개척하기 위한 일들을 하며 자유롭게 보낸다. 서유경은 퇴직 후 다른 일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 서유경의 퇴직 동료들 대부분은 건축 관련 소규모 회사

에 다시 취업하거나, 기존 직장 업무와 연관된 분야로 창업을 했다. 서유경도 퇴직

하고 나서 건축과 실내 인테리어 관련 업체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여러 건 받

았으나 거절했다. 서유경은 퇴직 후 교육 분야 벤처기업으로 합류했는데 이러한 

진로는 이전 직장 동료들도 놀라워하는 결정이었다. 서유경은 이전 직장에서 직원

교육을 맡으면서 ‘교육’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는 “사람을 키

우는” 일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져왔었다. 현재 서유경의 주요 업무는 사회초년생

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과 스타트업 기업 관련 상담이다. 특히 ‘여

성 직장인’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학생이나 여성 직장

인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미화는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일자리에서 주 3일 일하고 있

으며, 퇴직 공무원 커뮤니티를 통해서 휴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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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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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화는 30대의 미혼인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큰 딸은 취업 준비 중이며, 

둘째 딸은 자신의 용돈 정도만 해결하고 있다. 정미화는 퇴직연금 덕분에 혼자 사

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결혼시키기 전까지는 두 딸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몇 년

은 더 경제력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중간계급 여성들 중 시간제로 일하거나 시간 운용이 자유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퇴직 후 다시 택한 일은 자신의 이전 직장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을 이용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김정원은 동일한 업종의 일자리로 재취업했고, 서유경은 

자신의 직장 경험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에 합류했다. 이선정은 노인환자들을 돌보

면서 생긴 노화에 대한 관심과 의학 지식이 현재의 노화방지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에 전문성을 부여해 주었다. 정미화 또한 이전 직업을 활용하여 퇴직 공무원

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프라이스(2003)의 논문에서도 전문직 

은퇴 여성들은 은퇴 후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전문직과 관련된 역할에 

종사한다고 분석한다.

③ 경제활동 비 

일부 여성들은 직업 훈련 중이거나 구직 중, 창업을 준비하는 중에 있었는데, 대

부분 퇴직한 지 6개월 정도로 퇴직 기간이 짧은 사례들이었다. 

장경진은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그만 둔 후 여러 직종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다 현

재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은옥은 직장을 그만두고 자격증 과정을 공부해서 

현재 구직 중이며, 유혜영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직업 훈련 중에 있다. 박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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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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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60세가 넘은 여성 노동자가 취업

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유혜영은 퇴직 후 재취직을 위해 구직정보를 찾아

보고, 동 주민센터, 시청 등에서 운영하는 구직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여러 방면으

로 노력했지만 구할 수 있었던 일자리는 식당의 조리 보조업무나 마트 캐셔와 같

은 육체적으로 힘든 자리뿐이었다. 퇴직 후 60대 중고령 여성들이 얻을 수 있는 일

자리는 기혼 여성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인식되는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

자리뿐이다. 그나마 요양보호사, 산모도우미와 같은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한 일자

리는 입직시의 연령에도 제한이 없지만 정년제가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연령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고령 여성들에게 매력적이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

들은 종일제 근무뿐만 아니라 시간제로도 일할 수 있는 등 노동조건이 유연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서 오랫동안 일하고자 하는 중고령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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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은퇴에 대한 인식

이 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 자신이 주관적으로 내리는 판단, 개인적인 은퇴 정

의, 은퇴에 부여하는 의미를 통해 은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여성의 경우 자신

의 상태를 은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노동경험을 은퇴 범

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은퇴의 

정의를 구성해내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은퇴를 어떻게 의미화 하는 가를 통해 여성 은퇴자들이 생애후반기에 

겪게 되는 경험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얻고자 한다.

1. 자신의 은퇴 여부에 한 단

기존의 은퇴개념은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사건을 의미

했으나, 최근에는 경제활동 상태에서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업

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과정적인 사건으로 정의된다(박경하, 2011). 따라서 은퇴한 

상태와 은퇴하지 않은 상태 사이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고, 은퇴라는 동일한 경험

을 하더라도 개인이 은퇴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관점에서 자신의 상태를 은퇴했다고 혹은 은퇴하지 않았다고 인식

하는지는 개별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아낼 수밖에 없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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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은퇴했다고 정의한 여성들은 정년퇴직한 사례들로, 공무원, 교사, 군인 

등 공공부문에서 퇴직해서 상대적으로 충분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평생직장이나 정년퇴직이란 용어가 지니는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고용불안정이 

심화된 노동시장에서,125)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일반기업에 비해 

고용보장과 정년제도가 안정적이다. 고령자고용법에 의해 일반 기업도 60세로 정

년이 연장되었지만 정년을 채우는 직장인들이 소수인 반면126) 공무원이나 교사는 

우리 사회에서 정년 나이가 지켜지는 몇 안 되는 직업 집단 중 하나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일반 노령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여서 공

공부문 퇴직자들은 노후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별반 겪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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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한 여성들에게 퇴직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직업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125) IMF 외환위기 후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사오
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일하면 도둑), 육이오(62세까지 일하면 오적 중 하나), 삼
팔선(38세 조기 퇴직) 등 퇴직 관련 신조어들이 유행했다. 최근에도 반퇴 세대(평균 퇴직 
연령이 젊어지는 세태를 반영한 신조어로, 조기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세
대)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조어의 유행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일상
화되었음을 반영한다. 

126)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제도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고용노동부
의 조사(2015년 9월 기준)에 의하면 민간기업체의 경우 평균 정년은 57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권중돈, 2016). 

127) 공무원연금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이 월 240만 원인데 비해(2017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
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37만 7,895원이고,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9명에 불과하다(2018

년 5월 기준). 출처: 매일경제신문. 2018. 10. 22.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

8/10/65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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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큼 했다”, “미련이 없다”는 소회를 가지게 했다. 이들은 정해진 나이에 퇴직

하는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퇴직은 직

업적인 고용상태에서 물러나는 은퇴로 인식되어졌다.

중간계급 정년퇴직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은퇴했다고 생각하

는지의 질문에 각자 다른 ‘표현방식’으로 대답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들이 은퇴를 했다거나 하지 않았다고 정의내리는 것은 

적확하지 않다. 연구참여자 중 여럿은 면접의 시작에서는 자신을 은퇴했다고 정의

했다가 일부 질문에서는 은퇴하지 않았다고 정의하는 등 이야기의 맥락에 따라서 

다른 대답을 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의 퇴직이나 은퇴개념을 사용

해서 설명하기도 했지만128) 연구참여자마다 정의하는 ‘퇴직’이나 ‘은퇴’ 개념 자체

가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은퇴와 퇴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자신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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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숙은 자신의 상태를 “서류상으로는 은퇴”했지만 서류를 벗어나면 아직 은

128) 은퇴와 퇴직에 대한 초기 연구들을 살펴보면, 근로생애 마감을 의미함에 있어 퇴직과 은
퇴의 용어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가교 일자리, 부분 은퇴의 개념이 등장
하면서 두 개념 간에 분리가 이루어졌다(차승은, 2012). 퇴직은 직장을 그만두지만 이후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는 개념으로, 은퇴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소득
활동을 그만두는 비경제 활동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김종률, 2013; 방하남 
외, 2009; 장지연, 2003; 현우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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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는 아닌 것으로, 전인숙은 퇴직은 했지만, “삶에 대해서 은퇴”는 하지 않았다고 

표현했다. 김정원은 “꼬박꼬박 나오는 연봉개념의 은퇴”는 했고, “직장에서 은퇴”

한 것은 맞지만 경제적인 의미나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은퇴한 것이 아니라고 자신

의 상태를 판단하는 등 은퇴의 개념을 여러 차원으로 설명했다. 박민자는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바뀌면 일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퇴

직”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여성들에게서 ‘은퇴’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었

지만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소득활동을 그만두는 비경제활동 상태를 나타내는 단

어로도 표현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직장에서 퇴직했다는 것은 동의했지만 그것을 은퇴한 

것으로 정의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표현에서 은

퇴와 퇴직은 때로는 같은 의미로, 때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자신의 상태

를 선뜻 은퇴했다고 규정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명확했다. 

본 논문에서 은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여성들은 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경우가 많다. 듀버리 외(2014)의 연구에서도 시간제 노동이나 비공식 부문에 종사

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을 은퇴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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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는 70세까지 일을 한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은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했다. 전인숙은 손자녀를 돌보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일정금

액의 보수를 받고 있고, 혹여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일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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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은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불연속적인 노동생애를 가

진 여성들의 경우 노동시장에 빈번하게 진입과 진출을 해왔기 때문에 은퇴개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들 자신을 은퇴한 상태로 정의내리지 않게 된다(Pric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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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이 스스로를 은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이들이 희망하는 

은퇴 연령이 높은 것과도 관련된다. 이들은 원하는 은퇴 연령과 실제 퇴직시 연령

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은퇴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 또한 퇴직 후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이 희망하는 은퇴 연령이 될 때까지는 일할 수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은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희망하는 은퇴 연령으로 대부분 70세 이상을 제시했다. 유혜

영은 상대적으로 낮은 65세를 은퇴 연령으로 희망했는데, 65세 부터는 손녀를 돌

봐야 하기 때문이다. 유혜영의 며느리는 현재 경력단절 상태로 자녀들이 초등학교

에 진학할 때쯤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65세는 둘째 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

하는 시기이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60세, 65세 등 비교적 낮은 연령에 은퇴를 희망

하는 경우도 있었고, 건강을 유지하는 한 평생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변한 경우도 

상당수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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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지 않았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여성들은 연령에 있어서나, 생애주기

에 있어서나 아직은 은퇴할 시기라고 여기지 않는다. 현재의 그들은 노인이 아니

며, 성인자녀들의 독립이 늦어지면서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은퇴로 진입할 수 있는 생애주기도 아니라고 여긴다. 

2. ‘은퇴’에 한 개인  정의

은퇴는 직업(job)이나 노동(labor) 개념과의 관련성을 근거로 정의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은 사망할 때까지 일(work)하는 것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권중돈, 

2016; Atchley & Barusch, 2003). 따라서 은퇴는 일반적으로 고용상태의 직위에서 

물러나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국민연

금관리원, 2018; 성미애⋅최새은, 2010; 우혜경⋅조영태, 2013; 통계청, 2016). 은퇴

의 판단에는 연구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이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연

령, 연금수급 여부, 경제활동 참가 여부, 노동시간이나 임금 수준이 일정수준 이하

로 급격히 축소된 것의 경험 여부, 주관적인 평가 등이 기준이 된다(김지경, 2005; 

성영모, 2014; 장인협⋅최성재, 1993; 한희자⋅강은실, 2001; Atchley, 1976; Fields & 

Mitchell, 1984; Pames & Less, 1985). 

1) 경제 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 중 일반적인 은퇴개념인 직업적인 고용상태에서 물러

나는 상태를 은퇴로 정의하고 있는 사례는 절반이 되지 않는데, 노동계급 여성들 

중 이러한 견해를 나타낸 사례들이 더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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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은퇴를 “경제적인 활동이 끝났을 때”(장애숙), “직장을 그만둘 

때”(유혜영, 이영미)로 정의한다. 

중간계급 여성들과 노동계급 여성들은 ‘일’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나타냈

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은퇴를 설명하면서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노동과 경제

적 보상과는 무관한 일을 구분하여 해석했다. 최영순은 은퇴를 돈벌이를 끝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면 봉사든 뭐든 하겠죠”라고 서술

했다. 김정원 또한 자신의 은퇴개념은 “경제적”인 것으로 직장에서의 은퇴는 했지

만 사회봉사와 같은 ‘일’에서의 은퇴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에게 일은 경제적

인 보상과는 무관한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가치 있는 활동이고(강이수 외, 2015: 

53-54) 은퇴는 직업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일’과 직

업을 동일시하고 있었다. 권경아와 전인숙은 자신이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은퇴라

고 정의했는데 이들의 서술에서 일은 경제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임금노동을 의미

했다.129)

2) 사회 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 하는 것

현재의 노동개념은 경제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장 영역 외부에서 행해

지는 생계유지를 위한 자급적 활동과 가정에서 행해지는 노동은 제외된다(고미라, 

2005). 이러한 노동개념에 의하면 여성이 하는 돌봄노동이나 가사노동과 같은 가

정 안팎에서 행해지는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본 논문의 여성들

은 가사노동, 손자녀 돌봄도 노동의 영역에 포함해서 논하고 있다. 로레토와 빅커

129) 일(work)은 경제적 차원에서의 생산활동 전반 이외에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활동 전체
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처럼 유용하지만 경제적 보상과는 무
관한 활동까지 총칭한다. 노동(labor)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활동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은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의되어 임금노동이 일이
라는 개념으로 이해된다(강이수 외, 2015: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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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2015)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경험에서 유급노동과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비

롯한 무급노동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 이

러한 노동의 의미를 고려할 때, 여성들에게 현재의 ‘은퇴’ 개념에 의한 은퇴 정의

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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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가 은퇴라고 했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예를 들면서 직업이 없더라도 건강하기만 하면 “자식들

을 봐 주고, 살림을 살아”주는 일을 하는데, 그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

질 때가 은퇴라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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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옥은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은 그 회사에서의 은퇴이

지, “내 일상생활의 은퇴”는 아니라고 정의했다. 회사에서 은퇴하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다른 곳에서 일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 하는 삶 자체는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은옥에게 은퇴는 특정 직장에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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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든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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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자는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은퇴라고 정의했다. “손주도 못 봐주고 그게 은퇴지” 라는 표현은 경제적인 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태를 은퇴라고 여긴다는 것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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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는 “직장에서의 퇴직”이 은퇴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어떤 활동이든 할 수 없게 됐을 때”가 은퇴라고 판단했다. 심현주가 정

의하는 일은 “활동거리, 일거리, 일자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위이다. 

여성들에게 일의 정의에는 여성의 역할, 즉 어머니와 할머니로서 가사노동을 하

고, 자식이나 손자녀를 돌보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일 역할에 대한 정의는 여성

은 직장에서 벗어난다 해도 일과 관련 없는 여러 의무가 은퇴 후에도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은 집안일에서 은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돌봄 책임을 지고 있다

(Loretto & Vickerstaff, 2012).

연구참여자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 하는 것을 은퇴로 정의내리는 

것은 여성의 경험에서 유급노동과 가사노동⋅돌봄노동을 비롯한 무급노동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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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엄격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유급노동만을 노동으로 정의하는 것은 여

성의 경험을 설명하거나 여성이 사회에 하는 기여를 측정하기 어렵게 한다. 상당

히 많은 여성들이 할머니라는 역할로 무급노동에 임하고 있고, 이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칼라산티(1993)의 분석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간주하

기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에서 은퇴해도 가사노동을 계속 하는 한 자신은 은퇴하지 

않았다고 여긴다. 여성들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합한 개념으로 노동을 보고 있

고, 가사노동이나 손자녀를 돌보는 것도 노동의 영역에 넣고 있다. 즉 취업 여성의 

일 경험을 고려하면 이들은 적어도 두 가지 노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은퇴개념에

서는 직장을 그만 두는 것만을 의미한다(Calasanti, 1993).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합한 개념으로 노동을 상정하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노동의 영역에 포함하는 

것은 여성의 은퇴 정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  계를 맺지 못 하는 것

은퇴는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 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중간계급 여성들에게서 나

온 정의로, 노동계급 여성들은 사회적 관계의 상실감에 대해 서술하지 않았다. 중

간계급 여성들에게 은퇴는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 “움직이는 바운더리가” 좁

아지는 것이고, 사회적인 것에서 벗어나 “나 자신, 내 가족 위주로 생활하는 패턴”

으로 정의된다.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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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은퇴한 여성은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이

루어졌다. 일생동안 직장과 일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온 중간계급의 여성들

에게 은퇴는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회적 관계의 축소를 의미한다. 

어드너와 가이(Erdner & Guy, 1990)와 카프(Karp, 1989)의 연구에서 전문직 여성

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은퇴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프렌티스(Prentis, 1980)의 연구에서는 전문직 여성이 직장에서 쌓은 인맥의 상실을 

두려워해서, 레비(Levy, 1980)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지지망

을 재구축해야하기 때문에 은퇴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속적으로 

일을 해 온 전문직 여성에게 은퇴는 사회적인 관계의 상실이라는 면에서 큰 의미

를 가지는데, 이것은 은퇴 후에 이전 동료와 단순히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는 극

복되지 않는다. 이들이 그리워하는 사회적 관계는 이전 직장에서 제공되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이전 직업의 맥락 내에서 형성되던 것이다(Price, 2002).

4) “은퇴는 없는 거 같애”

자신들의 삶에 은퇴는 없다고 정의 내리는 연구참여자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죽을 때까지 일을 계속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모님이나 주변의 노인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통상적인 

노년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은퇴 선배들이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것

을 보면서 자신들도 길어진 노년을 맞이하는 방법으로 은퇴를 하지 않는 삶을 시

도하게 되는 것이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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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은 퇴직을 하면 일을 그만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퇴직 후 주변에서 자신

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 몸에 합당한 일”을 계속 하

는 삶을 계획하게 되었다. 장애숙 또한 “죽어야 은퇴”라는 생각 하에, 살아 있는 

동안은 “일하는 양이나 일하는 강도”를 조절해서 일하는 시간을 연장하기를 희망

했다. 

, 

( ) ... 

80 90 , 90 1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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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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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은옥은 자신이 80세가 되면 90세가 된 할머니를 돌

보고, 자신이 90세가 되면 100세가 된 할머니를 돌보는 방식으로 “손발이 성성할 

동안은” 일을 하겠다고 서술했다. 홍정희 역시 “치매가 와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거

나 외부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은퇴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필요

로” 하는 일이 있다면 “인공관절도 있고, 뇌파만 움직여도 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는 일을 하는 “도전”을 하겠다고 밝히며 은퇴는 없는 것 같다고 단언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노년기의 경제적인 불안정함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오랫

동안 일을 하고자 했다. 칼라산티(1993)의 연구에서도 직업이 불안정하고, 연금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은퇴 연령을 지나서도 일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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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특정한 연령에 은퇴에 진입하는 삶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Calasanti, 1993). 중간계급 여성들의 경우는 강한 일정체성과 노년에 대한 인식변

화로 인해 은퇴는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가치관 하에서 노년의 삶

은 상실과 저하, 의존적인 시기이고, 노인은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 노년이 되어서도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는 

활동적인 노화, 성공적인 노화, 생산적인 노화 개념130)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노년

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독립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신경아⋅한미정, 2013). 이

러한 맥락에서 퇴직 후에 경제적⋅사회적인 활동을 ‘영구적으로 그만 두는 것’으

로서의 은퇴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분절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고, 시간

제 노동과 전일제 노동을 교대로 하기 때문에 ‘은퇴’라는 구분되는 삶의 단계에 대

한 의미가 적어지게 된다(Sargent et al., 2012). 이러한 여성 노동의 특성뿐만 아니

라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노년이 생산적인 세대라는 인식이 생길수록 은퇴 단계

의 중요성은 줄어들 것이다. 

5) 변화하는 개념

우리 사회의 정년퇴직제도는 공무원의 경우 1963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기업은 1960년대 초 공급과잉의 노동시장을 배경으로 만들어져서 

197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되었다(탁희준, 1984). 1970

년 기준 평균수명은 61.9세로 당시 55세 정년퇴직은 곧 은퇴를 의미했고, 은퇴 이

후 삶은 그리 길지 않았다. 현재의 평균수명은 82.7세로(2017년 기준)131) 인구고령

화에 따라 희망 은퇴 나이가 증가하고, 노년기의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노인의 생

산성도 중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은퇴의 정의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130) 활동적인 노화개념은 노년기에도 은퇴 전처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
을 찾는 의미이다. 성공적인 노화는 질병의 부재, 높은 신체적⋅인지적 수준의 유지, 삶
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생산적인 노화는 노년기에도 경제성을 바
탕으로 한 생산 활동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
미한다(신경아⋅한미정, 2013).

131) 출처: 통계청, 2017, “생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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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성들에게 은퇴는 명확히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재도 변화

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선정에게 은퇴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

다.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면 30년 이상을 일한 것이니 열심히 생활한 댓가로 

퇴직 후에는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열심히” 쉬겠다고 계획했었다. 나이가 

들면서 이선정은 60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인생을 정리하는 삶에 대해 의문을 가

지게 되었다. 이선정은 오십이 되던 해에 “오십이 된 기념”으로 직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현재의 삶을 인생의 세 번째 선택이라고 명명했다. 이선

정에게 은퇴는 직장에서 벗어나 쉬면서 노후를 보내는 개념에서 “백세시대를” 대

비해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박명옥에게 은퇴는 경제적인 활동을 그만 두는 개념이었다. 박명옥은 직장생활

을 할 때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와 식사 준비를 했고, 하루 쉬는 휴일

인 일요일에는 린 집안일을 하고,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바쁜 시간을 보냈다. 박

명옥은 퇴직 후에는 건강을 관리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여유 있는 생활을 계획

했으나, 실제로 경험한 퇴직 후 생활은 퇴직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마냥 여유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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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럽지만은 않았다. “바보가 된 느낌”으로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고, 무료함으

로 인한 “우울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박명옥은 퇴직 후 두 달이 지나서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이와 상관없이 직장생활을 계속 할 예정이다. 

박명옥과 이선정에게 은퇴는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퇴직과 함께 경제활동을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길어진 생애를 살아내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경제활

동을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과거의 은퇴기는 노년기의 시작이고 생애주기상 자

녀들이 모두 독립한 시기였지만, 현재의 그들은 노인이 아니며, 자녀들의 독립은 

점점 늦어지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변화해 왔고, 주

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도 직업경력을 유지하는 등 은퇴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

다. 은퇴에 대한 정의는 학술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도 변화하

고 있다. 

3. 은퇴에 부여하는 의미

은퇴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형태로 경험되는 것도,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은퇴의 의미는 개인의 과거 경력과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

다. 오거스트(August, 2011)의 연구에서 여성들은 은퇴를 자유와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생의 새로운 시기, 자연스러운 마지막 단계, 상실 때문에 분노하는 단계, 

성취와 해방의 정점으로서 의미화했다. 이남⋅한정란(2014)은 한슨과 와프너

(Hanson & Wapner, 1994)의 분류를 이용하여 중년기 여성의 은퇴를 휴식, 새로운 

출발, 삶의 연속, 강요된 좌절로 의미화했다. 본 논문에서 연구참여자 여성들은 은

퇴를 새로운 시작, 여유로움, 상실, 긍정성과 부정성을 둘 다 가진 양면적인 것으

로 의미화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은퇴를 의미화 하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각 개

인이 생애 후반기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 새로운 시작

은퇴를 삶의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공무원, 교사, 군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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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등 중간계급에 종사했던 여성들이다. 이들은 이직이나 휴직 없이 30년 넘게 지

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였다. 자신의 은퇴시기를 예상할 

수 있고, 노후소득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은 퇴직자들에게 은퇴는 새로운 것을 시

작하고 시도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된다. 이들은 은퇴를 기존의 역할을 상실하는 

시기보다는 여가 및 봉사활동 등의 새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기로 의미화한다. 

, 

. . 

, , . 

. < >

정미화는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했는데, 세계여행에 도전하는 것이 직장 다닐 

때부터의 꿈이었다. 정미화는 퇴직을 하자마자 여러 나라로 배낭여행을 다녀왔다. 

정미화에게 퇴직은 “쳇바퀴처럼” 생활하던 직장을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고, 새로운 일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이다.

. 

. < >

, . 

37 . . 

. . < >

홍정희는 군인으로 복무하다 계급정년으로 퇴직한 후 ‘보건교사’라는 새로운 직

업으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홍정희는 교사로 재직할 수 있는 나이까지 

교직에 종사한 후,132)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는 65세 이후에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할 계획이다. 홍정희에게 은퇴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군인이라는 직업에서 교사로, 간호사로 “또 다른 시작”을 할 

132) 홍정희는 보건교사로 교사 정년인 62세까지 일하고, 정년 후엔 강사 자격으로 65세까지 
근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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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하는 계기이다.

한선희에게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한선희는 교직에서 퇴직

한 후 “음악을 모토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고 

서술했다. 한선희는 은퇴 후 자신의 삶을 설명하면서 매일의 일정과 관여하고 있

는 모임, 계획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했다. 대부분 음악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한선희는 다루고 있는 악기에 따라 하고 있는 활동들을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면접이 끝날 즈음엔 면담자도 한선희가 연주하는 6가지 악기, 즉 

기타, 오카리나, 우쿨렐레, 팬플룻, 하모니카, 드럼의 이름을 외울 정도였다. 한선희

는 퇴직 전에는 가르치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문화센터에서 원하는 주제에 대해

서 배우고, 동료들과 함께 협회에서 활동한다. 교직에 있을 때는 원하지 않는 것도 

해야 했고 관리자로서의 책임감도 컸지만, 지금은 원하는 것만 부담 없이 할 수 있

고 “그냥 즐기면” 되는 생활이다. 한선희에게 은퇴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기점이 되었다.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여성들은 일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위기나 사회 

경제적인 활동의 단절로서 은퇴를 해석하지 않는다. 일부 여성들에게 은퇴는 일자

리에서 물러나 하고 싶었던 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계기이고, 다

른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2) 여유로움

은퇴는 인생에서 비구조화된 자유로운 시간으로, 매일 출근해야 하는 직장으로 

부터, 동일한 일상으로부터, 상사로부터, 지나친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기이

다(Calasanti, 1993). 본 논문에서 중간계급의 경제적으로 안정된 여성들은 은퇴로 

인해 여유로운 생활을 보낸다고 설명했는데, 이들은 생애 중 은퇴 후인 지금이 가

장 행복하다고 밝혔다. 

, . . . , 

. ... 

. 18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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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은 은퇴를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기,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

는 시기로 의미화했다. 김희경은 직장생활을 할 때는 낮 시간에 운동하러 가는 사

람이나 한가로이 찻집에 앉아서 지인들과 차를 마시는 주부들의 모습이 부러웠다

고 언급하면서, 퇴직한 지금은 직장에 다니면서 할 수 없었던 활동들을 할 수 있어

서 좋다고 설명했다. 요즘 김희경은 시간을 낼 수 없어서 하지 못했던 운동을 하루

에 두 번씩 다니고, 아이 학교의 학부모 활동에도 참여한다. 퇴직 전에는 아이에게 

“빨리 빨리, 제발 좀 빨리 빨리”라고 다그쳤었는데 지금은 “천천히 해. 괜찮아, 기

다려 줄게” 라고 얘기하며 아이에게 맞춰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겼다. 

교직에서 퇴직한 백지영은 퇴직 전⋅후의 생활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이야

기를 여러 번 했지만, 퇴직 전에는 짜여진 시간표대로 생활했다면 퇴직 후에는 시

간에 억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져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서술

했다. 백지영은 퇴직으로 여유로워진 생활을 식사 시간과 식사 준비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아침 일찍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출근했는데, 퇴직을 

한 요즘은 남편과 함께 여유 있게 아침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퇴직 전에는 

바빴기 때문에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대강대강” 식사 준비를 했었는데, 요즘은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의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요리법을 익혀 제대

로 된 요리를 만들게 되었다.

. 

- . 

... . , 

. “
” ( ) . <

>

최영순에게도 은퇴한 지금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이런 복을 받나 라고 여길 

정도로 편안하고 좋은 시기이다. 은퇴기가 여유로울 수 있는 것에는 공무원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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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서 누리는 경제적인 여유와 자신이 원하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시

간의 여유가 바탕이 되었다. 최영순은 자신이 더 현명했더라면 조금 더 일찍 은퇴

를 선택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할 정도로 은퇴 후 생활에 만족한다. 

중간계급 여성에게 은퇴는 무거운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서 벗어나서 보다 여유

롭고 한가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기로 인식되었다. 사전트 외(2012)의 연구에

서도 경제력이 있는 여성들이 임금노동과 자녀 양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원하

는 데로 살 수 있는 시기로 은퇴를 해석했다. 

3) 상실: “언 리에 있다는 생각”

은퇴를 상실로 의미화한 여성들은 사회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경제력의 상실, 

비생산적인 노년기로의 진입 등으로 은퇴를 표현했다. 은퇴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도 은퇴를 부정적인 삶의 사건, 인생의 위기로 규정하거나(김나연 외, 2007), 자아

정체성에 대한 위기,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생애 사건으로 평가했다(한경혜, 2008; 

한경혜⋅손정연, 2012).

. 

... . < >

서유경에게 은퇴는 사회의 핵심에서 빠져나와 “언저리”에 있게 되는 시기로, 퇴

직 후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의 “빡빡한 톱니바퀴 안”에 있다는 생각

이 들지 않는다. 퇴직 전의 직장에서 일했던 것과 비슷한 강도로 일함에도 불구하

고, 젊었을 때만큼 치열한 “센터”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아이들을 키우

고,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바쁘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했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일상의 구조가 변화되면서 삶의 중심에서 비켜나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박명옥에

게도 은퇴는 사회에서 벗어나는, “사회에서 조금씩 려나오는”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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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영과 전인숙에게 은퇴는 노년기로의 진입으로 여겨진다. 유혜영에게 은퇴

는 인위적인 제도로서 “아직은 뭐라도 더 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노인으로 인식

되어 직장을 나와야 하는 아쉬운 시기이다. 전인숙에게 은퇴는 직업이 아니라 삶

에서의 은퇴로 의미화된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던 시기가 지나고 몸도, 

정신도 쇠퇴하는 시기이고, 이제 나이 들어가는 것만이 남아 있어서 언제 인생을 

마감해도 이상하지 않은 단계로 여겨진다. 

기존연구에서 여성들은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감을 가족 역할의 수행을 통해 보

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안지선⋅전혜정, 2012; 한경혜⋅최새은, 2013) 남성들보다 

긍정적인 은퇴 경험을 가진다고 분석되어왔다(한경혜, 2008; Damman, Henkens & 

Kalmijn, 2015; Slevin & Wingrove, 1995). 하지만 일 역할을 가족이나 가족의 역할

로 대체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은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August, 

2011). 본 논문의 여성들에게 일과 가족은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각각의 

것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은퇴를 상실로 의미화하는 사례들은 노동계급 여성들이 

더 많았다. 이들은 은퇴가 노년에 이르 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사

회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사전트 외(2012)

의 연구에서도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연금을 받지 않고 잔여적 복

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은퇴는 궁핍한 상황과 제한된 가능성이 증가하는 부정

적인 시기로 인식된다고 분석한다.

4) 양면성: “공존하는 거 같애요”

은퇴의 의미는 부정적인 것 혹은 긍정적인 것으로 양분되어 논의되었다. 은퇴의 

초기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강조했었지만, 최근 들어 긍정적인 시각, 양면적

인 시각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 여성의 일부에게서도 은퇴 경험

은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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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에게 은퇴는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긍정성은 경제적인 여유를 전제로 한다. 은퇴의 부정적인 면

은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면서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특히 소비를 줄여야 하는 

점이다.

. . 

. < >

홍정희는 군인이라는 직업이 적성에 맞았고, 퇴직 후에도 더 복무할 수 있는 기

회만 있다면 군인으로서의 생활을 좀 더 지속하고 싶었다. 홍정희에게 은퇴는 원

하는 직업에서 강제로 퇴직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이었으나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으니 긍정적인 측면도 가진다. 홍정희는 건강 악화로 퇴직 

후 3년을 쉬었다가 보건교사로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회에 기여할 수 있

는 또 다른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일에 만족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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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은 경제활동이 끝났다는 면에서 은퇴는 부정적이지만 인생을 즐길 시간

적인 여유가 있는 시기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 단, 은퇴의 양면적인 

의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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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양면적인 것으로 의미화한 집단은 대부분 중간계급 여성들이다. 이들이 

설명한 부정적인 면은 주로 직업적인 고용상태에서 물러났을 때 발생하는 것들이

다. 경제적으로 취약해지고, 직업과 관련된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익숙

한 생활방식과 일상의 구조가 변화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면은 다른 일을 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인생을 즐길 수 있고, 여유를 누

릴 수 있다는 점이다. 쉐리 외(2017)의 연구에서도 여성들은 은퇴에 대해 상실감과 

자유로움을 동시에 언급한다. 여성들에게 은퇴는 성공이나 가치와 같은 감정을 상

실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일로만 점철되어 있던 시간과 일로 인한 스트레스

의 끝을 의미하기도 한다(Sherry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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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50대에서 60대 초반의 노동경력이 있는 은퇴기 여성의 생애이야기를 

통해 일-가족과 은퇴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일하는 여성들의 생애에서 일과 

가족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영역이 아니라 두 영역 모두 삶을 구성하는 일부분이

었고, 서로 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삶의 과제로 여겨지고 있었다. 개별 여

성은 삶 속에서 두 영역을 조정하면서 생활하고 있었고, 일과 가족을 어떻게 관계 

맺는 지에 따라 은퇴 과정과 의미가 달라졌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함의와 향후과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1절 연구 결과 요약

1. 간계  여성의 일-가족 생애 경험과 자기 서사

중간계급 여성은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여성들이 많았고, 대학 진학 시 결정한 

학과가 직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선택한 직업은 교

사, 간호사, 건축사, 군인 등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종사하거나,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 하에 여성도 평생취업이 가능한 직종이었다. 이들이 해당 직업을 선택한 것

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가 크게 작용했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는 것이 삶의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간계급에 근무했던 여성 대부분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당시 종사했던 일자리

에서 경력단절 없이 근무하였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필요성, 주변의 지지, 사회적 평판이 좋고 여성이 하기에 적합한 일자리의 특성 덕

분이다. 연구참여자들이 기혼 여성으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했던 1980년대 중⋅후반

에는 성별분업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은 자아실현을 위한 것으로 

논의되었지만 실제로 경제적 필요성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주요 요인이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성별분업은 현실에서는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존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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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족 관련 요인들이 기혼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에 갈등을 유발하면서 여성 취업을 단절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되지만, 본 

논문에서 생애취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에게는 가족 관련 요인들이 오히려 직장생

활을 지속하게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노동자 정체성을 강하게 나타냈으며, ‘일’과 ‘가족’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삶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간계급 여성들 중 절반 

정도는 결혼생활의 일부 기간 동안 일인 생계부양자로서 가계를 이끌었고, 생활비 

또한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생계부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오히려 남편보다 안정적인 생계부양 역할을 더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남편이나 자녀의 성취를 자기 자신의 

성취로 여기지 않았다. 이들의 자기성취 욕구는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에서 충족되

어야 하는 것이지, 남편과 자녀의 성취로는 대리 만족될 수 없는 것이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단절 없이 생애노동을 해 온 사례들로 일-가족 문제를 어려

운 과제였다고 서술했다. 이들이 서술하는 가족 내의 역할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일상 유지노동으로서의 가사잡무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야기되

지 않았다. 또한 중간계급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여성이

라는 이데올로기를 스스로도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 내 돌봄 역할에 대한 

책임을 혼자서 지려고 했다. 대부분 2개월 정도의 짧은 출산휴가가 끝나고 바로 

복직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에게서 

일과 자녀 양육을 선택해야만 하는 갈등적인 상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가족을 

양립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다 보니, 일과 가족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서사가 

나타났다. 일이 우선이고 다른 건 뒷전이었다고 서술하거나, 직장과 가정 두 곳 모

두에서 잘하려고 노력했다고 서술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자녀를 양육했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는 가족친화제도

를 이용해서 아이돌봄을 해결할 수도 없었고,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 또한 그리 많

지 않았다. 질 좋은 돌봄을 고민하기 보다는 돌봄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웠

고, 아이돌봄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었다. 지속적인 생애노동경력을 

가졌던 여성들은 자신이 아이돌봄을 전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력자들의 도움을 

조직해야만 했다. 대부분은 친정부모나 시부모가 아이 양육을 도와주었지만 아이

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돌봐 주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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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력자가 안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도움

의 조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중간계급 여성의 남편들 대부분은 가사와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여성들 

또한 남편이 참여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남편이 가사노동을 분담하지 않는 것

은 개인의 의지나 성향 탓이 아니라 자신들이 변화시킬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으

로 해석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직장 일과 가사노동의 이중노동을 수행해 왔지만 가

사분담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일으킨 경우는 거의 없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일하는 엄마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렵게 직장생활

을 일구어온 삶이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엄마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자녀들에게 시간과 관심을 적게 쏟은 것에 대해 미안한 양가감정을 드러내었

다.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온 것이 자랑스럽지만 엄마로서는 아이

들에게 미안함이 더 컸고, 이러한 감정은 현재의 성인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

을 주는 형태로 나타났다. 

중간계급의 생애노동을 영위했던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주된 서사는 자신의 일

에 대한 것으로, 특히 자기 개발 노력, 직장생활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

하였다. 중간계급 연구참여자 중 2/3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학업을 병행했는데, 연

구참여자들은 현재 직장에서 인정받고 더 나은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학위나 자격

증을 취득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의 직장을 벗어났을 때도 평생 지속적으로 일

을 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기도 했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자신이 직장생활

을 하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와 여성이기 때문에 받았던 차별이나 어

려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승진에 대한 서술을 주요하게 했

다. 당시의 직장 환경에서 여성이 승진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승진은 자신

의 직장생활을 돌아볼 때 자랑스러운 경험과 성취가 되고, 직장생활을 오래 할 수 

있었던 버팀목이 되었다. 

2. 노동계  여성의 일-가족 생애 경험과 자기 서사

노동계급 여성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생산직⋅무급 가족종

사자⋅단순 사무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노동계급 여성은 대부분 결혼퇴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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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력이 단절되었으며, 결혼 당시의 일자리가 퇴직 시까지 지속된 경우는 한 사

례도 없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이 다시 일을 하게 된 것은 생활비 보조, 주택 마련, 아이들의 

교육비 마련 등의 경제적인 필요 또는 우연한 기회로 인해서였다. 우연한 계기로 

재취업을 하게 된 여성들은 나이가 어리고, 돌봄이 많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노동계급 여성은 경력 복귀 

후 결혼 전과 동일한 직종에 취업한 사례는 없었고, 재취업으로 얻은 자리는 비정

규직 판매직이 대부분이었다. 오랜 기간 직장을 벗어나 있던 노동계급 여성들은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대 혹은 보험 영업처럼 일정 조절이 가능한 노동조건으로 

복귀함으로써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가족들도 전업주부였던 연구참여자들이 직장에 다니는 

것에서 오는 불만들을 조절할 수 있었다. 

노동계급 여성들 대부분은 재취업 시 시간제 일자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

지만, 경력이 쌓이면서 전일제, 주 5일제로 노동조건을 변화시켰다. 이들은 상대적

으로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가지게 된 것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회사 측으로부터

의 입사 제의 같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 또는 생산직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과 같은 중년 여성 일자리였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자신의 경제활동은 부업, 남편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 자

신에게 필요한 돈을 버는 행위 등 생계에 보조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노동계급 

여성 가구 중 일부는 남성의 생계책임자 역할이 매우 불안정하고, 아내에게 생계

를 의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성들은 자신이 실질적인 생계부양을 하고 있는 경

우에도 남편이 생계부양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부양 부담이 줄어들

기를 바랐다.

노동계급 여성들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일하는 것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일하는 것 자체에 만족한다고 서술했다. 이들에게는 ‘어떤’ 일

에 종사하느냐가 아니라, 현재 ‘무슨’ 일이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 노동

계급 여성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것을 형편에 맞게 열심히 하는 것뿐이라고 서술하

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내적인 특성보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비중을 

더 두었다. 구체적으로 원하는 일을 한다기보다는 우연히 하게 된 일을 계속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신의 일은 정기적인 수입원이 된다는 것에서 만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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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일-가족 양립 문제를 힘들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이들은 결

혼퇴직으로 경력단절을 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했고,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초등

학교에 들어가고 난 후 다시 일을 시작함으로써 초기 양육기에는 대부분 전업주부

로 생활했다. 경력단절 후 전일제로 바로 취업한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고, 시간제

로 일을 하거나 자신의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영업을 운영해서 상대적으로 일-

가족을 양립하기 용이한 상태였다. 노동계급 여성 대부분은 일-가족을 양립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힘들었다, 시집살이할 때가 힘들었

다,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가 힘들었다는 등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꺼냈다. 노동계

급 여성들 대부분이 일-가족 양립을 어렵지 않았다고 대답한 것은 삶에서 일-가족 

양립보다 힘든 일이 더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동계급 여성은 가사나 양육에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기 때문에 기대수준을 낮추거나 최대한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했다. 노동계급 남편들은 중간계급 남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사와 양육에 참여

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노동

계급 남성들이 가사와 양육에 협조적이 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논

문의 노동계급 여성들은 남편이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퇴직이라는 상황에 이를 정

도로 일을 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노동계급 여성에게 임금노동은 성역할 규범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기혼 여성

의 역할 범주에 포함된다. 본 논문의 노동계급 기혼 여성이 일하는 여성으로서 느

끼는 보람은 돈의 액수나 물품 같은 구체적인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원을 보낼 수 있었고, 원하는 것을 사줄 수 있

었다고 설명하면서 학원비 액수와 물건의 브랜드명을 상세히 표현했다. 노동계급 

여성은 자신이 일을 했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미안한 감정이나 죄책감을 표현하지도 않았다. 일하

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는 자랑스러움과 보람이었다. 자신이 가계의 경

제적인 책임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교육시키고, 양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급 여성들의 대부분은 자녀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했다. 이들이 자녀교육에 집착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학력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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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재생산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교육에 투자

한 주요한 이유로는 그동안 직접 겪어온 학력차별을 들 수 있다. 노동계급 여성들

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신이 받았던 것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려는 생각에서 지나치리만큼 교육에 투자하게 된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자신의 생애이야기를 가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들이 

상세히 서술한 건 가족 구성원 중 남편과 시집 식구들로,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남편과 시집에서의 부당한 대우가 주된 서사로 나타났다. 이것은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결혼은 ‘결혼 그 자체’라기 보다는 ‘가부장적인 결혼제도’ 안으로 들어

가는 것의 의미가 강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여성들

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드러낸다. 

3. 은퇴 과정과 은퇴에 한 인식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와 정년이 없거나 혹은 정년이 

정해져 있는 직장에서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중간계급 직종에서 

정년퇴직한 여성들은 30년에서 40년을 이직 없이 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해 왔

다. 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들 중 정년퇴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공

공기관과 대형마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종사했던 경우였고, 중간계급 여성들과는 

근속년수에서 많은 차이가 났다. 

중도퇴직한 중간계급 여성들은 여러 가지 퇴직 사유를 들었는데, 직장과 관련한 

비가족적 요인이 주가 되었다. 이들은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기회비용을 

치룬 집단이기 때문에 퇴직 결정은 쉽지 않았고, 퇴직 사유로 복합적이고 긴 서술

을 하게 된다. 반면 노동계급 여성들이 퇴직 사유로 제시한 것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에 불과하며, 퇴직을 고민한 시기부터 실제 퇴직에 이르는 기간도 길지 않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데 많은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계급의 퇴직

사유는 상대적으로 가족 관련 원인이 더 많았고, 회사 관련 요인이 문제가 된 것은 

직속상관과의 관계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여성 은퇴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자녀 출산이나 양육, 손자녀 돌봄이나 배우자 돌봄 등이 여성의 퇴직 사유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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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 본 논문의 대상인 중장년 여성의 경우 가족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의 경우 가족 문제가 가

지는 영향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경제적인 활동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서술한 

여성들은 모두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했었다. 이 여성들 중 일부는 현재 시간제로 

일하고 있지만 자신의 시간제 근무를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명명하지 않았다. 이들

은 자신의 활동을 전문적 지식과 직장생활 경험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

움을 주는 재능기부 혹은 봉사로 여겼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퇴직 후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거나 뚜렷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재취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사례들보다 더 많았다. 중간계급 여성들이 

퇴직 후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된 경우는 주변의 권유에 의한 우연한 계기이거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취업으로 연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재취업에 대

한 명확한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들이 취업을 한 것은 퇴직 후 길어진 시간을 보내

는 것에 대한 막막함에서 기인했다. 퇴직 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중간계급 여성

은 시간제나 시간 운용이 자유로운 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었다. 퇴직 후에도 경제

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중간계급 여성도 시간적⋅신체적 여유를 가

지기 위해서 예전에 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있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이 퇴직 

후 다시 택한 일은 자신의 이전 직장경험이나 전문적 지식과 관련되는 일이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의 대부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도 당연히 경제활동

을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고, 단절 없이 일을 하고자 했다. 퇴직 시기에 맞추어 

다른 일자리를 구해놓거나,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구직활동을 지속하였다. 퇴직 

후 노동계급 여성 대부분은 전일제로 일하고 있었고, 퇴직 전 직종과 유사한 직종

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노동조건은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퇴직 전 

무기계약직이나 생산직 정규직으로서 고용안정성이 높고 비교적 규모가 큰 직장

에서 일했으나 퇴직 후에는 장시간⋅불규칙한 노동시간, 야외 현장근무 등 더 나

빠진 환경에 처해 있었다. 퇴직 후 일부 노동계급 여성들은 직업 훈련 중이거나 구

직 중이었는데, 대부분 퇴직한 지 6개월 정도로 퇴직 기간이 짧은 사례들이었다. 

이들은 자격증 취득 과정 중에 있거나 자격증 취득을 마친 후 일자리를 구하고 있

었다. 퇴직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중고령 여성 노동자가 취업

할 곳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 산모도우미와 같은 자격증 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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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한 일자리는 입직시의 연령에도 제한이 없지만 정년제가 없는 직종이다. 

이러한 직종에서는 원하는 연령까지 일할 수 있고, 종일제 근무뿐만 아니라 시간

제로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노동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노동계급 퇴직 여성들은 일의 경제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급 여성 대부

분은 쉬고 싶다는 이야기보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

고, 자신들의 활동이 가계에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일하는 것을 긍정적

으로 평가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일하지 않는 사람인 

전업주부와의 비교를 통해 확보했다. 전업주부는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가사노동에만 전념하는 것보다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 경제적 보상뿐만 아

니라 사회적 성원으로 더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중간계급 퇴직 여성들의 대부분

은 일의 기능 중 체계적인 시간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인 소속감을 부여하

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설명했다. 중간계급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무렵과 퇴직 후의 일에 대한 의미는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퇴직 후의 일에서는 경제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신이 은퇴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여성들은 공공부문에서 정년퇴직한 사례

들로, 상대적으로 충분한 연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직업에서 정년퇴직으로 물러남으로써 “할 만큼 했다”는 소회를 가지고 퇴

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퇴직을 곧 은퇴로 인식했다. 이 외의 여성들은 자신

들이 퇴직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상태를 선뜻 은퇴한 것으로는 규정짓지 

않으려고 했다.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은 은퇴를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 하는 것,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 하는 것, 은퇴는 없는 것, 은

퇴는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은퇴개념인 직업적인 고용상태

에서 물러나는 상태를 은퇴로 정의하는 사례는 절반이 되지 않는데, 노동계급 직

종에 종사했던 여성들 중 이러한 견해를 나타낸 사례들이 더 많았다. 은퇴를 사회

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여성들은 가사노동, 손자녀 돌

봄도 노동의 영역에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념은 여성의 경험에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사이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유급노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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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노동 둘 다를 포함한 개념으로 노동을 상정하는 것은 여성의 은퇴 정의의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은퇴는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 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중간계

급 여성들에게서 나온 정의로, 일생동안 직장과 일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온 

중간계급 여성들에게 은퇴는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회적 관계의 축

소를 의미했다. 자신의 삶에 은퇴는 없다고 정의한 여성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혹은 건강이 나빠져도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퇴는 일부 여성들에게 현재도 변화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 경우 은퇴

는 퇴직과 함께 경제활동을 그만 두는 것이라는 개념에서, 은퇴는 없는 것으로 변

화되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은퇴를 삶의 새로운 시작, 여유로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가 많았다. 자신의 은퇴시기를 예상할 수 있고, 노후소득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은퇴를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로, 여유롭고 한가로운 삶

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의 단계로 인식했다. 은퇴를 상실로 의미화한 여성

들은 노동계급 여성들이 더 많았는데, 은퇴를 사회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경제력의 

상실, 비생산적인 노년기로의 진입 등으로 설명했다. 이들에게 은퇴는 노년에 이르

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사회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은퇴를 양면적인 것으로 의미화한 여성들은 긍정적인 면으로 다

른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인생을 즐길 수 있고,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

을 들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직업적인 고용상태에서 물러났을 때 발생하는 것들

로, 경제적으로 취약해 지거나 직업과 관련된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

이다.

2절 연구의 함의와 향후 과제

본 논문은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은퇴기 여성들의 노동생애를 통해 노동자로서

의 삶과 기혼 여성으로서의 가족 내 역할, 노동생애를 마무리짓는 단계로서의 은

퇴 과정과 은퇴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양한 노동 이력을 가진 여성들을 연구

대상으로 모집했지만, 생애이야기를 분석해보니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중간계

급 직종에서 안정적이고 장기간의 노동경력을 가진 여성들과 노동계급에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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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노동경력을 가진 여성들로 나뉘어 졌다. 본 논문에서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

했던 여성들과 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들은 생애노동경험과 자기 서사, 은

퇴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다. 

여성 노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여성이 가사와 양육과 같은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에 제한을 받게 되고, 따라서 여

성의 노동경력이 단절되거나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된다고 설

명한다. 본 논문을 통해서도 여성들은 계급과 관계없이 남성에 비해 훨씬 더 가족

에 고착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급에 해당하는 직종의 특성에 따라 일-가

족에 대한 협상력에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중간계급에 속하는 안정적

이고 좋은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일-가족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 범위가 확장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성이 

가족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는 설명의 

선후관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고, 불안

정한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쉽게 경력단절을 선택하게 되고, 일-가족 양립에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 하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일-가족 양립정책은 여성의 경력 중단 사유가 출산과 육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여성의 가족 내 돌봄 책임을 경감시켜 지속적인 노동 이

력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들이 위주가 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여성

이 분절적인 노동 이력을 가지는 것에는 직종이 가지는 영향력이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 양립정책이 여성의 생애취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에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은퇴 연구에서 가족은 남성의 은퇴를 연구하는 영역에서는 배제되고, 여성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만 변수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기존 은퇴 연구가 남성중심적이

라는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남성과 여성의 은퇴 경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남성들의 삶도 가족과 직장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남

성을 대상으로 한 은퇴 연구에도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직업생활에서의 역할의 관

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 은퇴자만 분

석했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은퇴 연구 전체에 페미니스트적인 문제의식을 던지는 

것일 수 있다. 

기존 은퇴 연구에서 여성 은퇴당사자에 대한 연구는 남성과 비교하는 방식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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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됨으로써 여성 은퇴가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 지에 대해서는 제대

로 연구되지 못 하였다. 특히 양적방법을 이용한 여성 은퇴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여성들이 과다표집됨으로써 노동계급 여성의 경험이 여성 일반의 

경험으로 분석되어졌고, 남성과 여성 간 은퇴의 차이점만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들과 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들의 은퇴 과

정과 은퇴 경험은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요한 일자리에서 장기간 경력을 가

진 여성들의 은퇴 경험은 남성 노동자들의 은퇴 경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본 논

문의 발견으로 볼 수 있다.

여성 은퇴의 특징이 잘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령 여성들은 노년기 삶의 

주체로 인식되기 보다는 남편이나 자녀에게 의존적인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여성

들의 생애가 다양해짐에 따라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 던 여성들이 늘어났고, 

은퇴 과정에 있는 여성들의 수도 증가했다. 중고령 여성에 대한 적합한 정책을 구

성하고, 여성들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

은 정책담당자들이나 은퇴적응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현실적인 안목과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은퇴 과정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실천적 과제

를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은퇴와 관계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노동경력

을 가진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족의 의미와 은퇴 경험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

에서 포괄하지 못한 다음과 같은 여성 집단들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남겨둔

다. 첫째, 기혼 여성들 중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은 있지만 중고령의 나이가 될 

때까지 노동 이력을 이어오지 못한 여성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양육으로 경력단

절을 겪은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한 여성들은 연구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

였다. 또한 재취업을 했더라도 불안정한 노동상태에서 단기간의 노동만 지속적으

로 해 온 여성들도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단절적인 노동 이력을 가진 

여성들에게 일과 가족, 은퇴의 경험은 어떻게 구성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둘째, 기혼 여성들은 출산, 양육 등 혼인이 매개가 되어 발생하는 

사건들로 인해 생애 단계마다 일-가족의 균형을 잡아가며 노동 이력을 이어가는 

반면에 비혼 여성들은 결혼, 출산, 양육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 비혼 여성은 

기혼 여성과도 다른 노동 생애를 경험하지만, 기혼 남성처럼 가족을 부양하는 의

무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혼 남성들의 노동 생애와도 다를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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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취업 구조가 혼인상태와 직종에 따라서 상이한 특징을 지니는 만큼 비혼 

취업 여성도 직종의 특성에 구분해서 노동과 은퇴 경험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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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ork-family Life Story of Women in Retirement Age 

and the Meaning of ‘Retirement’

Hosook Le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experiences of work-family and retirement through the life 

stories of retired women in their 50s to early 60s. This paper was able to fi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women in middle-class occupations and women in 

working-class occupations in life's work experience, self-narrative and retirement 

experience.

The work-family life experience and self-narrative of middle-class women are as 

follows. Most of the middle-class women engaged in the fields related their University 

major and continued to work, without interruption in their career, in the jobs they were 

engaged in when entering the labor market. Middle-class women showed a stronger 

identity of workers, and work and family were perceived as a life task, not a choice. 

They often paid for their full living expenses or shared them jointly, and considered 

their breadwinning roles as natural. 

Middle-class women described work-family reconciliation as a difficult task. In most 

cases, their parents or parents-in-law helped raise the children but, since such help were 

mostly not stable, those women had to try to find other help. Most of the middle-class 

husbands did not participate in housekeeping and upbringing, but the problem of 

housework sharing did not become a factor of conflict, as women regarded it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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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of the times. Middle-class women were proud of their status as working 

mothers to their children, but they also expressed their feelings of sorriness because they 

did not seem to spend much time and attention on their children. The main narrative 

that appears in middle-class women is about their work experiences, especially their 

self-development efforts and experiences in the workplace. They explained in detail how 

hard they worked during their careers and the discrimination and difficulties they faced 

because they were women. 

The work-family life experience and self-narratives of working-class women are as 

follows. Working-class women entered the labor market with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ion as blue-collar workers, unpaid family workers or simple office workers. Most 

of them experienced discontinuities of employment due to the marriage retirement, and 

there was no case in which the job at the time of their marriage had lasted until their 

retirement. It was in economic necessity or by chance that working-class women came 

back to work. For women in the working-class, their economic activities were perceived 

as subsidies to their livelihoods. Some of the women were responsible for the actual 

sustenance. but they still had a perception that their husbands were breadwinners. Most 

working-class women were positive about working, and what was important for them 

was the fact that “they were working” rather than in which jobs they were engaged. 

The working-class women stated that work-family reconciliation was not difficult. 

They nurtured their children during the career interruption and most of them worked 

part-time when re-entering the labor market. In addition, since there were more 

difficulties than work-family reconciliation in their life, they could not feel too much 

pressure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While most women in the working-class were 

unable to receive external support for housekeeping or parenting, but those 

working-class women in this paper were able to work at their retirement levels because 

their husbands were cooperative in their housework or nurturing. The working-class 

women were proud of herself as a working mother in that they were able to educate 

and nurture their children in a stable manner because they shared the economic 

responsibilities of households. The working-class women described their life stories 

around their families, especially husbands and their husbands’ families, and un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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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f their husbands and husbands’ families that were not helpful to their lives 

appeared as the main narrative.

The study participants' perceptions of retirement process and retirement are as 

follows. While retired women in middle-class have been continuously working in a 

single workplace for 30 to 40 years, those retired in working-class have been retired 

from unlimited term contract positions and had relatively short years of continuous 

service. The middle-class women quitting the career job had various reasons for 

resignation and most of those reasons were related to the workplace, which were not 

family-related factors. Retired women in working-class suggested only one or two 

reasons of retirement and those were relatively more family-related factors. 

Some of the middle-class women stated that they no longer wanted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after retiring from their main jobs, and were working under 

conditions of part-time or setting their own schedule if they participated in 

post-retirement economic activities. Most women in the working-class were working 

full-time after retirement, and were engaged in similar occupation categories to those 

before retirement, but their working conditions were getting worse. 

Most of the women who judged themselves to be retired were most retired from the 

public sector, and they recognized their resignation as retirement. Other women 

acknowledged that they had resigned, but refused to prescribe their status as a 

retirement. The study participants in this paper defined retirement as not doing economic 

activities, not being able to socially necessary things, not having social relations, 

nonexistent, and something changing. Those who defined retirement as not being able to 

socially necessary works were also included housework and care for their grandchildren 

in the category of labor. The notion that the concept of labor includes both paid work 

and unpaid work is a distinct characteristic of women's definition of retiremen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participants in this paper for retirement were bilateral meaning 

such as new beginnings, leisure, and loss. Middle-class women often perceived 

retirement as a new beginning of life and leisure, and working-class women often 

referred to it as loss.

The paper also showed that women are much more attached to their families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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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 regardless of their classes, but it is found that there is differences in the negotiating 

power between work and famil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occupations 

corresponding to classes. In this paper, we believe that the existing explanation, which 

says women ar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the labor market because they have 

family obligations, revers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acts and should be 

changed. Because women ar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the labor market and are 

engaged in unstable jobs, they can easily choose to cut their careers and cannot exercise 

their negotiation power in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thus, become to play a role of 

family care. 

In previous retirement studies, the experience of working-class women was analyzed 

as the experience of the general women, and the differences in retirement between men 

and women were highlighted. In this paper, the retirement process and retirement 

experience of women who engaged in the middle-class occupations and women who 

engaged in the working-class occupation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The findings of 

this paper show that retirement experience of women with long-term careers in good 

occupations does not differ from that of men workers.

Key words: women retirement, work-family, gender/class, women labor, middle-aged 

women, middle-class women, working-class women, life story 

Student number: 2009-30840


	1장 서론
	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절 선행연구 검토 
	1. 은퇴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 
	2. 여성의 은퇴 연구 
	1) 여성의 은퇴 과정 
	2) 여성의 은퇴 경험 


	3절 용어 정의와 분석틀 
	1. 용어의 정의 
	1) 은퇴 
	2) 퇴직 
	3) 계급 

	2. 분석틀 

	4절 연구 방법 
	1. 질적 연구의 설계 
	2. 면접조사 과정 
	3. 연구참여자의 특성 


	2장 여성의 일-가족 경험의 사회적 조건: 1970년대-현재 
	1절 젠더 관계에 영향을 준 사회 변화 
	2절 기혼 여성의 가족적 삶 
	1. 근대적 주부 역할의 성립 
	2.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사이에서 

	3절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기혼 여성 노동의 성격 
	1. 미혼 여성 위주의 여성 노동시장: 1970년대 
	2. 기혼 여성 노동자의 약진: 1980년대 
	3. 기혼 여성의 노동 참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시기: 1990년대 
	4. 중고령 여성 노동자의 증가: 2000년대 이후-현재 

	4절 일-가족 생애의 유형들 

	3장 노동자로서의 생애 경험
	1절 노동 이력 
	1. 미혼 여성 노동 
	1) 고학력 여성 
	2) 저학력 여성 

	2. 기혼 여성 노동 
	1) 일자리의 지속 
	(1) 경제적 필요성 
	(2) 일자리의 특성 
	(3) 주변의 지지 

	2) 일자리의 단절 
	(1) 여성의 생애 사건에 의한 단절 
	(2) 경력 복귀 후의 일자리 



	2절 유급노동의 의미 
	1. 노동자 정체성 
	1) 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 
	2) 생계부양의 당연함 
	3) 가족의 성공이 아닌, 나의 성공 

	2. 생계 보조자 
	1) 도움은 되겠죠 
	2) 어떤 일이냐가 아니라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함 



	4장 기혼 여성으로서의 생애 경험
	1절 가족 내 역할 
	1. 일-가족 양립 문제 
	1) 일-가족 양립은 어려운 과제 
	(1) 초기 양육기의 어려움 
	(2) 도움의 조직을 위한 노력 
	(3) 남편: 의무의 면제 

	2) 일-가족 양립은 사소한 일 
	(1) 힘들지 않음: 다른 문제가 더 힘들었지 
	(2) 일-가족 양립: 나 아니면 가족 


	2. 일하는 엄마 
	1) 미안함과 뿌듯함 
	2) 자랑스러움과 보람 


	2절 주된 서사 
	1. 노동 중심 서사 
	1) 자기개발 노력 
	2) 직장생활에서의 경험 

	2. 가족 중심 서사 
	1) 도움이 안 되는 남편 
	2) 시집에서의 부당한 대우 



	5장 퇴직 과정과 은퇴 인식
	1절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은퇴 
	1.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상황 
	1) 정년퇴직 
	(1) 중간계급: 전형적인 정년퇴직 
	(2) 노동계급: 무기계약직에서의 정년퇴직 

	2) 중도퇴직 
	(1) 중간계급의 퇴직 
	(2) 노동계급의 퇴직 
	(3) 퇴직 서사: -였으면 퇴직을 못 했죠 


	2.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경로 
	1) 경제활동 의사 없음 
	(1) 돈 버는 일은 안하고 싶어요 
	(2) 바쁘지만 자유로운 하루 

	2) 경제활동 참여 
	(1) 일의 의미 
	(2) 퇴직 후 재취업 과정 
	(3) 경제활동 참여 형태 



	2절 은퇴에 대한 인식 
	1. 자신의 은퇴 여부에 대한 판단 
	2. 은퇴에 대한 개인적 정의 
	1)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 
	2)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 하는 것 
	3)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 하는 것 
	4) 은퇴는 없는 거 같애 
	5) 변화하는 개념 

	3. 은퇴에 부여하는 의미 
	1) 새로운 시작 
	2) 여유로움 
	3) 상실: 언저리에 있다는 생각 
	4) 양면성: 공존하는 거 같애요 



	6장 결론
	1절 연구 결과 요약 
	1. 중간계급 여성의 일-가족 생애 경험과 자기 서사 
	2. 노동계급 여성의 일-가족 생애 경험과 자기 서사 
	3. 은퇴 과정과 은퇴에 대한 인식 

	2절 연구의 함의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6
1장 서론 1
 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절 선행연구 검토  6
  1. 은퇴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  6
  2. 여성의 은퇴 연구  9
   1) 여성의 은퇴 과정  9
   2) 여성의 은퇴 경험  10
 3절 용어 정의와 분석틀  13
  1. 용어의 정의  13
   1) 은퇴  13
   2) 퇴직  14
   3) 계급  15
  2. 분석틀  17
 4절 연구 방법  19
  1. 질적 연구의 설계  19
  2. 면접조사 과정  20
  3. 연구참여자의 특성  23
2장 여성의 일-가족 경험의 사회적 조건: 1970년대-현재  28
 1절 젠더 관계에 영향을 준 사회 변화  28
 2절 기혼 여성의 가족적 삶  32
  1. 근대적 주부 역할의 성립  32
  2.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사이에서  38
 3절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기혼 여성 노동의 성격  40
  1. 미혼 여성 위주의 여성 노동시장: 1970년대  41
  2. 기혼 여성 노동자의 약진: 1980년대  45
  3. 기혼 여성의 노동 참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시기: 1990년대  47
  4. 중고령 여성 노동자의 증가: 2000년대 이후-현재  51
 4절 일-가족 생애의 유형들  56
3장 노동자로서의 생애 경험 62
 1절 노동 이력  62
  1. 미혼 여성 노동  63
   1) 고학력 여성  63
   2) 저학력 여성  66
  2. 기혼 여성 노동  69
   1) 일자리의 지속  69
    (1) 경제적 필요성  69
    (2) 일자리의 특성  71
    (3) 주변의 지지  74
   2) 일자리의 단절  76
    (1) 여성의 생애 사건에 의한 단절  76
    (2) 경력 복귀 후의 일자리  80
 2절 유급노동의 의미  90
  1. 노동자 정체성  90
   1) 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  91
   2) 생계부양의 당연함  94
   3) 가족의 성공이 아닌, 나의 성공  96
  2. 생계 보조자  97
   1) 도움은 되겠죠  97
   2) 어떤 일이냐가 아니라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함  101
4장 기혼 여성으로서의 생애 경험 104
 1절 가족 내 역할  104
  1. 일-가족 양립 문제  104
   1) 일-가족 양립은 어려운 과제  105
    (1) 초기 양육기의 어려움  105
    (2) 도움의 조직을 위한 노력  109
    (3) 남편: 의무의 면제  113
   2) 일-가족 양립은 사소한 일  116
    (1) 힘들지 않음: 다른 문제가 더 힘들었지  116
    (2) 일-가족 양립: 나 아니면 가족  120
  2. 일하는 엄마  123
   1) 미안함과 뿌듯함  124
   2) 자랑스러움과 보람  127
 2절 주된 서사  131
  1. 노동 중심 서사  131
   1) 자기개발 노력  131
   2) 직장생활에서의 경험  135
  2. 가족 중심 서사  141
   1) 도움이 안 되는 남편  141
   2) 시집에서의 부당한 대우  147
5장 퇴직 과정과 은퇴 인식 152
 1절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은퇴  152
  1.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상황  152
   1) 정년퇴직  153
    (1) 중간계급: 전형적인 정년퇴직  153
    (2) 노동계급: 무기계약직에서의 정년퇴직  156
   2) 중도퇴직  158
    (1) 중간계급의 퇴직  158
    (2) 노동계급의 퇴직  163
    (3) 퇴직 서사: -였으면 퇴직을 못 했죠  166
  2.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경로  168
   1) 경제활동 의사 없음  168
    (1) 돈 버는 일은 안하고 싶어요  169
    (2) 바쁘지만 자유로운 하루  172
   2) 경제활동 참여  176
    (1) 일의 의미  176
    (2) 퇴직 후 재취업 과정  183
    (3) 경제활동 참여 형태  188
 2절 은퇴에 대한 인식  193
  1. 자신의 은퇴 여부에 대한 판단  193
  2. 은퇴에 대한 개인적 정의  198
   1)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  198
   2)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 하는 것  199
   3)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 하는 것  202
   4) 은퇴는 없는 거 같애  203
   5) 변화하는 개념  205
  3. 은퇴에 부여하는 의미  207
   1) 새로운 시작  207
   2) 여유로움  209
   3) 상실: 언저리에 있다는 생각  211
   4) 양면성: 공존하는 거 같애요  212
6장 결론 215
 1절 연구 결과 요약  215
  1. 중간계급 여성의 일-가족 생애 경험과 자기 서사  215
  2. 노동계급 여성의 일-가족 생애 경험과 자기 서사  217
  3. 은퇴 과정과 은퇴에 대한 인식  220
 2절 연구의 함의와 향후 과제  223
참고문헌 227
Abstract 243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