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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노동계급 가구와 지역노동시장:

마산·창원지역 구조조정과 여성 노동 유연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허 은 

여성 생산직 노동자들은 한국 산업화의 명실상부한 주역이었다. 그들은 초기 산업화를 

주도한 경공업의 주력 노동자층이었고, 한국 노동운동을 이끈 투사들이었다. 그러나 

1986년 이후 여성 집중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여성 생산직 노동자 규모는 

대폭 줄어들었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운동의 주도권은 남성 노동자에

게 넘어갔다. 이와 같은 여성 생산직 노동자의 주변화는 여성 집중 제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행된 여성 노동 유연화 전략과 남성 중심 노동운동의 결과로 설명된다. 그러

나 자본과 노동조합의 성별화된 행위가 저항과 갈등에 직면하지 않은 채 실행될 수 있

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마산·창원지역을 사례로 1987년 이후 중공업 중심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남성 중심 노동운동으로의 재편을 거치면서 형성된 특수한 지역적 맥락에서 여성 생산직 

노동자의 주변화가 진행된 구조조정 과정과 이 과정을 뒷받침한 노동력재생산 조건을 규

명하였다.

1987년 이후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는 미혼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기초

한 생산비 절감 전략을 고수하기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자동화를 중심

으로 노동과정이 재조직되는 과정에서 미혼여성 노동자들의 대규모 감원이 이루어졌고, 

노동 유연성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확대된 비정규 고용과 외주생산의 주력 노동력으로 기

혼여성 노동자들이 동원되었다. 자본과 남성 노동자집단의 타협을 통해 구축된 협력적 

노사관계는 이 같은 구조조정 과정이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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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기혼여성 노동자들을 유연노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남성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우회할 수 있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혼여성 노동자들이 유연노동력으로 동원될 수 있었던 조건은 남

성의 고소득을 전제로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가 이루어지는 노동계급 가구를 통해 형성되

었다. 여성 집중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전개되는 동안 남성 집중 제조업의 노동조건은 크

게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노동시장은 성별임금격차가 커지고 괜찮은 여성 일자리

는 적은 양상으로 재편되었다. 이는 남성의 부양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미혼여성에게 결

혼 압력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노동계급 남성의 임금수준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기혼여성의 취업유인이 약화되지는 않았다. 가계 운영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

졌을 뿐 아니라, 부모 부양 및 자녀 양육에 더 많은 현금소득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지역노동시장과 가구경제의 이 같은 특성을 기반으로 노동계급 성별분업 양상은 부양 

역할이 남성에게 있지만 재생산노동을 책임지는 여성이 임금노동에도 단속적으로 종사하

는 1.5인소득자 가구 형태로 나타난다. 여성의 임금노동에는 남성의 부양 역할과는 구분

되는, 학령기 자녀에 대한 적극적 모성 실천이라는 의미가 부여되면서 남성성과의 충돌

이 우회되는 한편 규범적 정당성 또한 확보된다. 이와 같이 기혼여성의 임금노동 참여와 

생계 안정을 뒷받침하는 노동계급 가구를 기반으로 지역노동시장에는 불안정노동 수요를 

충당하는 기혼여성 노동력 공급층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혼여

성 노동자들이 유연노동력으로 동원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에 근간한 협력적 노사관계는 노동계급 가구의 젠더

관계를 기반으로 지역노동시장의 성별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기제가 형성됨으로써 유지될 

수 있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지역 차원에서 성별을 초월하여 형성되었던 

노동자 연대의 범위는 1990년 이후 기업 단위로 축소되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노동운동

이 무력화되는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들의 노동운동과의 연계가 점차 약해졌고, 노동조합 

미조직 사업장에 집중돼 있는 여성들은 노동운동에서 배제되었다. 노동운동은 점차 남성 

노동자들의 전유물이 되어 갔다. 남성 중심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기업내부노동시장이 제

도화되면서 남성의 노동조건은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기업내부노동시장으

로의 진입이 차단된 여성 노동자들은 주변화된 노동력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낮은 노동시장 지위와 성차별에 대한 여성 노동자들의 저항 가능성은 노동계급 가구

의 젠더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모성 중심 노동생애전망과 동반자 의식을 통해 약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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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머니 역할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노동생애전망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불안정한 노동 

현실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부모 역할 중심의 부부관계를 기반으

로 구성된 동반자 의식은 특권을 누리는 남성 노동자와의 관계가 자녀를 위해 상호 협

력하는 관계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의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

였다. 이와 같이 성별불평등한 노동 현실은 노동계급 가구의 젠더관계를 기반으로 수용 

가능한 노동 경험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남성 중심 노동조합과

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연화 압력을 기혼여성 노동자들에게 집중하는 전략이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주요어: 여성 노동자, 가구, 지역노동시장, 구조조정, 여성 노동 유연화, 노동력재생산,

       마산수출자유지역, 창원 

학번: 2005-3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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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 론

1. 문제제기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여성의 노동 영역은 쇠퇴 일로의 경공업

에서 성장 가도의 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설명된다. ‘여공’1)은 어려웠던 시절 이

야깃거리로 남았고, 자본과 정부에 대항한 그들의 투쟁은 영웅담으로 기억된다. 정작 여

성의 노동 현실은 ‘여공’이었던 시절이나, ‘감정노동자’인 현재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공’의 역사는 에피소드로 남겨지고, 여성의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

한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일인 듯 다시 시작된다. 이는 ‘여공’이 산업화 역사의 장에서 퇴

장하게 된 과정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공’ 퇴장의 직접적인 계기는 1986년을 기점으로 실행된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이

다.2) 정부는 의류, 신발, 섬유산업 등을 ‘경쟁력 약화 산업’으로 지정하고, 무역, 금융, 세

제상의 지원을 철회하는 한편, 해외 이전, 업종 전환, 경영 다각화를 유도하였다(김견, 

1992; 신태곤, 1997). 이 같은 ‘합리화’ 과정은 다름 아닌 여성 노동자의 대량 실업과 불

안정노동이 발생하는 과정이었다. 당시 정부에게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입을 타격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는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주었다(임휘철·전병유, 1990). 이 같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자본은 생산시

설의 상당부문을 해외 저임금 지역으로 이전하고, 국내 사업장에서는 노동 유연화 전략

을 실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졌으며, 남은 일자리의 질은 악화되었

다(김경희, 1996; 김순영, 1993; 김혜경·신현옥, 1990). 

1) ‘여공’은 여성 공장 노동자의 줄임말로 산업화 초기 여성 생산직 노동자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

었다. 당시 여성 생산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농촌 출신에, 나이가 어리고, 미혼인, 대단히 동질

적인 집단을 구성하고 있었다(구해근, 2002: 66). 당시 ‘여공’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는 농촌

에 있는 가족 부양을 위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희생하면서 혹독한 공장 노동을 감당하는 미혼

의 젊은 여성 노동자였다(김원, 2005: 192).

2) 1986년은 산업합리화정책의 법적 근거로 ｢공업발전법｣이 제정되고 이것의 지원체계인 ｢조세감

면규제법｣이 개정된 해이다(류제헌·이상철, 199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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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동자의 생계 기반을 훼손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사회갈등을 수반하기 마련

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사례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

조정 과정에서 사회갈등이 격화되면서 불안정노동은 노동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였

다. 그러나 여성 집중 제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첨예한 노사갈등이 표출되지 않았

다. 고용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도 않았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특성은 오히

려 노동운동 성장에 힘입어 강화된 고용안정이었다. 

‘여공’의 퇴장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산업 및 노동시장 지형이 

바뀔 정도로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던 여성 집중 제조업의 구조조정 국면에서 사회갈등이 

표출되고 이것이 노동정치의 장에서 조정되는 과정은 어째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만일 

여성 집중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표출되고 ‘여공’의 시대를 종언하는 

데 걸맞는 노동정치의 과정이 존재했더라면, 그것이 통렬한 실패로 끝났든, 짜릿한 성공

으로 마무리되었든, ‘여공’의 역사가 현재 여성 노동의 현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가 도통 

애매한 과거지사로만 남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정치의 장을 경유하지 않은 탓에 가시화되지 않은 여성 생산직 노

동자의 주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 집중 제조업의 구조조정 

국면에서 사회갈등 조정 과정이 노동정치의 영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정치 

이외의 영역에서 구조조정의 충격을 흡수하고 변동의 지속을 뒷받침한 사회적 조건이 존

재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여성 집중 제조업의 구조조정 시기가 남성 노동자에 

대한 보상수준이 높아진 1987년 이후 시기와 겹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남성 노동자

와의 소득 공유를 뒷받침하는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여성 노동자의 생계 위험이 완화되었

을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생산직 주력 노동

자층이 미혼여성에서 기혼여성으로 전환되었다(강이수, 2011b: 312)는 사실은 구조조정의 

충격이 가족관계를 통해 해소되었을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한다. 

이러한 점들은 여성 노동 유연화와 관련하여 주로 생산 영역에 집중돼 있던 분석의 

초점을 노동력재생산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노동력재생산은 자본에게는 

노동력 공급, 노동계급에게는 생계와 관련된 일련의 사회적 과정을 의미한다(Mingione, 

1991: 124).3) 노동력이 공급되고 노동계급의 이해관계가 구성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는 

3) 사회과학에서 재생산이라는 용어는 서로 구별은 되지만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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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노동력재생산은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조건을 구성한다. 구조조정이 사

회갈등 조정의 정치적 과정을 경유하지 않고도 원활하게 전개되었다면, 이는 노동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노사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뒷받침한 

노동력재생산 조건이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력재생산 조건은 노동계급 가구와 지역노동시장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지

역노동시장의 성별분절구조에 조응하여 조직되는 노동계급 가구의 성별분업은 노동력 공

급 양상을 결정한다. 노동계급 가구의 젠더관계와 조응하여 구성되는 노동자의 성별화된 

이해관계는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동력재생산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단행된 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노동시장과 노동계급 가구에 대한 분석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마산·창원지역을 사례로 노동계급 가구와 지

역노동시장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노동력재생산 조건이 여성 집중 제조업의 구조조

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제조업 여성노동시장의 변화가 전형적인 양상

으로 나타나는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제조업 남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원공단이 입지한 

마산·창원지역은 여성 집중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1987년 이후 산업구조, 노동시장, 계

급관계 맥락에서 형성된 노동력재생산 조건과 관련지어 설명하기에 좋은 사례이다.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재생산은 임신 및 출산과 연계된 사회적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는 인간재생산(human reproduction)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기도 한다. 인간이 잉태

되고 출생하기까지의 생물학적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조건이 결부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의 인구통제가 일반화되고 생명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임신 및 출산과 연계된 사회적 과

정은 여성의 권리나 생명윤리와 관련된 첨예한 정치적, 윤리적 쟁점이 형성되는 연구대상으로 

부상하였다(배은경, 2004; 하정옥, 2006). 

둘째, 재생산은 학교, 가족,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로의 교육적, 문화

적 이전 현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특히 계급별로 상이한 가치, 문화, 언어, 관습, 위계가 

이전되면서 계급간 구별짓기가 보존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데에는 계급재생산(class 

reproduc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Willis, 2004). 

셋째, 재생산은 특정한 사회 질서가 사회 변동 과정에서 전형적 특성을 잃지 않은 채 유

지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예컨대 가부장제의 재생산이란 사회 전반이 변

화하는 과정에서 가부장제를 떠받치는 사회적 조건들이 가부장제의 전형적 특성이 보유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한 상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노동력재생산은 생산이라 일컫는 활동들이 재생산으로 

불리는 활동들과 엄격하게 구분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의미를 지닌다. 생산 영역으로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고, 

후속노동세대를 낳고 기를 수 있어야 한다. 노동력재생산은 노동자의 생계와 관련되는 일

련의 조건과 조직적 관계를 표현한다(Mingione, 1991: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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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87년 이후 중공업 중심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남성 중심 노동운동으

로의 재편을 거치면서 형성된 마산·창원지역의 특수한 맥락에서 여성 생산직 노동자의 

주변화가 진행된 구조조정 과정과 이 과정을 뒷받침한 노동력재생산 조건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 노동 유연화는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

둘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창출된 여성 일자리 대부분이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어려운,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

급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 노동 유연화에 잠재된 노사갈등이 표출되지 않았던 이유

는 무엇인가? 

2. 선행연구 검토

1) 한국의 산업화와 여성 노동 유연화에 관한 선행연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 전반으로 유연화4)가 확산되면서 불안정노동5)이 심각한 사

회문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에게 유연화는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현상이 

아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은 항상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되어 왔다. 한국 산업자본

주의의 특성과 여성 노동 유연화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 기존 연구들은 한국의 

산업화 자체가 성별화된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4)  노동 유연화(labor flexibilization)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력이 자본축적에 유리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배치되는 경향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 유연화는 전환배치나 다기

능화 등을 통한 기능적 유연화, 노동 수요 변동에 따라 노동시간이나 노동자 수를 조정하는 

수량적 유연화, 개인적 성과 등의 기준에 따라 차별적인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거나 분절노동

시장의 임금격차를 활용하여 노동력 비용을 조정하는 임금 유연화로 구분된다(윤윤규·정승

국·노용진·이상민, 2008: 6). 여성 집중 제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노동 유연화는 

고용불안과 임금 정체를 수반하는 수량적 유연화 및 임금 유연화였다. 

5) 불안정노동(precarious work)은 저임금, 불안정한(unstable) 고용상태, 제도적 보호로부터의 배

제를 포함하는 전반적으로 질이 낮은 일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을 의미한다(Fudge and 

Owens, 200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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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손승영(2003)은 여성 노동 유연화를 전지구적 차원으로 산업자본주의가 확장

되는 과정과 정부 주도의 산업화 과정이 결합된 결과로 설명한다. 1960년대 이후 초국적

자본은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지역에 선택적

으로 진출했다. 정부는 초국적자본과 자국의 여성을 매개하고 이러한 결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통적인 젠더 이미지를 복원하고 강화하였다. 노동 영역을 젠더와 연결해 위

계화하였고 연령이나 혼인여부에 따른 여성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차이를 여성 노동 유연

화를 정당화하는 데 동원했다(김현미, 2000; 신경아, 2005). 결과적으로 여성 노동 유연

화는 자본의 전지구적 흐름과 정부의 산업화 기획이 결합되면서 구성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장경섭(Chang, 2010)은 여성 노동 유연화를 한국 산업자본주의 발전의 구조적 조건으

로 규정한다. 그는 여성 노동자의 계급적 특성을 반프롤레타리아(semi-proletariat)6)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생계7)를 온전히 임금소득에 의존하는 프롤레타리아와는 달리 임금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비임금노동을 생계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높은 반프롤레타리아

는 임금수준이 노동력재생산 비용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축적을 보조한

다. 반프롤레타리아에 기반하여 저임금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주변부 산업자본주의 발전

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압축적 산업화를 달성한 한국에서 여성의 반프롤레타리아화는 한

국 남성의 급속한 프롤레타리아화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였다. 프롤레타리아화가 진행될

수록 실질임금이 올라가는 경향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와 자본은 성별에 따라 차등적인 

임금과 상이한 고용형태가 부과되는 분절노동시장을 창출하고 이러한 분할을 강화하는 

6) 반프롤레타리아란 생계를 온전히 임금소득에 의존하는 프롤레타리아와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비임금노동을 통해 임금소득을 보완하는 노동인구를 지칭한다. 임금소득 의존도가 높을수록 

생계에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임금수준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생계수단으

로 임금이 차지하는 몫이 크지 않을수록 낮은 실질임금이라도 보다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

다. 임금 이외의 생계수단을 산출하는 비임금노동은 노동력 비용을 낮추고 이윤의 폭을 높인

다. 이것이 세계경제 침체기에 산업의 공간적 재배치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반프롤레타리아 

노동인구가 풍부한 주변부는 자국의 프롤레타리아화가 충분히 진행된 중심부 자본에게는 매력

적인 노동력 보유고이다. 주변부 노동인구의 반프롤레타리아로의 편입은 중심부의 프롤레타리

아 증대로 말미암은 이윤 감소를 상쇄하는 데 이바지한다. 반프롤레타리아의 존재는 주변부 

자본주의 발전의 구조적 조건이다(Tabak, 1999; Wallerstein, 2010; Wallerstein & Smith, 

1992b). 

7) 생계(subsistence)는 삶을 지속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라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동일 

세대 및 후속 세대의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적 이동을 촉진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 또한 포함

한다(Mingione, 1991: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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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이데올로기를 유포함으로써 여성의 프롤레타리아화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여성은 불황기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안전밸브로, 호황기에는 노동력 공급지로 

활용되었다. 

대규모 반프롤레타리아 여성은 노동의 무제한적이고 유연한 착취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었던 한국 산업자본가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다. 1932년에서 1961년 사이에 출생

한 남성 노동자들의 노동생애를 분석한 최선영·장경섭(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중 

결혼 당시 직업을 45세까지 유지하는 경우는 40%에 불과했다. 남성 노동자가 직업이동

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공식부문을 이탈하여 자영업, 비숙련 육체노동, 일용직 등 주변

적인 노동에 종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남성 프롤

레타리아의 임금은 생계 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저임금체제를 유지한 상

태에서 남성의 프롤레타리아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공식부문과 비공식부

문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이 남성의 임금소득을 보완한 

데서 비롯된 바가 크다.  

이상의 연구들은 여성 노동 유연화의 역사적 궤적을 관통하는 구조적인 힘을 규명함

으로써 여성 노동 유연화가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결합되어 있는 항상적인 현상임을 규

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적 접근으로는 여성 노동 유연화의 역사성을 드러내기

가 쉽지 않다. 여성 노동이 항상 유연하게 활용되었다 하더라도 산업구조, 성별화된 노

동시장 및 계급관계의 변화에 따라 여성 노동 유연화를 추동하고 유지하는 방식은 달라

질 수 있다. 특히 여성 집중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계급관계의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진 1987년 이후 시기는 여성 노동 유연화와 관련해서도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시

기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성 노동 유연화와 관련하여 1987년 이후 시기를 변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은경

(2007; 2009)의 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 양상의 변화를 남

성부양자여성전업주부라는 근대적 성별분업에 근거한 젠더보상체계의 형성, 확산, 붕괴

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젠더보상체계란 한 개인이 특정한 젠더 역할을 수행했을 때 그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상징적 보상이 제공되는 사회적 체계를 의미한다.8) 1970년대 중반

8) 젠더보상체계는 원래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젠더관계가 어떻게 계속 유지, 재생산되는지를 설명

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이데올로기는 주체들의 행위성 없이 사회적으로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여성들이 자기 행위들을 젠더이데올로기에 공모하여 정렬하지 않는다면 불평등

한 젠더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 여성들이 이 같은 공모를 하는 이유는 젠더이데올로기에 따라 



- 7 -

부터 전업주부 역할을 수행하는 중산층 여성을 중심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젠더보상체계

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붕괴하기 전까지 일상적인 의식과 노동시장 관행 속에서 개인의 

행위 전략을 결정하는 강력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젠더보상체계의 변동이라는 역사적 관점을 취한다면 1987년 이후 시기를 중산층을 중

심으로 작동하던 젠더보상체계가 노동계급으로까지 확산된 국면으로 변별해볼 수 있다. 

이때를 기점으로 화이트칼라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내부노동시장이 제조

업 생산직 남성으로까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정이환, 2013: 138). 따라서 1987년 이후 

노동계급 남성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이 안정되면서 노동계급 여성이 남성과의 사

적인 관계를 통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분배받는 젠더보상체계가 작동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젠더보상체계에 기반한 이 같은 설명은 여성 노동 유연화와 관련하여 산업구조와 계

급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1987년 이후 시기를 변별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1987년 이후 노동계급 여성이 가구 내부의 젠더관계에 기반하여 사회경제적 자원을 확

보하는 젠더보상체계가 작동하였다면, 이는 곧 가구가 유연화에 따른 여성의 생계 위험

을 완화하는 제도로 기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 노동계급 여

성에게 젠더 보상이 노동시장 대신 가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된 바가 없다. 따라서 젠더보상체계의 변동과 관련

지어 1987년 이후 여성 노동 유연화의 역사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시기 

노동계급 여성에게 젠더 보상이 주어지는 중추적인 제도로 기능한 가구의 성별분업과 젠

더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2) 여성 집중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여성 노동 유연화에 관한 선행연구

⑴ 자본의 생산합리화전략

자본축적전략의 변화를 여성 노동 유연화의 요인으로 제시하는 연구들에서 강조하는 

것은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른 생산공정 및 기업간관계의 변화이다(강현수, 1995; 김경희, 

행동했을 때 개인적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배은경, 2007: 

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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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송호근, 1992; 신원철, 2007; 유구영, 1994; 전명숙, 2000; 한상진, 1994). 의류산업

의 경우, 1987년 이후 임금 인상, 유가 상승, 고환율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수출경쟁력

이 하락하면서 소품종, 저가품, 대량생산을 담당하던 국제분업구조상의 위치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자본은 수출품 생산기능을 해외로 이전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내수시장 공

략 전략을 실행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공장에서는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생산이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다품종, 고급품, 소량생산방식을 중심으

로 생산공정과 기업간관계를 조정하는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그 결과 컨베이어벨트와 

직선형 작업공정에 배치되었던 미혼여성 중심의 미숙련 노동력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숙련 노동자로 구성된 소규모 작업팀은 생산품의 종류에 따라 분화된 상호 독립적인 각

각의 공정에 배치되었다. 자본은 내수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제노동과 ‘객공’이라 칭하는 사내하청노동을 활용하였다. 기업규모 축소와 고용형태 

다양화로 인해 노동조합이 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기 힘들어지면서 노동조건이 개선될 

여지 또한 줄어들었다. 노동조건이 열악한 의류산업 일자리는 점차 미혼여성에 비해 노

동시장 지위가 낮은 기혼여성들의 몫이 되었다(송호근, 1992; 유구영, 1994). 

여성노동시장 구조 변동을 자본축적전략의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논의는 신발산업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한국은 해외 브랜드 대기업의 주문 생산을 담당하는 세계 최대의 

신발 생산기지였다. 그러나 1990년대 생산 기능이 중국 및 동남아시아지역으로 이전되면

서 한국은 시제품 생산 및 해외공장의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거점으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규모가 영세해졌고,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여성 노

동력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고, 여성 노동자 중 기혼여성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신원철, 

2007; 차성수, 1993).

자본의 생산합리화전략으로 인한 노동시장 성별분절구조의 변화는 사양길에 접어든 종

래의 여성 집중 제조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노동시장 지위가 취약한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집중 산업에서도 임금 유연화9)를 위한 주요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남성 집

중 산업의 비정규 일자리에 여성 노동자가 집중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김혜경·신현

옥, 1990; 전기택, 2005). 독점 대기업 중심의 하청계열화 또한 여성 노동 유연화를 심화

9) 임금 유연화는 기업 성과나 개인적 성과 혹은 여타의 기준을 도입하여 변동적이고 차별적인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거나 분절노동시장의 임금격차를 활용하여 노동력 비용을 조정함으로써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윤윤규·정승국·노용진·이상민,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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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시장변동에 수반되는 비용은 중층적인 원하청관계를 따라 

하위에 배치된 기업들에게로 이전된다. 이로 인해 중소영세규모의 하청기업들은 들쭉날

쭉한 주문량, 납품단가 인하 압력, 하도급 대금의 어음 결제를 통한 신용비용 전가 등에 

시달린다. 하청기업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는 노동자들에게 이전된다. 원

하청구조 하위에 위치한 기업의 노동자일수록 명목상 정규고용일지라도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 기업간관계가 수탈적인 원하청관계로 재편되면서 독

점대기업과 중소영세규모 하청기업들 사이의 노동조건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졌다. 

중소영세규모의 기업들에는 특히 기혼여성들이 많이 고용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 성

별분절구조는 점차 기업별 분절과 조응하게 되었고, 유연화 압력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었다(김경희, 1996; 김혜경·신현옥, 1990; 윤진호, 1990; 정이환, 2013).

여성 노동 유연화를 자본의 생산합리화전략의 결과로 설명하는 기존 연구들이 공통적

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분석의 대상이 생산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생

산의 지점에서 작동하는 자본축적전략과 여성 노동 유연화 사이에 단선적인 인과관계가 

설정된다. 이러한 논리 구조에는 노동력 상품은 원하는 조건에 언제든지 구매 가능한 상

태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여성은 자본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저

렴하고 유연하게 동원될 수 있는 상태로 어디에선가 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전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노동력도 자본의 의도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노동력 상품의 생산과 공급은 자본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사회

적 과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성을 유연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자본축적전

략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라도 마다하지 않는 

여성들을 쉽게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의 협

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조건의 일자리들

에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조건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노동력 상품이 가구 내 임금노동과 재생산노동10)의 분업구조, 가계유지전

10) 재생산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물질적 생존을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 중에서 생산의 

사회조직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을 제외한 일련의 활동들로 정의될 수 있다. 후속노동세

대의 돌봄, 교육, 훈련에서부터 노동인구의 일상적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제반 활동들이 재생산노동의 범주에 포함된다. 재생산노동은 임금노동과 불가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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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가구구성원들 간 관계 및 행동 방식을 규정하는 규범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공급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노동시장과 가

구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노동력 공급 조건은 자본축적전략과 여성 노동 유연화 

사이의 인과관계에 조절변수로 배치될 수 있다. 생산 영역에 국한된 기존 연구들의 한계

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의 지평을 노동력재생산 영역으로까지 확

장할 필요가 있다. 

 

⑵ 남성 중심 노동운동

노동운동 주도 세력이 노동계급 내부 집단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표하는가에 따라 특정 노동자집단과 그들의 이해관계는 주변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노동계급 내부의 다양한 집단들 간 이해관계가 조정된 결과는 노동시장 분절 부문들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내 남성 노동자집단과 여성 노동자집

단의 권력관계가 어떠한가는 유연화가 성별화된 양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강현아, 

2005: 304).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은 개별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노동정책 입안 과

정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압력집단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대표

성이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이해관계로 국한되면서 중소영세기업과 비정규노동

에 집중돼 있는 여성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주변화되거나 배제되었다. 노동정치 과정에서 

성별분업 및 가족임금이데올로기는 노동운동의 목표와 수단을 정당화하는 데 동원되었

다. 여성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고용불안이나 상대적 저임금 문제는 남성 노동자가 직면

한 현안들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치부되었다(신경아·장수정, 2001). 심지어 남성 노동자

의 고용안정을 위해 여성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기도 하였다(이승주, 2004; 조순경, 

1998b). 여성 배제적인 산업 및 노동정책이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은 채 실행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운동의 이 같은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김경희, 1999; 장지연, 2007; 

최성애, 2000).

노동운동의 남성 중심성은 작업장정치를 통해서도 노동시장 성별분절구조를 강화하는 

계에 있다. 자본은 재생산노동 없이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없고, 노동계급은 임금 없이 재생

산노동을 수행할 수 없다(Elson, 199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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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영향을 미쳤다(김경희, 1999). 노동조합의 가부장성은 유연화 압력이 남성 중심 내부

노동시장에까지 도달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불허하거나, 여성 노동자를 남성 노동자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거나, 여

성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요구들을 정당화하기 위

해 동원된 논리는 여성의 노동은 한시적이고 부차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생계책임자

인 남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강현아, 2003; 2005). 여성 배제

적인 작업장정치의 결과가 누적됨에 따라 노동시장 성별분절은 더욱 강화되었고 유연화 

압력은 여성 노동자에게 더욱 집중되었다(조순경, 1994: 203).

성차별적인 노동정치에 주목한 연구들은 노동운동의 남성 중심성이 여성에게 유연화 

압력이 집중되도록 하는 주요 요인임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 여성 배제적

인 노동정치는 단순히 젠더이데올로기가 제도정치와 작업장정치에 반영된 결과로 상정된

다. 이로 인해 여성 노동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남성 노동자집단의 이기주의적 행태와 

등치된다. 그러다보니 여성을 가부장제의 피해자나 공모자의 위치에 놓지 않고서는 여성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배제된 노동정치가 최소한의 저항으로 수용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이는 계급갈등보다는 노동계급 내부의 젠더갈등을 더욱 부각시

킴으로써 노동시장 성별불평등에서 자본의 성별화된 축적전략이 지니는 일차적 중요성을 

희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가구 내부의 젠더관계와 노사관계가 임금이 노동력재생산의 주된 자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기반으로 접합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노사관계의 규칙이 노동력재생산 

과정을 물질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뒷받침한다면, 가구 내부의 젠더관계를 지배하는 기존 

규범이 공고화되는 한편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다. 반대로 노사관계의 규칙이 노동력

재생산 과정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가구 내부의 젠더관계와 노사관계 양자 모두 불안

정해지면서 어떤 양상으로든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따라서 여성 배제적 노동정치

가 지속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 가구의 젠더관계가 노사관계를 뒷받침

하도록 구성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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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과 분석틀

기존 연구들은 여성 노동 유연화를 설명하기 위해 주로 생산 영역의 사회적 관계에 

주목해 왔다. 이를 통해 여성 노동 유연화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들을 도출할 수는 있었

으나, 이를 지속시키는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기존 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화된 자본축적전략 및 남성 중심 노동운동과 여성 노

동 유연화 사이에 설정되는 인과관계에 노동력 공급 조건과 노사관계 조정 조건을 조절

변수로 결합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본과 노동은 본질적으

로 노동력재생산의 사회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공간적 제약이 내재된 실체라는 전제를 기

반으로 구축된 지역노동시장 이론을 사용한다.

1) 지역노동시장 이론

분절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잉여가치의 창출과 분배를 둘러싼 자본가계

급과 노동계급 간, 그리고 계급 내부의 다양한 사회적 분파들 간 갈등의 현장이다

(Rubery and Wilkinson, 1981).11) 노동시장은 계급간, 계급내 갈등적 상황의 조정을 통

해 노동력이 생산에 결합되게끔 만드는 사회적 과정의 결과물인 것이다. 따라서 수요

공급법칙의 지배를 받는 단 하나의 자기조정적 노동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은 

그것이 배태되어 있는 사회적 맥락들에 따라 서로 다른 거래 규칙이 작동하는 복수의 

노동시장들로 분절되어 있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노동시장을 분석하기 위해 분절노동시장 이론은 노동시장의 구조 

및 동학을 생산, 재생산, 그리고 생산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이 결합한 

11) 분절노동시장 이론의 선구자적 역할은 흔히 캠브리지 학파라고 불리는 영국 출신의 노동경제

학자 집단이 수행하였다. 이들은 노동시장에 자유경쟁시장의 가격 조정과 수요-공급의 기본법

칙을 적용하는 주류적인 노동시장 이론과 단절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였다(Roberts, Finnegan 

and Gallie, 1985). 이들이 정통 노동경제학과의 완전한 단절에서 출발하였음은 이들의 수장격

인 윌킨슨 논문의 다음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가 진화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힘이 결합된다. 이것의 결과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

는 동적인 불균형상태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연역적 추론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주

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흔히 경제적 힘이 추동한다고 간주되는 보편적이고 이미 결정되

어 있는 ‘진정한’ 시스템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Wilkinson, 1983: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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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설명한다. 생산, 재생산, 이해관계의 조정에서 각각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과정

은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다(Rubery and Wilkinson, 1981; 

Humphries and Rubery, 1984).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노동력 수요 조건은 일차적으로는 산업의 종류 및 규모, 특정 

생산요소의 집약성 등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 간 권력관계와 생산과정의 기술적 필요가 

결합되어 형성된다. 기업들 간 권력관계상 위치에 따라 자본축적전략이 설정된다. 이를 

기반으로 특정 생산기술과 결합된 생산과정이 구성되고, 생산과정의 효과적 운용에 부합

하는 노동력 활용 전략이 실행된다. 생산의 필요에 따라 직무구조와 훈련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고 노동력을 배치하는 생산의 사회적 과정은 노동시장 분절 형성의 일차적인 요인

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본이 주도하는 생산과정이 노동시장 분절의 유일한 결정요인은 아니다. 노동

시장 분절의 구체적인 형태들은 노동력 수요 조건과 노동력 공급 조건의 상호작용을 통

해 만들어진다. 노동력 공급 조건은 노동력재생산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가구가 노동시

장 분석의 주요 변수로 도입돼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구는 

후속노동세대의 생산에서부터 소비, 교육, 훈련, 돌봄 등의 노동력재생산 과정이 이루어

지는 제도이다.12) 따라서 가구는 노동력 공급 조건이 구성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한다. 가구 내부에서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임금노동과 재생산노동의 분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노동력 공급 패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Mingione, 1991; Picchio, 1992; Villa, 

1986).

생산에 적합한 질을 갖춘 적절한 양의 노동력을 공급받는 것이 자본축적의 주요 조건

이지만, 자본은 노동력 공급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자본은 노동자를 직접 육성할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을 강제로 생산에 동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자본은 기왕에 형성돼 

있는 사회집단들 간 균열을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지만, 핵심 혹은 주변 노

동력으로 활용할 사회집단의 특별한 조합을 스스로 창출할 수는 없다. 생산 영역에서의 

변화가 노동력재생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나, 이러한 변화를 뒤따르는 적

12)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노동체계는 가구 내부의 재생산노동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양육, 청

소, 세탁, 재산의 관리, 식사 준비, 일상적인 건강 관리 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생활

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의 영속적인 순환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구는 노동시장

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이며, 재생산노동은 임금노동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필수적인 노동 형태이다(Zaretsky, 198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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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은 자본의 의도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재생산 영역 내부의 동학으로부터 발

생한다(Rubery, 1994: 337-8).

노동시장은 계급간, 계급내 갈등을 매개로 형성되기 때문에, 생산에 결합된 제 세력들 

사이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회적 과정 또한 노동시장 구조 형성에 결부된다

(Castro, Méhaut and Rubery, 1992). 정부의 산업 및 노동시장정책과 자본의 노동통제 

전략을 둘러싸고 계급간, 계급내 여러 분파들 간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정치적 과정은 분

절이 구조화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Piven and Cloward, 1993; Rubery, Wilkinson 

and Tarling, 1989).

따라서 노동시장은 생산, 노동력재생산, 그리고 노동정치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 노동력재생산, 노동정치의 결합으로 노동시장이 형성·변

형되는 과정은 상이한 시기에, 상이한 장소에서, 상이한 양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복

합적으로 작동하는 힘들이 실제로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는 기능적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

지 않다. 노동시장 구조는 노동시장이 배태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며 시간의 흐름

과 더불어 변화한다. 이와 같이 분절노동시장 이론은 노동시장이 역사적, 지리적으로 구

체적인 상황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이론적 수준에서 정당화하였다.

이처럼 이론적 수준에서는 불확정성의 지리적 측면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석은 주로 국가 단위 노동시장의 역사적 변화에 집중되었다(Peck, 1996: 84). 이로 인

해 분절노동시장 이론 내부에서는 국가 단위 노동시장의 제도적 체계가 지역, 산업, 조

직의 수준에서도 형성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Rubery, 1992). 노동시

장이 국가 내부에서도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지역 단위 노동시장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도 축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노동시장의 공간적 맥락을 이론 내부로 

통합하지 못하고 특수한 사례들을 집적하는 데 그치면서 결국에는 국가 단위 노동시장 

주변에 산재하는 잡음으로 일축되고 말았다(Fine, 1998: 130). 

노동시장의 공간적 다양성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은 분절노동시장 이론에 지역성13)이

라는 공간적 스케일을 도입한 지역노동시장 이론에 의해 이루어졌다(Martin, 2000).14) 지

13) 지역성(the local 혹은 locality)이란 개념은 불명확하고 모순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국가보다 작은 공간적 스케일의 장소나 지역’을 의미한다(구동회, 2010: 509). 

지역성은 생산의 공간적 분업구조에서 특정 지역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성장과 

쇠퇴를 거듭하면서 형성되는 역사적 산물이다. 따라서 지역성은 시간의 흔적이 복잡하게 교차

해 있는 모자이크라고 할 수 있다(Rainnie, McGrath-Champ and Herod, 2010a: 72).

14) 지역노동시장 이론은 경제지리학의 이론적 성과에 기반하여 발전하였다. 1970년대 후반 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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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노동시장 이론은 자본과 노동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속성을 지닌 실체라는 전제에서 출

발한다. 

자본은 경제 수준의 지리적 차이를 활용하여 수익성 있는 생산에 부합하는 장소를 찾

아 공간을 이동해 다닌다(Massey, 1995). 노동의 이동에는 자본에 비해 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노동자의 일상적 통근범위는 시간적, 재정적 이유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매일 밤 귀가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작업장에 인접한 곳에서 살아간다(Harvey, 1989: 

19). 또한 가족, 학교, 노동조합 등 일상을 영위하는 근거지가 되는 제도들과 사회적 관

계들은 특정한 장소에서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된다(Castree, 2007: 855; Herod, 

2001: 6). 친숙함, 애착, 우정의 현장이 되는 장소에 대해 인간이 지니는 소속감 또한 노

동자를 장소에 보다 깊숙이 귀속되게끔 한다(Herod, 2003: 118). 따라서 노동시장은 자

본이 특정 장소에 입지하여 노동자의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자본축적의 공간으

로 재조직하는 과정에서 창출된다. 자본축적의 흐름과 장소 고유의 제도 및 문화 사이에

서 발생하는 갈등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 조정됨으로써 노동시장은 형성되고 변화한다

(Hudson, 2001; Peck, 1996). 

지역노동시장 이론에서 지역이 노동시장의 지리적 범주로 설정되는 이론적 근거는 노

동력재생산의 특성에서 도출된다. 노동력재생산 활동은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

어지기 때문에, 자본이 이론상 아무리 유동적이라 할지라도, 생산 활동은 결국 노동이 

속박된 특정 장소에서 임금노동관계가 형성돼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

제를 기반으로 구축된 지역노동시장 이론은 생산 영역에 집중돼 있던 분석의 초점을 노

동력재생산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2) 구조조정과 지역노동시장

국제무역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최종생산물과 생산요소의 이전이 

보다 용이해졌다. 금융자본의 글로벌 순환이 증가하고 생산, 교통,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

서 생산을 지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커졌다. 자본이 축적활동에 보다 효과적인 

크스주의에 입각하여 불균등발전이 자본주의 발전의 원인이자 결과임을 논증한 경제지리학이 

부상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산업화 양상과 고용분포가 노동과정의 기술적, 사회적 조직

화가 공간적으로 표출된 형태라는 관점에서 공간적 분업형태와 지역간 불균등발전에 주목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기 시작했다(Harvey, 1995; Massey, 1995; Smit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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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찾아 이동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 장소 이전은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실업보상금 지급, 

이동할 수 없는 공장 및 기계의 손실 등으로 인해 기존의 장소를 떠날 때 발생하는 비

용도 상당히 과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생산과정에 안정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노동력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자본이 언제든 착취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순한 

노동력의 보유지가 저기 너머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익숙하지 않은 

고용관계로 진입하는 데에는 언제나 리스크가 수반된다. 따라서 재입지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자본은 기존 장소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Coe, Kelley and 

Yeung, 2011: 304).

구조조정은 기업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경영전략을 고안하여 제

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경쟁 압력에 직면한 기

업은 신기술 도입이나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기존의 생산기능을 변화시키고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노동과정을 재조직하고자 한다(Peck, 1990). 노동과정의 재조직화는 곧 노동통

제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자본은 임금으로 구매한 노동력을 소유할 수는 있으나 실제 

노동과정에서 노동자의 협력을 보장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무하거나 강요하는 노동통제방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구조조정은 곧 노동을 통

제하는 자본의 새로운 시도들이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Berberoglu, 1993).

노동과정 연구들은 주로 관리자의 감시, 생산기술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 등과 같은 직

접적인 노동통제방식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노동통제방식이 단순히 기술적 강제 의

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수용과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새로 도입

된 생산기술에 따라 재설계된 노동과정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다(Buroway, 1979). 

임금노동관계 형성에는 작업장 너머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들의 다양한 규칙, 규범, 

전통, 관행들이 결부된다. 작업장은 외부 세계와 격리되어 있는 진공 포장된 실체가 아

니기 때문이다(Rainnie et al., 2010a: 75). 자본은 직급과 보상체계를 지역의 사회적 관

계에 맞추어 설계하고, 노동자의 생활방식, 노동에 대한 태도나 문화적 규범 등을 작업

장 내부로 통합하는 노동통제방식을 창출한다(Harvey, 2005: 159-60). 

구조조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로 기업 단위의 임금노동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노동시장은 노동과정의 변화를 강제하는 수동적인 배경 혹은 노동과정의 변화

에 의해 결정되는 종속변수로 처리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Peck, 1996: 155).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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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동시장의 조건은 노동통제방식이 구축되는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노동력은 

자본의 의도에 꼭 맞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력은 자본이 완전

히 통제할 수 없는 노동력재생산 과정을 경유하여 불확정적인 양상으로 공급된다. 그렇

기에 자본은 노동과정을 설계할 때 지역노동시장의 공급 조건, 즉 자신이 입지한 지역에

서 구매 가능한 노동력의 양과 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Hanson and Pratt, 1992; 

1995).

지역노동시장의 공급 조건은 노동통제방식이 결정되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다. 따라서 지역노동시장은 단순히 노동과정의 결과들이 누적되어 구조화되는 것이 아니

다. 노동과정과 지역노동시장은 상호 구성적인 관계에 있다. 노동통제방식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역노동시장이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고용구조의 변화가 기술

혁신이나 비용 압박 등의 요인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다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Peck, 

1996: 159-160).

지역노동시장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노동력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구조조정 과정에 결

부된다. 지역노동시장의 공급 조건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력의 배치 및 활용방식과 

관련하여 자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한다. 자본은 이를 노동과정에 적용함으로

써 노동통제의 적절한 형태를 확보하고자 한다(Jonas, 1995; Peck, 1996; Rainnie et al, 

2010a; 2010b). 따라서 구조조정 분석에서 지역노동시장은 노동과정 재설계 과정에 개입

함으로써 고용구조가 특정한 양상으로 변형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 설

정될 필요가 있다.  

3) 가구와 지역노동시장

여느 상품들과는 달리 노동력 상품의 생산은 자본이 직접 조직할 수 없다. 노동력 상

품의 생산과 공급은 사회성원을 낳고 기르고 사회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

서 생산 영역으로 노동력이 공급되려면 일차적으로는 노동인구의 일상적 생존과 후속노

동인구의 생산에 필수적인 재생산노동의 실행이 전제되어야 한다(Gardiner, 1997; 

Mingione, 1991; Picchio, 1992).

자본이 재생산노동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력재

생산이 자본축적과 분리되는 고유한 논리나 규칙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다(Molyneux, 



- 18 -

2013).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재생산노동은 임금노동관계와 맞닿아 있는 한에서만 실행 

가능해지기 때문이다(Smith, 1984: 67; Gimenez, 1990: 36). 따라서 재생산노동이 임금노

동과 결합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력재생산 과정을 이해할 수는 없다. 반대로 

재생산노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노동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다(Collins, 1990: 6).

노동력재생산은 가구라는 제도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가구는 흔히 사람들이 생존과 

복지를 효과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다양한 원천에서 유입되는 소득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회적 단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Yanagisako, 1979; 

Mackintosh, 1988).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정한 관계로 묶인 사람들끼리 함께 일

하고 소비하며 공동으로 삶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은 곧 노동력 상품이 생산, 공급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가구를 보다 엄밀하게 정의하면, 가구란 임금노

동과 재생산노동의 결합을 보장하는 사회적 관계들―예컨대 가족, 친족, 혹은 다양한 형

태의 생계공동체―에 대한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노동력의 재생산과 공급을 가능하게 하

는 자본주의적 제도이다(Collins and Gimenez, 1990; Smith and Wallerstein, 1992; 

Smith, Wallerstein and Evers, 1984).15) 가구는 임금노동과 재생산노동을 분담시키고 자

원을 공유하도록 하는 일련의 관행들을 기반으로 일상적 기반에서 노동력을 갱신하고 세

대적 기반에서 노동력을 대체함으로써 노동력 상품의 실질적인 생산과 공급을 책임진다

(Stauth, 1984: 91). 

⑴ 노동력 공급

임금노동과 재생산노동을 둘러싸고 가구구성원들의 의무가 구성되고 배분되는 과정은 

노동력의 구성 및 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생계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분배하는 가구 내부의 분업구조는 노동력 공급 조건을 형

성하는 주요 요인이다. 예컨대 임금노동을 남성의 의무로, 재생산노동을 여성의 의무로 

규정하는 분업구조는 남성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재생

15) 가구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이고 초역사적인 특성으로 존재하는, 즉 자본주의 이전부터 존재

해 온 원시적인 사회적 단위가 아니다. 가구는 장소마다 고유성을 지니는 역사적인 과정을 통

해 창출된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제도적 영역이다. 가구는 자본주의 생산체계의 리듬에 조응하

여 변형되고 재구성되는 생계를 위한 관계의 틀이다(Friedman, 198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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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노동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임금노동 참여 여부가 결정되는 여성 노동력은 노동시장에 

불안정하게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Wallerstein and Smith, 1992a: 11-2). 

또한 가구에서 수행되는 재생산노동의 시장적, 비시장적 특성은 재생산노동을 책임지

고 있는 가구구성원―주로는 여성―의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Smith, 1984). 재생

산노동은 상품시장과 맺는 관계에 따라 자급노동(subsistence work)과 가사노동

(housework)으로 구분할 수 있다.16) 자급노동은 텃밭 가꾸기, 직접 수확했거나 얻어온 

재료로 음식 준비하기, 버려졌거나 얻어온 의류나 가구 수선하기 등과 같이 가구구성원

의 즉각적인 소비를 위해 상품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확보한 원료들로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을 의미한다. 자급노동은 가구의 임금소득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임금노동의 조건

이 불안정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구의 능력은 자급노동을 기반으로 확보

될 수 있다(Smith, 1984; Stauth, 1984).

가사노동은 상품시장에서 구매한 재화를 가구의 유지 및 재생에 적합하게 변형하는 

노동이다. 가사노동은 상품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처리하는 활동과 청소, 세탁, 수리 등

과 같이 상품의 가치를 유지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Collins, 1990: 19). 가사노동은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구의 임금소득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는 도움

이 되지 않는다. 가사노동은 중간재나 소비재를 사용하지 않고 수행될 수 없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양을 늘릴수록 소비규모는 오히려 더 커진다. 예컨대 세탁을 많이 할수록 세

탁기는 보다 빠르게 마모되고, 보다 많은 연료가 사용되며, 보다 많은 세제를 구매해야 

한다. 따라서 가사노동은 임금소득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

다(Smith, J., 1990: 136).17) 

자급노동으로 생산했던 재화 및 서비스가 상품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재생산노동에

서 가사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자급노동은 점차 무용해진다(Stauth, 1984). 상

품화와 더불어 자급노동에 필요한 숙련이 상실되어 가기 때문이다(Cowan, 1997). 설사 

16) 가사노동(housework)은 가내노동(domestic work)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가내노동은 가구 내

부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적인 일을 포괄하는 용어로 19세기 서구 가구들과 현대 농촌 가구들에

서 수행되는 일들로 구성된다. 반면 가사노동은 상품경제가 발달한 사회의 가구에서 수행되는 

고도로 기술화되어 있는 가내노동을 의미한다. 도시 프롤레타리아가 성장하면서 가내노동은 

가사노동, 자급노동, 소규모 상품생산노동으로 분화되었다. 따라서 가내노동은 가사노동을 비

롯하여 가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노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Collins, 

1990: 4).

17) 가사노동에 투여되는 시간은 소득수준이 다른 가구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연장되는 

경향이 나타난다(Collins, 1990; Smith, J., 1984;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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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급노동으로 생산된 재화가 점차 가격이 낮아지는 상품

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란 거의 불가능하다(Gimenez, 1990: 33).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재생산노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질수록 노동계급 가구가 취할 수 있는 생존전략은 임금

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에 점점 국한된다(Mingione, 1985: 19).

자급노동의 영역이 상품경제에 통합되어갈수록 재생산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가구구성

원이 제2의 임금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득수

준이 낮아도 자급노동을 통해 가구경제의 유지 및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면 굳이 임금

노동 양을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품경제가 확대될수록 임금의 절대적 수준

이 상승해도 기대소득이라는 견지에서 이는 늘 불충분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의 추가적인 노동시장 참여 유인이 커진다(Wallerstein and Smith, 1992b: 258).

가구는 지역노동시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으로 특수한 노동력 공급 조

건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구의 분업구조와 재생산노동의 성격은 지역노

동시장 분절구조를 형성, 강화, 변형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Cook, 1990). 반대로 

임금노동의 기회 및 조건을 제공하는 지역노동시장은 가구의 분업구조, 가구구성원에 대

한 책임과 의무, 성역할 규범 등을 변형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Wallerstein and 

Smith, 1992a: 17). 따라서 자본이 어떤 자질과 속성을 갖춘 노동력을 어느 정도로 공급

받을 수 있는지는 가구와 지역노동시장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⑵ 노사관계 조정

자본축적전략이 안정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노동과정에 안정적으로 결합

될 수 있도록 노동조건에 대한 노동자의 협력과 동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가구의 

젠더관계는 노동계급이 성별에 따라 차등적인 지위와 상이한 정체성을 지닌 집단들로 분

할되는 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사관계가 성별화된 방식으로 조정되게끔 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Hanson and Pratt, 1992; 1995). 

노동계급은 일차적으로 생산관계를 기반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산관계에서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착취당하는 공통의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해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

유하는 단일한 집단으로 응축되는 것은 아니다. 계급은 생산관계에 의해서만 배타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Massey, 1995: 43).18) 현실의 노동계급은 생산관계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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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 객관적으로 주어진 계급이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구체적

인 상황 하에서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정의하는 존재들이다(Offe and Wiesenthal, 

1980). 따라서 계급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포함하여 가치의 생산, 전유, 분배가 발생

하는 사회적 삶의 모든 측면들에 의해 중층적으로 결정되고 구성된다(Gibson-Graham, 

2013).

가구는 노동계급이 젠더,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한 집단들로 분할되는 과정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성별분업과 더불어 노동 규범, 가구구성원들에 대한 역할, 공동체에 대한 

의무 등은 대부분은 성별화된 양상으로 존재한다. 가구구성원들은 가구에서 공유되는 규

범에 기반하여 성별화된 역할과 의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가구의 성별화된 의무 및 규범

의 틀은 성별화된 노동 현실과 중첩되어 노동계급이 상이한 집단들로 분화하는 데 영향

을 미친다(Wallerstein and Smith, 1992: 10). 

가구에서 각각 임금노동자와 재생산노동자로 규정된 남성과 여성은 가치의 생산, 전

유,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경제적 과정들과 중층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상이한 지위와 특

수한 성격을 지닌 노동자집단들로 분할된다(Gimenez, 1990; Smith, G., 1990). 여성 노

동자들은 성별불평등한 노동시장 조건, 재생산노동에 대한 책임과 규범, 남성 가구구성원

의 임금노동의 조건 등의 영향 하에서 남성과는 구별되는 이해관계와 정체성을 지닌 노

동자집단을 형성한다(Collins, 1990: 4).19) 남성 노동자집단 역시 재생산노동을 책임지는 

여성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구성된다(Nelson, 1992: 116). 남성 집중 작업장에서의 노동과

정은 재생산노동을 전담하는 아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운용되기 쉽다.20)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아내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자로서의 역할은 계급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Massey, 1994: 190). 

18)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특권적, 배타적 지위를 부여한 전통적인 계급 이론의 틀에서 노동력

을 재생산하는 소위 ‘비계급적’ 과정에 관여하는 여성의 계급의식은 제대로 이론화되지 못하였

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계급지위 및 정체성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남성과 동일

한 것으로 전제되었다(Goldthorpe, 1983).

19) 에콰도르 의류산업 여성 노동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단조롭고 고단한 저임금 작업

을 좋은 아내나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연결지음으로써 자신의 일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구 내부의 젠더규범은 자부심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를 견디면서 낮은 계급지위에 갇히게 하는 덫으로 작용하고 있다(Lawson, 

1999).

20)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 생산직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노동강도, 보

상수준 등을 포함하는 제반 노동조건은 전업주부의 존재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유형근, 

2012; 조주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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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노동자의 생활방식, 노동에 대한 태도나 문화적 규범 등을 작업장 내부로 통합

함으로써 노동력을 노동과정에 안정적으로 통합시키고자 한다. 노동자들은 가구를 포함

하여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들에서 공유되는 규범 및 의무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틀

을 기반으로 자신의 이익과 정체성을 구성한다. 따라서 지역노동시장이 제공하는 일자리 

조건에 조응하여 가구구성원의 의무와 역할이 배치되는 양상은 노사관계가 조정되는 과

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4) 분석틀과 주요 변수

본 연구를 위한 분석틀은 앞서 제시한 이론적 자원을 기초로 하여 다음의 <그림 1-1>

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명 대상은 1987년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경유

하면서 심화된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여성 노동 유연화이다.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

면한 마산수출자유지역 기업들에서는 1987년을 기점으로 축적전략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

에 적합하도록 노동과정 및 노사관계를 재조직하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여성 노동력의 유연한 활용에 기반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성 노동력 공급 조건은 지역노동

시장의 성별분절과 조응하는 양상으로 조직된 노동계급 가구의 성별분업을 통해 구성된

다. 따라서 지역노동시장의 성별분절구조와 노동계급 가구의 성별분업구조의 상호작용을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 노동 유연화가 특정한 양상으로 이루어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 배치할 수 있다.

노동조건에 대한 여성 노동자의 동의와 협력을 확보하는 것 또한 구조조정이 안정적

으로 전개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기업 내 노사관계는 지역의 성별화된 계급관계를 

기반으로 조직된다. 따라서 노동계급 가구의 젠더관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성

별화된 계급관계는 성차별적인 작업장정치가 안정적인 노사관계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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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분석틀

노동과정 재조직

기업구조조정

여성 노동
유연화

노사관계 재조직

↿⇂
산업구조 

변화

젠더관계

노동계급 가구

⇌임금노동/재생산노동
분업

성별화된
계급관계

지역노동시장

⇌산업/직업/기업별
분절

⑴ 노동과정과 노사관계

본 연구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과정이 재조직된 방식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서 살펴볼 것이다. 첫째, 새로운 생산기술의 도입으로 기업내 노동과정이 재설계된다. 자

본은 효과적인 노동통제를 위해 직무에 적합한 노동자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직무별 훈

련, 보상, 승진체계를 정비한다. 이 과정에서 재설계된 노동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전략이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구조조정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유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업간 분업구

조가 재설계되거나 확장된다. 자본은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외부의 독립된 기업들에게 생산과정의 특정한 부문을 위탁하는 외주생산을 활용한다. 원

청기업은 외주생산을 통해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하청기업들로 분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청기업들 간 출혈경쟁을 조장하거나 생산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 

기업간 분업구조 위계의 하위에 위치한 기업의 노동자일수록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기는 어려워진다. 이와 같이 자본은 기업간 분업구조를 통해 생산

과정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노동통제의 실질적 범위를 기업 외부로 확장할 수 있다.

노사관계는 계급갈등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들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대의기구와 기업 경영진 사이의 집단적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설계되는 기업내 노동과정과 기업간 분업구조는 기업 내·외부의 노동조합 활동에 의

해 지지될 수도 있고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자본이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 24 -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노동자의 집단적 개입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거

나, 노동자들의 적극적 참여 혹은 마지못한 순응이라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과 조정의 

정치적 행위들을 실행해야 한다. 

⑵ 지역노동시장 구획

지역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지역이라는 지리적 스케일에서 구성되지만 그 

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스케일이란 영토적 

단위로 구획 가능한 영역적 경계가 아니라, 행위자들의 사회적 실천과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사회적 관계망을 개념적으로 구획하는 경계이기 때문이다(Rainnie 

et al., 2010a: 12). 게다가 노동시장은 지역이라는 단 하나의 공간적 스케일이 아니라, 

전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과정들이 상호 중첩되어 

구성된다(McDowell, 2010: 26). 따라서 지역노동시장의 경계를 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복합적이고 동적인 사회적 과정들의 둘레에 선을 긋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다(Peck, 1996: 88). 

그러나 지역노동시장을 분석변수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장의 지리적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노동시장의 지리적 범

위를 정하는 기준은 보통 지역주민들의 작업장에 대한 물리적 접근 가능성으로 설정된

다. 이에 따라 지역노동시장의 구획은 주로 통근세력권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때 사용되는 분석방법론, 분석자료, 판단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가 산출될 수 있

다(Fassmann and Meusburger, 2002: 50).

한국의 노동시장권역을 실증적으로 분류한 연구들에서도 지역노동시장은 조금씩 다르

게 구획된다. 그러나 모든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마산시와 창원시가 동일한 노동시장권

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진희, 2005; 심상완·이상일·강한균·송기호·허

민영·윤지수·권선주, 2012; 이상호,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행정구역상 창

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성산구, 의창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역노동시장의 지리적 

범위로 설정한다.21)

21) 마산시는 경상남도 중남부의 마산만과 창포만 연안을 끼고 형성된 항구도시로 1899년 개항 

이래 경남 중부권의 상업중심지였으며, 고도성장과 경제개발 시기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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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노동계급 가구

가구에서 임금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책임이 할당되는 규범적인 방식은 혼인관계의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이 각각 임금노동과 재생산노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성별분업이다.22) 그

러나 20세기 후반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남성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기혼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남성부양자 가구의 물질적 기반이 취약해졌다. 여성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페미니즘이 확산되면서 노동시장과 가구에서의 성별불평등과 여

성에게 부과되는 이중부담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본격화되었다(Blossfeld and Drobnič, 

2001; Orloff, 1993; Sanisbury, 1996). 남성부양자 가구의 변화가 확인되면서 임금노동과 

재생산노동이 가구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조직되는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논의

가 증가하였다. 임금노동과 재생산노동이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제도들을 기반으

로 조직되는 방식은 다음의 <표 1-1>과 같이 유형화된다. 

도시로 발전하였다. 마산시의 접경지역으로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창원시는 1974년 

기계공업에 특화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행정구역상 창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산업

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1980년 4월 창원시로 변경되면서 형성된 신도시이다. 창원시

는 1977년 중앙정부가 확정, 고시한 도시계획에 따라 생산, 주거, 녹지공간을 갖춘 기계공업 

중심의 신도시로 성장하였다. 1995년 1월 1일부로 창원시가 분리되고 남아 있었던 창원군 지

역을 마산시와 창원시 각각에 분할하여 편입하는 도농통합이 이루어진 이후 마산시와 창원시

로 분리된 행정체제가 유지되다가, 2010년 7월 1일부로 인근 진해시와 더불어 마산시와 창원

시가 행정적으로 통합된 (통합)창원시가 출범하였다(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창원시사편찬위

원회, 1997). 본 논문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예전의 행정구역명인 마산시와 창원시를 그대로 

사용한다.

22) 서구에서는 산업자본주의 초기만 하더라도 성인/아동, 남성/여성 할 것 없이 모든 가구구성원

이 임금노동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20세기를 전후하여 여성 및 아동 보호입법이

나 의무교육제도가 확산되고 가정중심성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는 한편 남성의 가족임금 획득이 

노동운동의 목적으로 설정되는 등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성인 남성이 가구구성원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고 성인 여성이 재생산노동을 담당하는 한편 아동에게 노동 의무가 부과

되지 않는 남성부양자 가구 모델이 공고화되었다(강이수, 2011b: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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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사회적 총 노동과 젠더의 조합 유형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Ⅳ유형

남성부양자 

모델

남성부양자 

모델의

일부 변형

2인소득자/

돌봄사회화 모델

성평등 모델

남성부양자/

여성돌봄노동자

체제

2인소득자/

여성시간제노동자

체제

2인소득자/

국가돌봄

체제

2인소득자/

시장돌봄

체제

2인소득자/

2인돌봄노동

자

체제

영국,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프랑스 미국(영국)

현존하지 

않는 이념형

자료: Crompton(1999); Pfau-Effinger(1999); Gornick & Meyers(2002)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

출처: 김혜경(2009). p.133 <표 4-1>. 재인용.

I유형에 속하는 남성부양자여성전업주부 가구는 남성이 임금노동을, 여성이 재생산노

동을 수행하는 근대적 성별분업의 이상이 구현된 형태의 가구이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지리적, 계층적으로 상당히 예외적으로만 존재했던 가구 형태였다. 예컨대 서구에서 남

성부양자여성전업주부 가구는 19세기 중반 이후 확산되기 시작하여 20세기 중반 일부 

국가들에서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짧은 전성기를 누린 후 약화되었다(Coontz, 1992; 

Seccombe, 1993). 

Ⅱ유형에 속하는 1.5인소득자 가구는 남성이 부양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여성은 재생

산노동과 더불어 보조적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형태의 가구이다. 이 가구에서는 남성의 

부양 역할은 유지된 채, 가구의 필요와 고용 기회에 따라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가 단속

적으로 이루어진다.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20세기 중반 미국에서조차 노동계급 

기혼여성들은 가구소득을 보충하는 임금노동에 종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Carey, 1999; 

Thistle, 2006). 남성부양자 가구를 모델로 설계되는 사회정책의 확산, 남성 노동자의 임

금 상승 등에 힘입어 1.5인소득자 가구는 자본주의 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1960년대까지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가구 형태였다(Creighton, 1999). 

Ⅲ유형에 속하는 2인부양자외부돌봄 가구는 남성과 여성이 생계부양 역할을 함께 수

행하는 한편 재생산노동의 상당 부문이 가구 외부의 공적 제도나 시장으로 이전된 형태

의 가구이다(Pfau-Effinger, 1998; 2004; 2005).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역할을 부여하는 

이 가구 형태에서는 가구 내부의 젠더 평등이 도모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화된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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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생계부양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2인부양자외부돌봄 가구

의 확산은 여성 내부의 계급 혹은 인종에 따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Fraser, 1994).

Ⅳ유형에 속하는 2인부양자2인돌봄 가구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부양자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공적 제도 및 시장으로부터의 제도적 지원을 받으면서 남성과 여성이 재

생산노동을 함께 수행하는 형태의 가구이다(Pfau-Effinger, 1998; 2004; 2005). 이 가구 

형태는 생계부양과 재생산노동의 성별 균형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의 새로

운 지향점으로 제시된다(Fraser, 1994; Lister, 2000; Pfau-Effinger, 2005; Sainsbury, 

1996).

본 연구에서는 <표 1-1>에 제시된 Ⅱ유형에 속하는 남성부양자 가구에 주목한다. 노동

시장 성별격차가 크고 돌봄지원제도가 취약한 한국에서는 Ⅱ유형에 속하는 남성부양자 

가구가 지배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점차 가구소득에서 남성의 소득

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남성 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높고 여성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낮다(신경아, 2014). 

남성부양자 가구는 여성이 임금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남성부양자여성전업주부 가구

와 여성이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1.5인소득자 가구로 구분된다. 그런데 성역할 규범과 여

성 노동의 실제가 일치하는 남성부양자여성전업주부 가구와는 달리, 1.5인소득자 가구

의 경우 여성의 임금노동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규범과 실제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1.5인소득자 가구에서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 가구 내부

의 젠더 질서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여성의 임금노동이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남성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남성의 재생산

노동 참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이중부담이 증가한다. 이럴 경우 여성이 임

금노동을 그만두든, 성역할 규범이 바뀌든 하지 않는다면, 가구 내 젠더갈등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의 임금노동이 성역할 규범에는 맞지 않지만 가계 운영에는 필

수적인 1.5인소득자 가구는 불안정한 형태의 남성부양자 가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1.5인소득자 가구에서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가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 여성

의 노동시장 진입은 남성의 동의와 지원 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

다. 그러나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와 이에 대한 남성의 지지를 근대적 성별분업의 균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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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는 없다.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는 어디까지나 남성의 부양 역할을 전제로 이루어지

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에 수용적인 1.5인소득자 가구는 남성

부양자 가구의 쇠퇴의 징후라기보다 오히려 안정된 형태의 남성부양자 가구라고 할 수 

있다. 

4. 연구방법, 대상과 자료

1) 연구방법: 사례연구

본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연구방법은 사례연구이다. 그 중에서도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구조조정이라는 한 가지 사례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 단일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는 특정

한 사회현상과 결부된 요인들 간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주요한 정황 조건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기존 이론을 확장하거나 일반화하는 데 효과적인 연구방법이

다(Yin, 2011: 40). 여성 노동 유연화가 지속되는 현상을 가구와 지역노동시장이 결합된 

인과구조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사례연구가 적합한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여성 노동 유연화를 설명하기 위해 지역노동시장 이론에 근거하여 가

구와 노동시장의 상호작용을 조절변수로 설정한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를 실증 분석에 도

입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도이다. 여성 노동자의 특수한 존재조건은 임금노동에 

특화된 남성 노동자와는 달리 재생산노동 또한 수행한다는 데 있다. 가족관계에서 이루

어지는 임금노동과 재생산노동의 분업 형태와 성역할 규범은 노동시장 성별분절을 재생

산한다(정이환, 2013: 104). 따라서 여성 노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계를 

넘어 가구의 영역까지 나아가야 한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남성과는 다른 부류의 노동

자로 구성되는 데에는 노동시장과 가구의 관계 속에서 여성의 특수성이 표상되고 해석되

는 방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신경아, 2001: 101). 본 연구에서는 젠더를 가

구와 지역노동시장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실체로 규정하는 분석틀을 실증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이것이 지니는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론적 

명제의 확장과 일반화를 지향하는 사례연구는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 29 -

있다.23) 

둘째, 지역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어떠한 지역노동시장도 서로 동일하지 않다. 지역

노동시장은 해당 지역에 입지한 자본의 특성, 지역 특유의 생활양식, 사회적 갈등 조정 

방식 등이 지역마다 고유한 양상으로 융합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시장들은 지

역적으로 특수한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조정된다. 따라서 지역노동시장은 전국노동시장의 

특성을 대표하는 표본이 아니며, 지역노동시장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경험적 명제를 다

른 지역에도 적용하거나 전국 차원으로 일반화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노동시

장 분석의 목적이 개별 지역의 특수성을 규명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은 지역,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작동하는 변동의 제반 요인들이 응축되어 있는, 그 자체로 총체

적인 실체이기도 하다. 지역노동시장 이론에서 지향하는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 차

원에서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적 힘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규명하고 이론적 

명제를 구성하는 데 있다(Ellem and Shields, 1999; Martin, 2000; Peck, 1989; 1996; 

Peck and Theodore, 2010; Rainnie et al., 2010b). 지역노동시장 이론의 이 같은 방법론

적 전제는 사례연구와 친화성을 갖는다. 사례연구는 현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이기 때문이다. 사례연구는 표본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통계적 일반화가 아니라, 실증 분석을 통해 도

출된 결과와 이론적 명제와의 비교를 통해 기존 이론을 확장하는 분석적 일반화를 지향

한다(Yin, 2011: 40).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지역노동시장 이론에 근간한 실증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설명,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이론의 구

성 및 확장을 지향하는 사례연구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3) 여성 노동 분석에서 젠더는 마치 계급이 임금노동관계에서의 구조적 위치로 설정되듯, 가부

장적 권력관계에서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것처럼 설정되곤 한다. 그러나 계급이 단순히 자본

주의 생산양식의 구조적 위치로만 환원할 수 없는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역사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젠더 역시 그러하다. 젠더를 가부장적 권력관계에서 구조적으로 결정된 실체로 분

석에 도입할 경우, 현실의 성별불평등은 결국 가부장적 사회구조 탓이라는 동일한 결론을 반

복하는 데 그치게 되며, 페미니즘 노동 연구는 가부장제의 불합리성을 폭로하는 수준에 머무

르게 되기 쉽다. 따라서 여성 노동 분석에 도입되어야 하는 변수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젠더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역사적 실체로서의 젠더여야 한다(Benería, 2003; Folbre,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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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구조조정

본 연구는 1987년 이후 전개된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구조조정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수

출자유지역은 기업이 물품의 반입과 반출 및 중개를 관세 및 통관절차 없이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 내국세 감면, 각종 시설 및 부지의 저가 이용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법이 적용되는 산업공간이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은 한국 최

초의 수출가공구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이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은 1971년 가동된 이래 

2000년 6월까지 생산 중심의 수출가공구로 운영되다가, 2000년 7월부터는 무역업, 물류

업, 정보처리업 등의 기능이 추가된 종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되었다. 이때부터 마

산수출자유지역의 공식 명칭은 마산자유무역지역으로 바뀌었다.24) 

사례연구방법에서 단일사례를 채택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해당 사례가 이론에서 

제시된 명제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 때이다(Yin, 2011: 91-2). 본 

연구는 여성 집중 제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성 노동 유연화를 노동계급 

가구와 지역노동시장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노동력재생산 조건과 관련지어 설명하

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단일사례로 마산수출자유지역 기업의 구조조정

이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제조업 여성노동시장의 변화가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산업지

구이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은 1971년 외국자본 전용 산업공단으로 출발하였다. 이곳에는 

자국에 비해 저렴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중소영세규

모 외국기업들이 입주했다. 덕분에 여성 고용인원만 최대 2만8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여성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최대 3만6천여 명에 육박했던 고용규모가 2012년에는 6천여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고용규모의 급격한 감소는 대부분 여성 고용에서 발생하였다. 

1987년까지 전체 고용의 70% 이상에 육박하던 여성 노동자 비중은 1988년부터 급격하게 

24)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이란 생산, 교역,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해 관계법령의 적용

을 배제하거나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특정 지역을 의미한다(최해범, 2003: 72). 입주자격

을 제조업으로 한정했던 마산수출자유지역(Masan Free Export Zone: MAFEZ)은 기업 유치를 

확대할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Masan Free Trade Zone: MFTZ)으로 개편되었으나 입주기업 

대부분은 여전히 제조업체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 예전의 명칭인 마산수출

자유지역으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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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기 시작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는 남성 노동자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  

둘째, 마산수출자유지역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입된 새로운 자본축적방식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한 산업지구이다. 1987년 이후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수출규모는 고용규모

와 반대로 변화했다. 198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던 수출규모는 1990년대 후반부터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1980년대 중반 수출액의 3, 4배 규모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고용규모의 축소가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쇠퇴 징후가 아니라, 구조조정이 성공적으

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기반한 자본축적방식이 1987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생산방식으로 전환된 사

회적 과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산업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을 기점으로 이루어

진 마산수출자유지역 고용구조와 수출규모의 이 같은 변화는 다음의 <그림 1-2>에서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1-2> 마산자유무역지역 수출액 및 성별 고용인원 변화(1971~2012년)
백만$ 명

연도
자료: 마산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 http://www.ftz.go.kr/kor/Morgue/Total/totalYear.jsp

셋째, 각기 다른 규칙이 작동하는 노동시장에 배치되어 있는 남성과 여성은 노동시장 

외부에서는 가족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로 인해 남성노동시장에서 작동하는 규칙의 변

화는 가족관계에 기반한 노동력재생산 과정을 경유하여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성 집중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발생한 1987

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남성노동시장의 변화는 여성 노동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마산수출자유지역은 특히 노동력재생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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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의 성별분절 부문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여성 노동에 미치

는 영향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사례이다.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창원국가산업단지(이하 창원공단)를 중심으로 대규모 남성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

문이다. 창원공단은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되고 3년 후에 남성 고용이 집중되는 기계

산업 집적지로 조성되었다. 동일한 생활권역 내에 남성노동시장과 여성노동시장이 인접

하여 형성된 마산·창원지역은 1987년 이후 여성 노동 유연화를 같은 시기 고용안정성

과 임금수준이 상승한 남성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하기에 좋은 사례이다.  

넷째,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창원지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 

외환위기 당시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경우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수출호황

을 누렸다(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162). 한편 창원지역의 경우 1998년 생산액이 전년

도에 비해 8.4% 감소하였지만 수출액은 오히려 26.7% 증가했다. 2000년에 이르면 생산

액과 수출액이 각각 전년도 대비 10.7%, 15.2% 증가하면서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났다(이광우·남두현, 2010: 247). 외환위기가 고용에 미친 파급효과 역시 다른 지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창원에서는 전국적으로 감소한 제조업 상용직 비중이 오히

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성균, 2000). 따라서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는 1987년 이후 

형성된 구조조정의 동학이 최근까지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덕분에 마

산수출자유지역의 구조조정 과정과 지역노동시장 및 노동계급 가구 구조 파악을 위해 문

헌조사나 구술사분석과 같은 역사연구방법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동원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전개된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구조조정은 

하나의 사례에 국한된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복합연구방법(mixed 

method)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일사례연구에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자료

단일사례연구에서는 양적, 질적 연구기법을 하나의 연구에 통합한 복합연구방법을 사

용하는 것이 적합하다(Axinn & Pearce, 2006: 1). 분석단위를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각각

의 분석단위마다 다양한 분석기법이 결합될 때 단일사례에 대한 통찰력이 증가될 수 있

기 때문이다(Yin, 2011: 100).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마산수출자유지역 기업, 마산·창원

지역의 노동계급 가구와 지역노동시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분석단위마다 양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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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법과 질적 연구기법을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⑴ 마산수출자유지역 관련 자료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원에서 1987년 발간한 마산수출자유지역 15년사, 매월 발행한 

1990년에서 1999년까지의 마산수출자유지역현황, 그리고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매월 발행한 2000년에서 2013년까지의 마산자유무역지역현황에는 입주기업체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1987년에서 2013년까지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입주

했던 240개 기업의 입주 및 폐업연도, 투자액, 투자국, 성별 고용인원, 수출실적, 내수실

적, 생산품의 종류에 대한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기업 구성 및 

규모, 경영 실적, 산업, 고용에서의 변화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한편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운영, 입주기업체의 경영전략, 노동력 관리 방식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구성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전

반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입주기업 이익단체

인 마산자유무역기업협회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마산수출자유

지역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987년 이후 경영 성과가 성공적으

로 나타난 기업 두 군데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각각의 기업에서 20년 이상 근

속한 관리자들과 두 기업의 하청기업들의 관리자들,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가 면접대상에 

포함되었다. 피면접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의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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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마산수출자유지역 관련 피면접자의 기본 정보

일련
번호

일시 이름 성별 소속 직업/직책

1 14. 5. 28. 서OO 남 산업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과장

2 14. 5. 28. 이OO 남 (사)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사무국장

3 15. 2. 28. 김OO 남 전 마산자유무역지역 A사 (전)관리직 부장

4 15. 2. 24. 곽OO 남 전 마산자유무역지역 A사 하청업체 (전)관리직 과장

5 12. 8. 21. 이OO 남 마산자유무역지역 B사 서울영업본부 사장

6
12. 9. 4.
14. 5. 28.

허OO 남 마산자유무역지역 B사 관리직 부장

7 15. 2. 24. 송OO 남 마산자유무역지역 B사 하청업체 사장

8 14. 7. 11. 이OO 여 마산수출자유지역 B사 노동조합 부위원장 사무직 노동자

그 밖에도 산업연구원, 한국노동교육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 마산수출자유지역과 

관련하여 발행한 연구보고서들을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상태와 변화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

용하였다(산업연구원, 1990a; 1990b; 2005; 한국노동교육원, 2007). 

⑵ 마산·창원지역노동시장 관련 자료 

정부에서 수집한 노동 관련 통계자료들은 전국 단위의 표집이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

분이다. 이러한 자료들로부터 지역 단위 자료를 추출할 경우 표본 수가 너무 적기 때문

에 지역노동시장 분석에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단위 고용

조사는 2008년부터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수집한 지

역별고용조사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원자료를 마산·창원지역노동시장 분석에 사

용하였다. 

한편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원자료에서 제공하는 마산·창원지역의 기

업 단위 고용 자료 또한 분석에 사용하였다. 1994년부터 실행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

사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수 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마산·창원지역에 

국한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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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 관련 자료

본 연구의 목적은 1987년 이후 크게 변화한 산업구조, 노동시장, 계급관계의 맥락에서 

여성 노동 유연화를 설명하는 데 있다. 1987년 이후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남성 

집중 제조업의 임금 상승 및 고용안정과 여성 집중 제조업의 고용 감소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 같은 특성은 결혼과 자녀 출생의 가구 구성 과정이 1990년대 이후에 발

생한 노동계급 가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은 

1987년 이후 달라진 지역노동시장 조건 하에서 구성된 노동계급 가구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노동계급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선별하기 위해 출생연

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남성의 생애과정이 유아기 7년, 학령기 12년, 군 복무 3년으

로 구성된다고 봤을 때, 취업까지는 최소 22년이 걸린다. 따라서 남성의 생애과정이 일

반적인 경로로 진행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아래의 <그림 1-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65년 이전에 출생한 남성은 1988년 이전에, 1966년 이후에 출생한 남성은 1989년 이

후에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 후 결혼 및 자녀 출생까지 

수년의 기간이 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966년 이후 출생자는 1990년대 이후에 가

구를 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1965년 이전 출생자로 구성된 노동계급 가구는 

1987년 이전에 이미 구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87년을 전후하여 변화한 지역노

동시장 조건이 노동계급 가구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각각 87년

이전세대 가구와 87년이후세대 가구로 칭한다.     

<그림 1-3>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남성의 출생연도에 따른 취업 시기 추정

1965년 이전 출생자 취업 시기 1966년 이후 출생자 취업 시기

1987년 이전 1988년 1989년 1990년 이후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은 87년이후세대 가구이다. 따라서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중 1966년 이후 출생했으며 현재 배우자와 미혼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을 꾸리고 있는 남

성과 여성을 설문 및 면접조사의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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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원지역 노동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이 자료는 필자가 2015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조사한 설문자료이다(설문문항은 <부

록>을 참고). 설문지는 총 156부를 배포하여 136부를 수거한 후, 결측치를 제외한 131부

를 최종 표본으로 삼았다. 이 자료는 노동계급 가구의 남편과 아내 각각의 젠더관계에 

대한 인식, 여성의 노동생애와 임금노동 참여에 대한 인식, 가구경제의 조건을 파악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87년이후세대 가구를 모집단으로 표집하기 위해 조사대

상 가구를 선정하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남편과 아내 모두 1966년 이후에 출생한 가구

둘째, 남편이 마산·창원지역의 사기업에서 관리직이 아닌 임금노동자로 일하는 가구

셋째, 자녀가 있는 가구

다음의 <표 1-3>은 표본 가구의 기본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본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남편이 생산직에 종사하고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가구가 가장 많이 포함

되어 있다. 남편의 월평균임금은 364만6천원으로, 지역별고용조사 2013년 자료에 제시

된 마산·창원지역 제조업 30, 40대 노동계급 남성의 월평균임금 304만7천원에 비해 다

소 높게 나타난다. 가구의 총소득은 월평균 427만9천원으로 가계운영비의 대부분이 남편

의 임금소득으로 충당되고 있다. 남편과 아내는 주로 30, 40대이며 2명의 자녀를 둔 경

우가 가장 많다. 남편과 아내 각각의 교육연수가 14.1년, 13.6년으로 양자 사이에 큰 차

이가 없으며 주로 고졸 학력인 경우가 많다. 남편의 76.4%, 아내의 81.6%가 행정구역상 

시 단위 이상의 도시에서 성장기를 보냈으며, 이들 대부분은 마산, 창원 출신이거나 부

산, 울산을 포함한 인근 도시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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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표본 가구의 특성

가구 남편 아내

남편
직업

생산직 90(68.7)

연령
분포

20대 4(3.1) 6(4.6)

반전문기술직 19(14.5)
30대 56(42.7) 78(59.5)

사무직 18(13.7)

40대 71(54.2) 47(35.9)서비스직 4(3.1)

남편
고용형태

정규직 89(67.9)
평균교육연수 14.1년 13.6년

비정규직 42(32.1)

평균자녀수 1.8명

성장
지역

시 
단위 
이상

마산/창원 46(35.1) 60(45.8)

부산/울산
/경남

42(32.1) 37(28.2)
남편
월평균임금

364만6천원 기타 12(9.2) 10(7.6)

군 
단위 
이하

경남 22(16.8) 20(15.3)

월평균소득 427만9천원
기타 9(6.8) 4(3.1)

전체사례수 131(100.0) 전체사례수 131(100.0) 131(100.0)

단위: 개, 명 (%)

② 영남지역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동자 생활 및 의식 조사

2002년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수집한 영남지역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동자 생활조사와 영남지역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동자 의식조사의 원자료

를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에 대한 조사 설계와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자료에는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된 울산, 경남, 부산, 양산지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

동조건, 가구경제, 교육 및 주거, 가족생활 및 노동조건에 관한 주관적 평가와 만족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영남지역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

동자 생활조사의 경우 1,123개의 표본 중 434개, 영남지역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소

속 노동자 의식조사의 경우 1,208개의 표본 중 431개에 해당하는 마산·창원지역 노동

자에 관한 정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5) 이 조사의 설문문항은 정진상·김재훈·이종래(2003)에 수록된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8 -

③ 면접 자료

노동계급 가구의 성별분업과 젠더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동계급 기

혼남성과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비교 사례로 사용하기 위

해 남성 가구주가 1965년 이전 출생했으며 농촌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마산·창원지역으

로 이주해 온 87년이전세대 가구의 기혼여성에 대한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피면접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의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4>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 관련 피면접자의 기본 정보

일련
번호

일시 이름
성
별

출생연도
결혼
연도

자
녀
수

직업

남편 아내 남 여

9 13. 4. 7. 정OO 여 1969 1971 1999 2남
사무직
노동자

(전)마산수출자유지역
A사 사내하청업체
생산직노동자

10 15. 2. 24. 김OO 여 1969 1976 1998
1남
1녀

생산직
노동자

가내노동자

11
13. 5. 17.
15. 5. 16.

이OO 여 1968 1970 1997
1남
1녀

사무직
노동자

가내하청관리총괄 및 
가내노동자

12 15. 4. 19. 박OO 여 1973 1972 1998 2남
생산직
노동자

가내노동자

13 15. 4. 14. 김OO 남 1970 1973 1999
1남
1녀

생산직
노동자

사무직노동자

14 15. 4. 14. 박OO 남 1973 1973 2005 1남
생산직
노동자

전업주부

15 15. 2. 22. 김OO 여 1980 1979 2006 2남
사무직
노동자

전업주부

16 15. 8. 6. 김OO 여 1974 1975 2004 2남
생산직
노동자

생산직노동자

17 15. 9. 21. 박OO 여 1968 1974 1999 2남
생산직
노동자

전업주부

18 15. 9. 22. 정OO 여 1973 1975 2001
1남
1녀

판매직
노동자

사무직노동자

19 13. 2. 5. 이OO 여 1949 1953 1974 3남
건물보수
노동자

(전)가내노동자

20 13. 4. 8. 박OO 여 1958 1960 1982 2녀
생산직
노동자

(전)마산수출자유지역
C사 생산직노동자

21
13. 2. 6.
15. 5. 17.

이OO 여 1954 1955 1980
1남
1녀

생산직
노동자

가내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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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창원지역 노동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질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노동계급 가구의 성별분업과 젠더관계에 대

한 탐색이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계량화한 자료는 성별분업과 

젠더관계에 대한 노동계급 남성과 여성의 인식 경향 및 분포는 보여줄 수 있지만, 그들

의 주관적 인식에 내포된 의미까지 파악할 수는 없다. 면접조사 자료는 노동계급 남성과 

여성의 성별분업과 젠더관계에 대한 인식에 내재된 실질적인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해

석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면접조사는 일단 피면접자로 하여금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추가하는 반구조화 면접으로 이루어졌다. 반

구조화 면접은 비교적 개방된 형태로 구성된 면접 상황에서 피면접자에게 되도록 자유로

운 발언의 여지를 줌으로써 그들의 견해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다

(Flick, 2013: 155). 다음의 <표 1-5>는 반구조화 면접조사에 사용한 질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26)

26) 면접 및 설문조사에서 성역할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질문들은 강이수(2009), 이재경·

이은아(2003), 장미혜(2005)를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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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노동계급 가구의 성별분업 및 젠더관계에 대한 면접조사 문항

다음의 일은 주로 누가 처리하는가?
1) 남편, 2) 아내, 3) 대부분 함께, 4) 가족 및 친

척, 5) 고용한 사람, 6) 기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가?
1) 동의하지 않는다, 2)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3) 

대체로 동의한다,  4) 동의한다

1. 주택마련, 이사, 투자 등 가정의 경제적 문제

에 대한 계획

2. 가족모임이나 여행과 같은 집안의 큰 행사에 

대한 계획

3. 생활비의 관리

4. 가족의 경조사를 주로 챙기는 사람

5. 집안 청소

6. 식사 준비

7. 설거지

8. 자녀들이 문젯거리를 주로 의논하는 사람

9. 자녀들의 일상생활을 돌보아주는 사람(학교 

보내기, 목욕시키기, 병원 데려가기 등)

10.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돌보아주는 사람(학교

방문, 학습관리, 숙제돕기 등)

11. 노부모 챙겨드리기(댁에 방문해서 살피기, 

음식 등 챙기기, 병원 모시고 가기 등)

12. 아픈 식구 간호하기

1. 여자가 돈을 벌더라도, 가족의 생계부양은 일

차적으로 남편의 책임이다.

2. 집안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

로 있다. 

3.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집안일은 일

차적으로는 여성의 책임이다. 

4. 남편과 아내는 집안의 모든 일에서 동등한 결

정권을 가져야 한다.

5.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

의 역할이 따로 있다.

6. 여성은 자녀 양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여성은 출산 후에도 직장 생활을 지속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8. 출산 후 자녀를 친인척이나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다면, 여성이 직장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유아기의 자녀를 돌보는 것은 일차적으로 어머

니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 교육 문제

는 일차적으로 어머니의 책임이다.

⑷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여성의 임금노동 경험 및 노동운동 관련 자료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여성의 임금노동 경험에 관한 자료는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

하였다. 기혼여성의 경우 가구 구성을 계기로 취업을 중단한 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면접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결혼 전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노동생애에서 노동과정, 노동조건, 직장 내 

인간관계 등 임금노동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이 직업 

생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임금노동의 경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조사 대상으로는 앞의 <표 1-4>에 제시된 피면접자들 중 1966년 이후에 출생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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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여성들이 해당된다. 

조사 대상에는 미혼여성 노동자도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미혼여성 노동자에게 가구 

구성에 대한 전망이 임금노동 경험을 구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

였다.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여성의 전형적인 생애경로를 따르지 않은 미혼여성 노동

자의 사례를 비교자료로 활용하였다. 

한편 마산·창원지역 노동운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1990년대 초까지 노동운

동에 참여했던 두 명의 여성 노동운동 활동가를 면접하였다. 이들은 1987년 이후 마산수

출자유지역 노동운동 과정에서 활동가로 성장하여 1990년대 초까지 노동운동에 적극 참

여하였다. 현재에는 마산·창원지역에서 여성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아래의 <표 1-6>은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표 1-6>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여성의 임금노동 경험 및 노동운동 관련 

피면접자의 기본 정보

일련
번호

일시 이름 성별
출생
연도

결혼
여부

직업

22 15. 3. 2. 김OO 여 1994 미혼 창원공단 a사 사무직노동자

23
14. 11. 14
15. 3. 7.

한OO 여 1993 미혼
(전)창원공단 b사 생산직노동자, 
(전)c사 사내하청노동자

24 15. 4. 15. 김OO 여 1990 미혼 창원공단 c사 생산직노동자

25 14. 11. 14. 최OO 여 1978 미혼 초등학교 과학실험원

26 15. 3. 2. 최OO 여 1969 미혼
(전)마산수출자유지역 D사 생산직노동자, 
(전)백화점 입점업체 위탁 관리자, 창원
공단 d사 사무직노동자

일련
번호

일시 이름 성별 이력 소속 직책

27
14. 7. 12.
15. 2. 25.

이연실 여
1988년 마산수출자유지역 
한국TC전자(주) 노동조합 
부위원장

바람골그가게 대표

28
14. 7. 12.
15. 2. 25.

이옥선 여

1987년 마산수출자유지역 
한국태양유전(주) 노조간부
1990년 창원공단 (주)OEC
동양전자 노조간부

마산창원
여성노동자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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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문의 구성

2장에서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기업 및 고용구조의 특성을 중심으로 1987년 이후 마

산수출자유지역의 산업지구로서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다. 1987년 노동

자대투쟁을 기점으로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기초한 생산비 절감 전략을 

고수하기 어려워진 입주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이 장에서는 마산수출자유지

역의 산업지구로서의 특성과 기업 및 고용구조의 특성이 1987년을 전후로 어떻게 변화

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1987년 이후 전개된 마산수출자유지역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여성 노

동 유연화로 귀결되었는지를 노동과정과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노

동과정이 재조직되는 과정에서 기혼여성 노동자들에게 유연화 압력이 집중되었고, 이는 

남성 중심 노동조합과의 타협에 근간한 협력적 노사관계에 의해 뒷받침되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4장에서는 지역노동시장과 노동계급 가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마산수출자유지역 

기업들이 기혼여성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규

명한다. 이 장에서는 지역노동시장의 성별분절에 조응하여 구성된, 여성의 임금노동 참

여에 수용적인 1.5인소득자 가구가 기혼여성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고 불안정노동에 따른 

생계 위험을 완화함으로써 기혼여성이 유연노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

였음을 보여줄 것이다. 

5장에서는 불안정하고 성차별적인 노동 현실이 노동계급 가구의 젠더관계를 기반으로 

수용 가능한 노동 경험으로 전환되는 기제를 분석함으로써,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남성 

중심 노동조합과의 타협에 근간한 협력적 노사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이었

는지를 규명한다. 이 장에서는 노동계급 가구의 젠더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모성 중심 

노동생애전망과 동반자 의식이 불안정노동과 작업장의 성차별을 수용 가능한 노동 경험

으로 전환하는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여성 노동자가 배제된 노사간 타협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줄 것이다. 

끝으로 6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문의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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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1987년 이후 마산수출자유지역의 변화와 
기업 및 고용구조의 특성

1971년 외국자본 전용 공업단지로 설립된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는 1987년 노동자대투

쟁을 기점으로 입주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2장에서는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기업 구성 및 고용구조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산업지구로서의 시기별 특성을 개괄한다. 2절에서

는 1987년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이전 시기와는 크게 달라진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기업 구성의 양상과 고용구조의 특성을 분석한다.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근간하여 외국자본의 단순조립공정을 담당하는 생산기지로 출발한 마산수출자유지역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점차 해외로 확장된 생산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그리고 인근의 창

원, 울산, 거제지역에서 발달한 기계, 자동차, 조선과 같은 남성 집중 산업과 연관된 산

업지구로 전환되고 있다. 

1. 마산수출자유지역의 형성과 변화

1) 단순조립가공에 특화된 생산기지: 1971~1987년

마산수출자유지역은 한국 정부의 수출지향공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외국자본 전

용 공업단지로 출발하였다. 당시 정부는 마산과 익산, 양 지역에 수출가공구를 설치하면

서 제조업부문 외자기업을 유치하여 산업 및 수출 증진, 고용 확대, 선진기술 이전을 도

모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제시한 장밋빛 미래에는 아랑

곳없이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입지한 외국자본은 핵심기술을 자국에 남겨 두고 국내에서는 

노동집약적 공정의 단순 반복적 업무만 담당하게 하였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은 국내분업

과 연계되지 않은 채 초국적자본의 수직적 생산네트워크와 곧장 연결되는 영지경제구역

(enclave economy)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이상철, 1992: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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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외자기업 대부분은 일본계 기업들이었다. 아래의 <표 2-1>

을 보면, 입주기업과 투자액에서 일본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비중은 미미했음을 알 수 

있다.27) 게다가 다른 국가로부터의 투자액이 점차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계 기

업들의 투자액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 2-1> 마산수출자유지역 소속국가별 기업 개수 및 투자액

연도
기업체 수 (개) 투자액 (달러)

일본 미국 한국 기타 일본 미국 한국 기타

1971
20

(90.9)

2

(9.1)
0 0

4,065,735

(88.4)

150,000

(11.6)
0 0

1975
95

(90.5)

8

(7.6)
0

2

(1.9)

78,135,863

(87.8)

9,739,913

(11.0)
0

1,119,000

(1.2)

1980
76

(86.4)

10

(11.4)
0

2

(2.2)

102,776,919

(91.0)

8,272,299

(7.4)
0

1,834,813

(1.6)

1985
56

(70.9)

8

(10.1)

13

(16.5)

2

(2.5)

102,898,311

(81.7)

5,550,430

(4.4)

14,242,092

(11.3)

3,201,000

(2.6)

출처: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1987) p.309. <표 Ⅲ-7>, pp.329-330. <표 Ⅲ-20> 재구성.

주 1. 괄호 안은 비중(%)을 표시한 것이다. 

일본계 자본의 유입은 1970년대 일본의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었다. 전후 

고도성장을 거친 일본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경향이 뚜렷하

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노동집약적 업종의 자본축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1970년대 초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집약적 업종의 일본계 자본은 자국에 비해 극히 저

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마산뿐만 

아니라 대만, 필리핀 등에 설치된 수출가공구들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조성된 것들이었

다(한국사회연구소, 1990).

사정이 이렇다보니 설립 초기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일본계 기업들 대부분은 일

본의 주력공장을 완전히 이전해온 전자, 정밀기기, 섬유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27) 1980년 12월 내국인 단독투자가 가능하도록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 개정되면서 1981년부터 

국내기업의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표 2-1>에 따르면, 법 개정 후 불과 4년만인 1985

년에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국내자본은 일본계 자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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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기업들이었다. 이 기업들은 주로 본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해서 본사가 주문

한 제품을 조립, 가공한 후 본국으로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기업들의 인

사, 원자재 조달, 생산, 마케팅, 투자 등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은 모기업이 장악하고 있

었다. 이 기업의 관리자들은 모기업에서 하달된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이었다. 이 기업들은 외형적으로는 독립적인 기업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위치한 

모기업의 분공장에 불과했다(심상완, 2005). 

비교적 자본규모가 큰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의 사정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초국적

기업의 판매 전략에서 한국시장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모기업은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에 무관심했다. 이 기업들은 외형적으로는 초국적기업의 자회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모기업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분업체제에서 단순조립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공장의 성

격을 지니고 있었다(임종운, 1987).

이와 같이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일본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영세자본과 국제하청생

산네트워크를 갖추기 시작한 초국적자본의 단순조립가공 대행기지로 자리 잡았다. 독자

적인 경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보유한 경쟁력의 원천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막대한 제도적 혜택과 본국에 비해 극히 저렴한 노동력이 거의 전부였다.28) 

정부는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외자기업들에게 다른 산업지구에 비해 월등하게 유

리한 혜택을 제공했다. 첫째,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외자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입주 후 5년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세금을 면제받았다. 반면 국내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고도의 기술업종일 경우에만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였다. 둘째, 

마산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에게는 입주 및 수출입 등과 관련된 행정 절차가 극히 간소하

게 처리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셋째, 이익금 및 원금의 거의 무제한적 송금이 

보장되었다. 넷째, 정부가 직접 조성한 공장부지 혹은 공장이 국내 다른 지역보다 극히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되었다. 다섯째,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청29)에서 취업을 직접 알선

하여 안정적인 노동력 수급을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완화 

28) 1973년 일본의 고졸 학력을 가진 여성 노동자의 초봉은 평균 129.29달러인데 반해 한국의 중

졸 학력을 가진 여성 노동자의 초봉은 20.01달러에 불과했다(이창복, 1974: 1214).

29)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청은 1970년 4월 3일 개청하였다. 이후 1973년 1월 16일 대통령령 제

6,462호로 발족한 공업단지관리청 산하의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로 축소, 재편되었다. 1977년 

3월 공업단지관리청이 폐지되면서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는 상공부 직할 조직으로 변경되었

다(이상철, 2008: 66). 현재에는 산업자원부 산하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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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배제하여 노동조합의 결성 및 단체행동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봉쇄하였다(상공부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87: 105-113).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혜택은 비슷한 시기에 

설치된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지역의 여타 수출가공구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유리한 것

이었다(한국사회연구소, 1990: 250). 

한편 마산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들에게 농촌에서 유입된 여성 인구는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공급원이 되어 주었다. 아래의 <표 2-2>를 보면, 마산수출자유지역 남성 노동자

의 임금은 제조업 전체 평균임금수준을 웃돈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자대

투쟁이 발생한 1987년 이전까지 제조업 전체 월평균임금의 50% 남짓에 불과했다. 

<표 2-2> 마산수출자유지역 성별 월평균임금 분포
                                                                                    단위: 원

연도 1973 1976 1979 1980 1983 1986 1987 1990

여성(A) 11,177 38,070 66,642 82,236 123,494 157,000 215,000 477,000

남성(B) 26,283 79,937 161,311 196,888 278,072 367,000 425,000 823,000

제조업전체(C) 22,330 51,681 119,515 146,684 226,790 294,485 328,696 590,760

A/B(%) 42.5 47.6 41.3 41.8 44.4 42.8 50.6 58.0

A/C(%) 50.1 73.7 55.8 56.1 54.5 53.3 65.4 80.7

출처: 김춘택(1991) p.48. <표 23> 재구성.

마산수출자유지역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국내 다른 지역 여성 노동자들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었다. 1973년 3월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월평균임금은 1만4천555원이었다. 이는 

같은 시기 여성 노동자가 밀집한 산업지구였던 구미공단 월평균임금 1만9천391원의 75% 

남짓한 금액이었다(이창복, 1974: 1214 <표 9> 참고). 1980년대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

았다. 1986년 마산수출자유지역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여성 노동자 전체 월평균임

금 17만6천40원보다 낮은 15만8천948원에 불과했다(강인순, 1986: 43 <표 15> 참고).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외국자본이 누렸던 이점이 차츰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대체로 10% 수준에서 상승하였던 명목임금이 1970년대 

후반부터 매년 3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농인구가 감소하고 여성의 학령기가 

길어지고 서비스산업의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는 미혼여성 채용이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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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수월하지 않게 되었다. 새로운 저임금 생산지로 중국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1986년 

12월에는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행동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봉쇄하였던 ｢외국인투자기

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최장 8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입주기업에 대한 제반 특혜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 또한 다가오고 있었다

(조미진, 1990: 37).30)

2) 노동운동의 성장과 자본축적의 한계: 1987~1989년

1980년대 초반부터 이미 변화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었던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전면

적인 자본 재구조화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었다. 마산수

출자유지역이 전국적으로 불어 닥친 노동운동의 열풍에 휩싸이면서 가부장적 노동통제와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근간한 기존의 자본축적전략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설립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 마산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 대부분은 단순조립가공을 담

당하는 분공장들이었다. 이 기업들은 기계화 및 자동화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노동

을 자동화된 기계시스템에 통합하여 기계의 속도에 맞추도록 하는 기술적 노동통제를 실

행하기는 어려웠다. 저임금 노동력 활용이 주된 목적이었던 기업들에서 임금 유인을 활

용한 노동통제가 실행될 리도 없었지만, 영세한 자본규모로 인해 이를 실행할 만한 역량

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통제는 인격적 관계에 기초한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이상철, 1992: 148-9). 

노동통제를 위한 인격적 관계에 적용된 것은 가부장적 가족관계였다. 대부분의 작업장

에서 가부장적 가족관계가 재현되었다. 젠더와 연령은 기업의 핵심 조직원리로 활용되었

다. 우선 연령 제한을 통해 나이가 어린 여성들이 선별 채용되었다. 이들에게는 사원으

로 입사하여 조장을 거쳐 반장이 될 수 있는 승진체계가 부여되었다. 반면 남성 노동자

는 입사와 더불어 반장 다음의 직급인 기사부터 출발하였다. 여성 노동자에게만 결혼 후 

퇴직관행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가 반장 이상의 직급으로 승진할 기회를 가지

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작업장에서 직급이 가장 높은 여성 노동자라도 갓 입

사한 남성 노동자보다 직급이 낮은 것이 보통이었다. 연령, 근속연수를 막론하고 모든 

30) 1970년 1월 1일 공포된 ｢마산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르면, 입주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재

산세, 취득세, 종합소득세는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 간 100%, 다음 3년 간 50%가 감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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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들은 직장 내 모든 남성의 지휘와 관리 하에 놓여 있었다(강인순, 1986: 50). 

기업의 조직 위계가 가족관계에서 관철되는 나이 어린 여성과 남성 연장자 사이의 위

계와 조응하게끔 설계된 이 같은 방식은 효과적인 노동통제 기제로 작동하였다. 관리직 

남성은 생산직 여성의 가부장으로 군림했다.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 성장한 나이 어린 

여성들에게 작업장에서 남성과 맺는 이 같은 사회적 관계는 크게 어색하지 않았다. 남성 

관리자의 여성 노동자에 대한 통제는 너무나 쉽게 가부장의 전횡과 폭력으로 비화되었

다. 일상적인 반말 사용은 기본이었고 폭언이나 폭행 또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다(강

인순, 2001: 131).31) 이는 1981년에서 1982년 사이 마산수출자유지역 신발제조업체에서

의 노동 경험을 구술한 다음의 자료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신흥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인격적으로 언어폭력이 비일비재했어

요. 욕설을 한다거나 부서에서 때린다거나 이런 일이 예사였어요. 이런 거 상상이 안 

갈 건데 그 당시에는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중략)… 말이 그냥 욕을 섞어서 

하는 게 일반적이었구요, 뺨 때리는 것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신흥화학이 

노조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 그러면, 언어폭력, 사람 때리고 이랬던 

관리자들 갈아 치우는 게 첫 번째 요구였어요(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2015: 231-233).

게다가 정부는 외국자본 투자 유인을 명목으로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봉쇄

해버렸다.32) 정부의 든든한 후원을 등에 업은 자본은 물리적인 폭력을 수반하기도 했던 

가부장적인 노동통제방식을 노동자의 조직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을 별달리 염두에 두

지 않은 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7년 7월 울산에서 시작된 노동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폭발적으로 전개되자 

마산수출자유지역 노동자들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섭을 요구하였

31) 1982년에 출판된 최순임의 수기에 따르면, 지각이나 근무자세 불량 등을 이유로 체벌도 다반

사로 이루어졌다고 한다(최순임, 1982: 61-78: 이상철, 1992: 149에서 재인용). 

32)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근거하여 수출자유지역에서의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행동을 이중으로 억압하는 제

도적 틀을 구축하였다. 전자의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조설립신고 절차를 극도로 까다

롭게 만들었다. 또한 쟁의 발생 시 정부의 즉각적인 조정과 중재를 통해 쟁의상황이 지속되기 

어렵게 하였다. 후자의 법으로 여기에 추가적인 제한이 덧붙였다. 쟁의 발생 시 정부는 ｢노동

쟁의조정법｣의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쟁의행위를 즉각 중지시키는 긴급조정을 결정

할 수 있으며 긴급조정 결정 후 30일 이전에는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상의 

규제가 적용되는 수출자유지역에서 노동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했다(이상철, 2008: 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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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운동의 무풍지대나 다름없었던 마산수출자유지역에 1987년 8월 한 달 동안에만 

75개 입주업체 중 21개 업체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41개 업체에서 쟁의가 발생하

였다. 이 때 마산수출자유지역 전체 노동자의 67%에 달하는 2만5천여 명의 노동자가 투

쟁에 참여했다(김하경, 1999a: 51). 노동조합은 이듬해에는 38개, 1989년에는 42개로 증

가하였다(강인순, 2001: 132; 정수원, 2000: 21).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한 세력은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전 세계 수출가공구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깨부쉈다. 그들은 결코 

‘유순’하지도 ‘순종적’이지도 않았다. 자본은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여성 노동자들의 조직을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자본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회

유, 협박, 폭력을 통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하거나, 남성 노동자들을 포섭하여 노동

조합 집행부를 장악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자 하였다.33)

자본과의 대립이 첨예해질수록 여성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은 더욱 고양되었다. 노동운

동에 가담한지 불과 1년 만에 노동조합 부위원장직까지 맡게 된 다음 구술자의 발언은 

자본의 비타협성이 노동계급의 저항의식과 상승작용을 일으켰던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준

다. 구술자는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1987년 여름 어느 날인가 일과를 막 시작하려는데, 동료 노동자가 작업장으로 와서 

탈의실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던 동료 몇 명이 관리자들한테 맞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그 길로 탈의실로 달려가 관리자들의 폭행을 말리다가 그들과 한 편으로 몰려 함께 

창고에 격리됐다. 창고에 갇힌 채 그들이 나눠주려다 실패한 유인물을 읽어보니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뿐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다.34)

자본에 대한 격렬한 저항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여성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은 빠른 속

도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억압적인 작업장 질서가 여성 노동자들의 강

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 리 만무했다. 

노동자들의 조직적 저항이 거세지자 자본은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간의 대립을 

33) 1987년 노동자대투쟁 시기 마산수출자유지역 노동운동에 대한 사측의 대응방식은 강인순

(2001)과 김하경(1999a)에서 확인할 수 있다. 

34) ｢이연실 구술｣(인터뷰 #27, 2014년 7월 12일; 2015년 2월 25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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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함으로써 계급갈등을 노동계급 내부 갈등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특권적 지위를 누

려온 남성 노동자들은 자본의 주된 포섭 대상이었다.35)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기업들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남성 노동자들이 구사대로 조직되었다. ‘노동조합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회사를 구한다(救社)’는 명분을 앞세운 남성들은 극악한 수준의 물리적 폭력

을 여성 조합원들에게 행사하였다. 

(1988년 7월 11일)…갑자기 노란 헬멧, 빨간 장갑, 워키토키, 군화 등으로 완전무장한 

구사대 100여 명이 노조간부 5명을 4층 강당으로 끌고 가서는 구석에 꿇어앉혀 놓고 

전신을 닥치는 대로 구타했다. 이러한 야만적 폭행 과정에서 구사대원들은 ‘씨를 말려

버리겠다’고 하며 여성의 중요 부문을 집중 구타했으며, 이연실 부위원장은 입이 삐뚤

어지면서 전신마비 증세가 나타났는데 ‘아직 안 죽었다’고 그대로 방치했고, 이미선 총

무부장이 복막염 수술한 것을 알고 그 부분만 집중 구타하는 등 이성을 잃은 폭력을 

행사했다(강인순, 2001: 229 괄호 안은 필자 추가).

노동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마산수출자유지역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들과의 극렬한 

대립을 경험했다. 여성 노동자들에게 남성들의 행동은 비도덕적, 비합리적인 것으로 해

석되었다. 이로 인해 지금껏 가부장적 젠더관계에 기대어 유지되어온 작업장 질서에 균

열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혼여성을 남성 연장자에게 순종하는 노동력으로 전제

한 기존의 노동통제방식이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잘 작동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한편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임금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앞서 제시한 <표 

2-2>에 따르면, 1983년에서 1986년 사이 마산수출자유지역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2만3천494원에서 14만7천원으로 19% 정도 인상되었지만,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35) 자본은 남성 노동자에게 고용 보장, 하청업체 설립 지원, 금전적 보상 등을 약속하며 남성 

노동자들을 여성 노동자들로부터 분할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그러나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

자와 대립하게 된 것은 비단 자본이 약속한 경제적 보상 때문만은 아니었다. 특권적 대우를 

받으며 장기 근속한 관리직 남성들의 경우 조직몰입도가 높았다. 그들은 여성 노동자들의 ‘소

요’로 인해 회사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자본의 주장에 쉽게 동조하였다. 그들은 진심으로 노

동조합으로부터 ‘회사를 구해내고자(救社)’ 했다(조미진, 1990: 52). 한편으로는 노동운동 과정

에서 나타난 여성 노동자의 진취성과 적극성이 남성의 저열한 우월의식을 자극했다. 남성들은 

작업장에서 행사하던 여성 노동자에 대한 가부장적 권력을 회복하고 싶어 했다. 아무리 자본

의 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행한 폭력의 내용과 강도가 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나

타난 데에는 이러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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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5천원에서 82만3천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자본의 필요에 따라 강제

되다시피 했던 장시간노동 또한 예전처럼 쉽게 활용하기 어려워졌다. ‘유순하고 순종적

인’ 미혼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근간한 자본축적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워

진 자본은 기존 축적전략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해야만 했다. 

이렇게 마산수출자유지역 자본의 대대적인 재구조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전자, 정

밀기기, 섬유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적 부문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였다. 폐업은 영

세자본이 급격한 임금 상승의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여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폐업은 자본이 생산시설을 저임금 지역으로 이

전해버리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었다. 설립 당시 저렴하고 ‘유순한’ 노동력을 활용할 목적

으로 이전해온 기업들은 마산수출자유지역의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자 또 다시 저렴하고 

‘유순한’ 노동력을 찾아 서둘러 이동해갔다.36)

3) 동아시아 생산관리거점으로의 전환: 1990년 이후

1987년에서 1993년 사이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는 20개 기업이 폐업하였다. 이 중 17

개 기업이 외자기업이거나 합작기업이었다. 1987년 당시 이들 20개 기업에 고용되어 있

던 인원은 8,628명으로, 이는 당시 마산수출자유지역 고용인원의 30%에 달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불과 6년 만에 1987년 당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과 일자리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자본 전체가 전면 철수를 위한 초읽기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무

엇보다도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는 이미 노동과정에 익숙한 양질의 여성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임금수준은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비해 매우 낮았지만 노동통제가 

용이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저임금 이점이 상쇄되는 요인이 

36) 한국수미다전기라는 일본계 전자부품기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72년 수미다 자본은 일본

에서 운영하던 생산공장을 마산수출자유지역으로 완전히 이전하였다. 설립 당시 한국수미다전

기는 수미다 자본의 유일한 생산공장이었다. 수미다 자본은 한국수미다전기를 발판으로 이후 

대만, 싱가포르 등지에 생산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홍콩에 무역상사를 설립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였다. 1987년 한국수미다전기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수미다 자본은 서둘러 위탁생산체

제로 운영되는 공장을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설립하고 생산물량을 이전하더니, 노동조합 설립 

후 불과 2년만인 1989년 한국수미다전기의 폐업을 단행하였다(강인순, 2001: 246; 조미진, 

1990: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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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했다.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자본주의적 노동과

정에 익숙한 훈련된 여성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강인순, 1998; 2000).37) 

단기간의 급격한 임금 상승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만한 자본규모를 갖춘 초국적기

업 자회사들은 전면적인 자본 철수 대신 구조조정을 선택하였다.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이 기업들은 그 동안 축적한 생산기술 및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지로 생산을 확장해 가는 거점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환에는 두 가지 요인이 주요하

게 작용하였다. 

첫째, 일본계 전자산업 초국적기업의 국제 생산네트워크가 핵심부품 생산과 조립형제

품 생산으로 분화되어 확장되었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핵심부품 및 소재 생산에서 일

본계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더욱 강화되었다. 일본계 기업은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전개하였다. 핵심부품은 일본을 거점으로 개발, 생산된다. 본국에서 생산한 핵심

부품이 장착되는 조립형제품은 현지 진출이나 제휴를 통해 동아시아 여러 기업들로 하여

금 제조, 판매하도록 한다(오재훤·조성재, 2005: 74).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입지한 일본계 

초국적자본의 축적전략 또한 이와 같은 틀에서 운용되었다.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은 모기

업이 개발, 생산한 핵심부품 및 소재가 장착된 조립형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요 거점

으로 전환되었다. 이 기업들은 동아시아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해 생산기술 및 관리기법을 

전수하고, 이렇게 구축된 생산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둘째, 국내 완제품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한국 현지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부품

기업이 대부분인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은 국내 완제품기업과의 독자적인 주문계약을 통해 

모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산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업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주문량을 제 시간에 최소의 불량률로 생산하기 위해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 공장들과 연계되어 있는 생산공정 전반을 조정, 관리하는 역할을 담

당하게 되었다. 예컨대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B기업의 경우 모기업이 구축한 생산네트워

크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3개의 중국 현지공장이 있다. 이곳에서 조립

된 부품은 마산수출자유지역으로 비관세로 수입되어 역내 공장에서 최종조립 및 품질검

사 과정을 거친 후 자체의 영업 역량으로 주문계약을 체결한 완제품기업에 납품된다.38) 

37) 한국일선이라는 일본계 전자부품기업은 일부 공정을 중국으로 이전했다가 보다 숙련을 요하

는 복잡한 공정을 다시 마산 공장으로 복귀시키기도 하였다(조미진, 1990: 43). 

38) ｢허OO 구술｣(인터뷰 #6, 2012년 9월 4일; 2014년 5월 28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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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기업뿐만 아니라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일본계 전자부품기업들 대부분이 수도권에 영업소

를 두고 있으며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 공장을 두고 있다.39)

일본계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의 역할 재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음의 <그림 2-1>에 나타나듯이,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고전을 

면치 못했던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경제적 성과가 1994년을 기점으로 반전되기 시작한 것

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수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94년 22억2천달러였

던 수출액은 2000년대에는 2배 이상 증가하여 평균 40억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 같

은 경제적 성과는 가파르게 상승한 수출액과는 달리 투자액은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였

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994년 9.7달러에 불과했던 투자액 대비 수출액은 최고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2008년에는 22.2달러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2-1> 마산수출자유지역 투자액, 수입액, 수출액 및 무역수지 변화(1970~2012년)

백만$

연도
자료: 마산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 http://www.ftz.go.kr/kor/Morgue/Total/totalYear.jsp

최근에는 국내 완성품제조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동반진출을 꾀하는 국내 부

품기업들이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기업들에게 

39) 전자산업 미국계 초국적기업의 자회사였던 한국TC는 1988년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자본을 완전히 철수해버린다. 당시 미국계 초국적기업의 주요 시장은 미국이었다. 

전 세계 저임금 지역에서 조립, 가공을 마친 생산품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재수입되어 판매되

었다(한국사회연구소, 1990: 88). 내수지향적인 미국계 초국적기업에게는 수출지향적인 일본계 

초국적기업과는 달리 한국 현지시장의 성장이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자회사를 유지하도록 할 만

한 유인이 되어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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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한 통관절차, 관세를 포함한 조세 감면 등의 법적,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는 마산수

출자유지역은 해외로 확장된 생산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삼기에 유리한 지역으로 여겨진

다.40)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이제 외국자본, 국내자본을 막론하고 지구화된 생산네트워크

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유인하는 산업지구로 전환되고 있다. 

2.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기업 구성 및 고용구조의 특성

1) 기업 구성

⑴ 초국적기업 자회사

입주기업의 국적별 구성 현황만 보면 마산수출자유지역은 더 이상 외자기업 중심의 

산업지구가 아니다. 2013년 현재 마산수출자유지역 102개 기업 중 100% 외국자본으로 

구성된 기업은 13개에 불과하다. 41개사는 100% 국내자본으로 설립되었다. 48개사가 합

작기업이지만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그런데 13개에 불과한 외자기업들

이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현재 무려 85.4%에 달한

다. 이런 점에서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여전히 외자기업 중심의 산업지구라고 할 수 있다. 

13개의 외자기업 중 11개사가 초국적기업 자회사이다. 이 중 2000년대에 입주한 2개

사를 제외한 9개사는 마산수출자유지역 설립 초기부터 운영되어 온 기업들이다. 이 기업

들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규모의 자본과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마산수

출자유지역 수출의 거의 대부분은 이 9개사에 의한 것이다. 2012년 수출총액에서 이 9개

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4.9%에 달한다. 

초국적기업 자회사는 대부분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일본계 기업들이다. 다음의 <표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2개사와 전자완제품 최종조립공정을 

수행하는 1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일본계 기업들이다. 이 기업들

은 마산수출자유지역 설립 초기에 입주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현재에 이르렀

40) ｢서OO 구술｣(인터뷰 #1, 2014년 5월 28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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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 기업들은 마산수출자유지역의 30여 년에 걸친 역사적 궤적을 만들어 온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3> 마산수출자유지역 초국적기업 자회사 현황(2013년)

기업명
설립

연도
산업중분류

모기업 

출신국
모기업명

모기업

특성

(주)노키아tmc 1984
통신방송장비

제조업
핀란드 NOKIA

완제품

제조기업

한국소니전자(주) 1973
전자부품

제조업
일본 SONY

완제품

제조기업

한국태양유전(주) 1973
전자부품

제조업
일본

太陽誘電株式会社

TAIYO YUDEN. CO., LTD.

부품

제조기업

한국중천전화(주) 1973
전자부품

제조업
일본

中川電化産業株式會社

NAKAGAWA ELECTRIC IND. CO., LTD.

부품

제조기업

한국산연(주) 1973
전자부품

제조업
일본

サンケン電気株式会社

SANKEN ELECTRIC CO., LTD.

부품

제조기업

한국성전(주) 1973
전자부품

제조업
일본

ホシデン株式会社

Hosiden Corporation

부품

제조기업

한국일선(주) 1973
전자부품

제조업
일본

日本製線株式会社

Nippon Seisen Cable., Ltd.

부품

제조기업

한국TSK(주) 1973
자동차부품

제조업
일본

株式会社ハイレックスコーポレーション

HI-LEX CORPORATION

부품

제조기업

한국정상화성(주) 1974
자동차부품

제조업
일본

株式会社イノアックコーポレーション

INOAC CORPORATION

부품

제조기업

자료: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마산자유무역지역현황. 2013년 12월호.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은 마산수출자유지역 설립 초기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다른 외자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저임금에 기초한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입주하였다. 이 기업들은 

저임금 노동력을 단순조립공정에 대거 동원하는 축적전략을 사용하였다. 초국적기업 자

회사들은 다른 외자기업들에 비해 기업규모가 훨씬 컸다. 대부분이 300인 이상의 고용규

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1,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도 다수 존재했다.

1987년 이후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근간한 축적전략을 더 이상 고수할 수 없는 상황에

서 기존 경영방식의 전면적인 수정은 불가피했다. 이 기업들에서 실행된 구조조정의 성

과는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음의 <그림 2-2>에 나

타난 바와 같이, 1990년 5억달러 수준이었던 수출규모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40억달러

로 10년 사이에 무려 8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용규모는 이와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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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움직였다. 1990년 6,235명이었던 고용인원이 2007년에는 3,102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

어들었다.41) 이는 자본 구성을 고도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이루

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 마산수출자유지역 초국적기업 자회사의 수출액 및 고용인원 
변화(1990~2012년)

백만$ 명

연도
자료: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마산수출자유지역현황. 1990~1995년 11월호. 1996~1999년 

12월호.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마산자유무역지역현황. 각년도 12월호.

⑵ 국내 부품기업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외자기업들은 하나 둘씩 자본을 

철수하기 시작했다. 1987년 당시 입주해 있던 74개의 기업 중 2012년에도 여전히 영업

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은 20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의 수는 매년 평

균 70여 개 정도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폐업한 기업의 수를 상쇄할 만큼의 기업

들이 꾸준히 입주했기 때문이다. 2013년 현재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해 있는 제조업체 

41)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초국적기업 자회사의 수출액 및 고용인원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은 

(주)노키아tmc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데서 비롯된 바가 크다. 휴대폰 최종조립공정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1984년 설립된 (주)노키아tmc는 1990년대 이후 마산수출자유지역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2010년을 전후해 스마트폰시장 진입에 실패한 모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013년 모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주)노키

아tmc는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결국 2014년 4월 최종 폐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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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102개에 달한다. 그런데 1987년 이후 신규 입주한 기업들의 성격은 1987년 이전 

입주했던 기업들과는 크게 다르다.  

다음의 <표 2-4>는 1990년 이후 신규 입주한 기업들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외국자본 투자 비중에서 확인된다. 신규 입주기업들의 외국자본 비중은 

19.0%에 불과하다. 마산수출자유지역 투자액은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외국자본 165만

달러, 국내자본 76만달러로 외국자본 비중이 여전히 높다. 그러나 이는 1970년대 입주한 

소수의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의 성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1990년대 신규 입주기업들 대부

분은 주로 국내자본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표 2-4> 마산수출자유지역 1990년 이후 입주한 기업의 특성

국가별 투자액
(천$)

국내자본 107,588 (81.0%)

외국자본  25,204 (19.0%)

생산품 특성

완제품 22개

부품 126개

전자 43개

자동차 31개

기계 29개

조선 7개

2012년 총 수출액
(천$)

1990년 이전 설립기업(20개사) 2,003,405 (87.6%)

1990년 이후 설립기업(68개사)   284,509 (12.4%)

영업 여부
(2013년 12월말 기준)

영업중 82개

폐업 66개

자료: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마산수출자유지역현황. 1990~1995년 11월호. 1996~1999년 12월호.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마산자유무역지역현황. 각년도 12월호.

신규 입주기업 대부분은 부품기업들이다. 위의 <표 2-4>를 보면,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주요 생산품인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43개로 여전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

러나 예전에는 드물었던 자동차부품제조업체가 31개로 큰 폭으로 늘었다. 기계부품제조

업체 역시 29개에 달한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마산수출자유지역 기업이 창원의 기계 및 자동차산업, 울산의 자

동차 및 조선산업, 거제의 조선산업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재구성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인근에 위치한 전자, 자동차, 조선산업 대기업의 하청관계망에 포함된 부품기업들이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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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하면서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점차 남해안 공업지대를 따라 이루어진 공업계열화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이광우·남두현, 2010: 160). 애초에 지역산업과 연관이 없는 영지

경제구역으로 출발한 마산수출자유지역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지역산업과 밀접하게 연

계된 산업지구로 재편되고 있다.

1990년 이후 신규 입주한 부품기업들은 자본규모가 영세한 소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개

수로는 82개나 되는 이 기업들이 2012년 현재 마산수출자유지역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고작 12.8%에 불과하다. 이 기업들의 영세성은 고용규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표 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 이후 입주한 기업들 중 노동자 

수가 50인 미만인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4%나 된다. 반면 100인 이상의 비교적 

많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3.3%에 불과하다. 자본규모가 영세한 이 기업들은 

경기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앞서 제시한 <표 2-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0년 

이후 입주한 148개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66개의 기업이 폐업하였다. 

<표 2-5> 마산수출자유지역 1990년 이후 입주한 기업의 고용규모별 분포

10인 미만 10~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인 이상

23개
(17.0%)

64개
(47.4%)

30개
(22.2%)

18개
(13.3%)

자료: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마산수출자유지역현황. 1990~1995년 11월호. 1996~1999년 12월호.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마산자유무역지역현황. 각년도 12월호.
주1: 해당 기업이 영업한 기간 중 고용규모가 최고인 연도의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와 같이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는 1987년 이후 빠져나가버린 외자기업들의 빈 자리

가 인근 지역의 전자, 자동차, 기계, 조선산업과 연계된 영세규모의 부품업체들로 채워졌

다. 이 기업들의 경제적 성과는 초국적기업 자회사와 비교했을 때 초라할 정도로 작다. 

그러나 다음의 <그림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기업들의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고용인원 역시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초국적기업의 자회사들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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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마산수출자유지역 1990년 이후 입주한 기업의 수출액 및 고용인원 
변화(1990~2012년)

백만$

연도

명

자료: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마산수출자유지역현황. 1990~1995년 11월호. 1996~1999년 12월호.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마산자유무역지역현황. 각년도 12월호.

최근에는 대기업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동반 해외진출을 꾀하는 부품기업들에게 

마산수출자유지역이 해외로 확장된 생산의 관리 및 조정의 거점으로 선호되고 있다.42) 

이로 인해 마산수출자유지역 외부에서 성장한 비교적 자본규모가 큰 건실한 부품기업들

이 입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위의 <그림 2-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서서 나타나는 수출액과 고용인원의 비약적인 증가는 이와 같은 기업들의 입주가 이

루어진 덕분이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의 30여 년에 걸친 역사의 주인공이 초국적기업 자회

사였다면, 이후의 역사는 아마도 국내산업을 토대로 성장하여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

는 이 기업들의 궤적으로 쓰일 것이다.  

2) 고용구조

1987년 이전까지 여성 노동자는 마산수출자유지역 전체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의 <그림 2-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 고용규모는 해마다 부침이 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최대 고용규모를 기록한 1987년 여성 노동자 수는 2만8

천여 명에 달했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은 명실상부한 여성 노동자 중심의 산업지구였다. 

42) ｢서OO 구술｣(인터뷰 #1, 2014년 5월 28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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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마산수출자유지역 성별 고용인원 변화(1971~2012년)
명

연도
자료: 마산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 http://www.ftz.go.kr/kor/Morgue/Total/totalYear.jsp

1987년을 기점으로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고용규모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변화는 주로 

여성 고용에서 발생했다. 남성 고용규모 또한 줄어들긴 했지만, 여성 고용규모만큼 극적

으로 감소하지 않았다. 게다가 여성 고용규모는 꾸준히 감소한 반면, 남성 고용규모는 

1990년 이후부터는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급기야 2011년에 이르면 남성 고용

규모가 여성을 앞질렀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이제 더 이상 여성 노동자 중심의 산업지

구라고 할 수 없다.  

위의 <그림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8년에서 1993년에 이르는 불과 5년 남짓 밖

에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여성 고용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는 대규모 여성 고

용을 창출했던 외자기업들이 폐업을 단행한 탓도 있지만, 이 시기 이루어진 감원이 주로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탓이 크다. 1987년에서 2013년 사이에 마산수출자유지

역에 입주했던 총 225개 중 절반이 넘는 123개의 기업이 폐업하였다. 그 중 81개사의 

폐업은 2000년 이후에 발생한 것이었다. 정작 여성 고용규모가 절반 이하로 급격하게 감

소한 1987년에서 1993년 사이에 폐업한 기업은 20개에 불과했다. 따라서 1987년 이후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여성 고용규모의 급격한 감소는 폐업보다는 감원에서 비롯된 바

가 크다. 

1993년 이후에도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고용규모는 꾸준히 감소한다. 입주기업들이 주로 

부품기업들이라, 완제품기업의 주문량에 따라 생산량이 들쭉날쭉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구조조정의 압력을 주로 감원을 통해 흡수하였다. 주문량 변동의 충격을 흡수할 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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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규모를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폐업 또한 속출하였다. 감원이나 폐업으로 인한 실직의 

위험은 일상이 되었다.   

한편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단순조립공정에 대거 동원된 저임금 노동력은 나이 어린 

미혼여성들이었다.43) 남성 노동자가 배치되는 소수의 관리직 일자리를 제외하면 절대 다

수를 차지하는 생산직 일자리 대부분은 여성 노동자의 몫이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여성 

노동자들은 비교적 동질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미혼이면서 유사

한 학력수준을 지녔고, 취업 전 별다른 생산 관련 기능을 학습한 경험이 없었으며, 근속

기간이 짧았다(강인순, 1986: 35-7; Kim, 1997: 28). 이들의 임금수준은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동시대 다른 여성 노동자들보다도 낮았다.44)

1990년대 이후 여성 집중 산업의 외자기업이 밀집해 있던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남성 

집중 산업의 국내기업들이 대거 진입하였다. 이로 인해 소수의 남성 관리직, 다수의 여

성 생산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던 기업들의 고용구조가 기업 특성에 따

라 상이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⑴ 초국적기업 자회사: 여성 고용규모 축소

우선 초국적기업 자회사의 경우 고용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다음의 <그림 2-5>를 

보면, 해마다 진폭이 있긴 하지만 고용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주로 여성 고용규모의 감소 추세에 조응한다. 남성 고용

규모는 2000년대 중반까지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다. 1987년 1,182명이었던 남성 고용인

43) 여성 고용 비중이 높은 것은 비단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제3세계를 중

심으로 세계 곳곳에 포진해 있는 수출가공구들에서도 여성 노동력이 주로 활용된다. 수출가공

구에는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해 단순조립공정을 운영하는 초국적자본이 주로 유입된다. 저렴

한 여성 노동력을 선호하는 초국적자본이 입지하면서 손놀림이 섬세하고 성격이 유순하며 단

조롭고 지루한 노동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이 강한 것을 여성성으로 규정하는 젠더 이데올

로기가 창출된다. 이는 초국적자본이 저임금 일자리만 창출하는 상황을 정당화하고 남성과 여

성의 위계적 관계에 근거한 노동통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활용된다(Elson & Pearson, 

1981). 

44)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덕에 간신히 남성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에 도달하기 전

까지,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대략 40% 수준에 불과했다. 제조업 평균임금수준

에 비해 마산수출자유지역 남성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높았고 여성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낮았

다(<표 2-2> 참고).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성별임금격차가 특히 큰 산업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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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2000년대 내내 거의 2,000여 명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였다. 

고용규모 변동의 진폭 또한 크다. 이는 초국적기업 자회사 대부분이 전자부품기업이라

는 데서 기인한다. 전자산업의 경우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 주력 생산품을 기반으로 영

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4~5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점점 짧아지는 추세이다. 부품

기업의 경우 특히 완제품기업의 필요에 따라 생산품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의 

진폭이 클 수밖에 없다. 고용규모의 변동 폭이 크다는 것은 이 기업들이 시장 변동에 노

동력의 수량적 조정으로 대응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5> 마산수출자유지역 초국적기업 자회사의 성별 고용인원 변화(1987~2013년)
명

연도
자료: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마산수출자유지역현황. 1990~1995년 11월호. 1996~1999년 12월호.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마산자유무역지역현황. 각년도 12월호.
주1: <표 2-3>에 제시된 9개사의 수출액 및 고용인원 변화를 표시한 것이다. 이 기업들은 

2013년 현재 운영중이면서 1987년 이전에 입주한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이다. 

기업의 필요에 따라 진입과 퇴출의 대상이 된 노동자들은 주로 여성들이었다. 위의 

<그림 2-5>에도 나타나듯이, 큰 폭의 증감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여성의 고용 양상과 

비교했을 때 남성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했다. 초국적기업 자회사들

에서 여성 노동자는 시장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절판으로 사용되었다. 여성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남성 노동자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1987년 이전까지 이 기업들에 고용된 여성 노동자의 절대 다수는 미혼여성이었다. 이 

기업들은 채용 시 엄격한 연령 제한을 적용하여 17세에서 22세 사이의 젊은 미혼여성들

을 고용하였다. 게다가 여성 노동자에게는 결혼 후 퇴직관행을 적용했다(Kim, 199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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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87년 이후 결혼 후 퇴직관행이 규제되고 일상화된 과잉착취와 억압적인 작업

장 문화가 점차 개선되면서 결혼 후에도 노동을 지속하는 여성이 점차 증가하였다.45) 

게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이미 미혼여성을 모집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던 기업들은 

채용 시 적용했던 연령 제한을 완화하고 기혼여성을 고용하기 시작했다(Kim, 1997: 28

).46)47)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주기적으로 감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기혼여성에 비해 비교적 수월했던 미혼여성들이 우선적으로 희망퇴직을 신

청하는 경우가 많았다.48) 이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초국적기업 자회사의 여성 노동력 

구성에서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다.49)  

45) 1986년 마산수출자유지역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지속하겠다는 응답자는 10.24%에 불과하며 42.75%가 일을 그만두겠다는 확고한 의사

를 표시했다(강인순, 1986). 그러나 1995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그만두겠다는 확고한 의사

를 표한 여성은 20%에 불과했고 육아수당이나 탁아소 같은 모성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직장생

활을 지속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70%에 달했다(강인순, 1996a). 

46) ｢박OO 구술｣(인터뷰 #20, 2013년 4월 8일, 필자 채록). 이 구술자는 초국적기업 자회사인 C

사에 1986년에 입사하여 2003년 폐업될 때까지 근무했다. 입사 당시 기혼이었던 그는 1986년 

당시 C사의 ‘주부사원 공개모집’에 응시하여 입사했다. 

47)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로 꾸준히 유입되었던 농촌인구가 고갈되고 서비스산업이 성장하

면서 제조업 노동력 공급의 주축을 이루어왔던 미혼여성 노동자를 구하기가 점차 어려워졌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가시화된 제조업부문의 노동력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카드로 제시된 것

이 당시 정부에 의해 ‘놀며 쉬고(유휴: 遊休)’ 있는 노동력으로 규정되었던 기혼여성이었다. 

“제조업 인력난이 점점 가중된 결과 [1990년대 초반] 요즈음 마산의 경우 기혼여성 노동력 흡

수를 위해 인근의 진해, 진주 등의 도시에까지 봉고차 규모의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실정이다

(김순영, 1993: 2 [ ] 안은 필자 추가).”

48) ｢박OO 구술｣(인터뷰 #20, 2013년 4월 8일, 필자 채록).

49) 1987년 이후 초국적기업 자회사의 혼인상태별 여성 노동자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

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편적인 자료들을 통해 기혼여성의 비중이 점차 증가했음을 

추론해볼 수는 있다. 1986년 마산수출자유지역 298명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행된 조사에

서 기혼여성은 조사대상의 4.6%에 불과했지만 1995년 44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는 30%로 

나타난다(강인순, 1986; 1996a). 필자가 조사한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인 A사와 B사의 경우 여

성 노동자 중 미혼여성보다는 기혼여성 노동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김OO 구술｣(인

터뷰 #3, 2015년 2월 28일, 필자 채록); ｢허OO 구술｣(인터뷰 #6, 2012년 9월 4일; 2014년 5월 

28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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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국내 부품기업: 남성 집중 고용구조

1990년 이후 입주한 국내 부품기업들의 경우 초국적기업 자회사들과는 달리 고용규모

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아래의 <그림 2-6>을 보면, 이 기업들의 고용규모는 1990년대 다

소 진폭이 있긴 하지만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 비약적으로 성장하

였다. 이는 주로 남성의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1990년대까지는 

남성과 여성 고용규모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남성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2-6> 마산수출자유지역 1990년 이후 입주한 기업의 성별 고용인원 
변화(1990~2013년)

연도

명

자료: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마산수출자유지역현황. 1990~1995년 11월호. 1996~1999년 12월호.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마산자유무역지역현황. 각년도 12월호.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남성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자동차 및 기계부품기업의 고용

인원이 증가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의 <그림 2-7>을 보면, 1990년대까지는 전자부

품기업의 고용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자동차부품기업의 고용인원

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급기야 2013년에는 전자부품기업의 고용인원을 앞질렀다. 기

계부품기업의 경우 자동차부품기업에 비해 고용규모는 작지만 이 기업들의 고용인원 역

시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한 위의 <그림 2-6>에서 나타난 

짧은 주기로 증감이 반복되는 추세는 전자부품기업 고용규모 변동의 진폭에서 비롯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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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7>에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성 집중 산업에 속한 부품

기업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7> 마산수출자유지역 1990년 이후 입주한 부품기업별 고용인원 

변화(1990~2013년)

명

연도
자료: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마산수출자유지역현황. 1990~1995년 11월호. 1996~1999년 12월호.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마산자유무역지역현황. 각년도 12월호.

부품기업들의 성별 고용분포는 다음의 <그림 2-8>를 통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자부품기업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고용분포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다가 최근 

들어 남성의 고용 규모가 더 커졌다. 이 기업들 역시 전자산업에 속해 있는 초국적기업 

자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고용 변동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 기업들에서도 

고용인원 증감을 통해 시장 변동에 대응하는 경영전략의 주요 대상은 여성 노동자이다. 

게다가 이 기업들 대부분은 초국적기업 자회사에 비해 자본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고용 

변동의 폭이 더 크고 여성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더 심하다. 



- 66 -

<그림 2-8> 마산수출자유지역 1990년 이후 입주한 부품기업별 

성별 고용인원 변화(1990~2013년)

명

연도

연도

명

명

연도

명

연도

<전자부품기업> <자동차부품기업>

<조선부품기업><기계부품기업>

자료: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마산수출자유지역현황. 1990~1995년 11월호. 1996~1999년 12월호.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마산자유무역지역현황. 각년도 12월호.

자동차·기계·조선부품기업의 경우 여성 노동자의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 자동차 

및 기계부품기업의 고용규모가 2000년대 초반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여성 노동자 

수도 증가했지만, 여전히 고용인원의 절대 다수는 남성 노동자이다. 결과적으로 1990년 

이후 국내자본을 기반으로 설립된 부품기업들 중 상당수는 대부분은 남성 집중 사업장으

로 분류된다. 다음의 <표 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 이후 입주기업들 중 절반 이

상인 72개사가 여성 노동자 비중이 30% 미만이다. 반면 여성 노동자 비중이 70% 이상

인 기업은 고작 12개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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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마산수출자유지역 1990년 이후 입주한 기업의 여성 고용 비중에 따른 분포

30% 미만 30~50% 미만 50~70% 미만 70% 이상

72개
(53.3%)

28개
(20.7%)

23개
(17.0%)

12개
(8.9%)

자료: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마산수출자유지역현황. 1990~1995년 11월호. 1996~1999년 12월호.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마산자유무역지역현황. 각년도 12월호.
주1: 해당 기업이 영업한 기간 중 고용규모가 최고인 연도의 여성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국적기업에서는 여성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규모가 감

소하는 추세이다. 국내 전자부품기업에서는 남성 일자리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며, 

자동차 및 기계부품기업들에서는 주로 남성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

속된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노동자 중심의 산업지구였던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점차 

남성 노동자 중심의 산업지구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3. 소결

외자기업의 분공장이 입주해 있던 마산수출자유지역은 1987년 이후 구조조정이 이루

어지면서 독자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전자, 자동차, 기계, 조선부품기업들의 산업지구로 

변모하였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수출규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는 주로 1987년을 기점으로 구조조정에 돌입한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국내자본을 토대로 설립된 기업들은 입주기업의 절대다수

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이 기업들은 인근 지역의 창

원, 울산, 거제에 위치한 대기업의 하청관계망에 포섭된 부품기업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본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기업 구성이 변화하면서 고용구조 역시 변화하였다. 마산수출자유

지역의 노동력은 소수의 관리직 남성 노동자와 다수의 생산직 여성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남녀 노동자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노동자 성별 구성의 

이 같은 변화는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에서 여성 노동자 중심의 감원이 꾸준히 실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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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0년대 이후 자동차, 기계, 조선부품기업들이 입주하면서 남성 고용인원이 상대

적으로 증가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저렴한 노동력 비용으로 외국자본을 유인하는 수출가공구로 출발했던 마산수출자유지

역은 점차 초국적자본의 해외로 확장된 생산 관리 및 조정의 거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여성 노동자의 대대적인 축출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국내 부품기업들에는 주로 남

성 노동자가 고용된다.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노동자 중심의 산업지구였던 마산수

출자유지역은 점차 기계, 자동차, 조선과 같은 남성 집중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지

구로 재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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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마산수출자유지역 기업의 구조조정과 여성 노동 유연화

1987년 이후 비교적 자본규모가 큰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합

하도록 자본축적전략을 수정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잔류하는 

데 성공했다. 새로운 수익창출 방식을 안착시킨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은 성장을 거듭했지

만, 여성의 노동 현실은 이에 조응하지 않았다. 정규직 일자리는 대폭 줄어들었고, 성별

임금격차는 더욱 커졌으며, 고용은 불안정해졌다. 3장에서는 1987년을 기점으로 본격화

된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 노동 

유연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1987년 이후 새롭게 설정된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의 자본축적전략을 분석한다. 2절에서는 새로운 자본축적전략에 적

합한 방식으로 재조직된 노동과정을 분석한다. 자동화와 외주화 중심으로 노동과정이 재

조직되는 과정에서 실행된 감원 및 비정규 고용의 주된 대상이자 하청생산의 주력 노동

자는 기혼여성들이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3절에서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재

조직된 노사관계의 특성을 분석한다. 남성 중심 노동조합과의 타협을 근간으로 구축된 

협력적 노사관계는 여성 노동자들을 유연노동력으로 배치하는 전략이 노사갈등을 우회하

는 방법으로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여성 노동 유연화를 뒷받침했음을 보여줄 것이다. 

1. 초국적기업 자회사의 자본축적전략

1980년대 들어서면서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근간한 자본축적방식

을 취하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일만한 유인이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임금수준이 오르면서 한국은 1987년 전부터 이미 저임금 이점이 충분히 약화되고 있었

기 때문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그렇지 않아도 진행되었을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자

본 재구조화가 단기간에 더 파괴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50) 

50)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발생하고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마산수출자유지역 내 10개 기업

이 폐업을 단행하고 남은 기업들에서도 대규모 감원이 이루어지면서 실업자 수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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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전자 및 섬유산업 중소자본은 생산라인을 해외 저임

금 지역이나 당시 노동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생산시설을 완전히 옮겨버리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조만간 새로운 저임금 지역 

혹은 그린필드 지역으로 완전히 이전해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보였다.51) 

그렇다고 마산수출자유지역 모든 기업들의 철수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비

교적 자본규모가 큰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은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남았다. 그러나 여전히 

모기업의 분공장이어서는 저임금 이점이 약화된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다. 역내에 잔류한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단행되

었다. 구조조정은 단순히 기존 축적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준에 국한되지 않았다.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은 분공장 역할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영 역량을 갖춘 진정한 의미

의 자회사 지위로 올라서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축적전략이 실행되

었다. 모기업 브랜드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모기업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주

문량을 확보하기 위해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생산능력을 갖추는 축적전략이 실행되

었다. 모기업의 핵심부품 및 소재가 장착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한 많은 

제품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 및 품질 경쟁력 향상을 통해 자체적인 영업망을 확장하

는 축적전략이 실행되었다. 여기서는 두 기업의 사례를 통해 생산품 종류에 따라 두 부

류로 나뉘는 초국적기업 자회사의 자본축적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완제품기업: A기업 사례52)

 

모기업 브랜드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회사의 경우, 세계 각지에 위치한 다른 자회사

들보다 최대한 많은 주문량을 할당받기 위해 노동생산성 및 생산능력 배양에 주력하였

다. 예컨대 세계적인 브랜드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A기업의 경우 생산량 확보를 위해 

전 세계에 산재한 10여 개의 자회사들과 경쟁해야 했다. 모기업은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1989년 11월 현재 전국 외자기업에서 실직한 8,224명 중 75%에 해당하는 6,163명이 마산수출

자유지역 내 외자기업에 다니던 노동자들이었다(조미진, 1990: 37). 

51) 1988년 17억7천달러로 최고 정점을 찍은 수출액은 1990년 14억달러까지 감소하였고 1993년

까지도 전성기 때의 수출규모를 회복하지 못했다. 고용 감소는 그보다 더 급격하게 이루어졌

다. 1993년 고용인원은 15,397명으로 36,411명에 달했던 1987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52) A기업 사례는 A기업에 1986년에 입사하여 2012년 부장 직급으로 퇴사한 김OO와의 면접 내

용(인터뷰 #3, 2015년 2월 28일, 필자 채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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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자회사들로 하여금 생산비를 산출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신제품의 생산량

은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자회사에 우선적으로 할당되었고 신제품 판매량이 증가하여 

해당 자회사의 생산능력을 초과할 경우 다른 자회사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분되었다. 이러

한 조건에서 최대한 많은 생산량을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는 것이 A기업 경영 전략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저임금 노동력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방식이 이미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A기업은 공

정의 상당부문을 외주화하고 제반 공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A기업은 모듈생산방식을 도입하였다.53) A기업에서는 7개에서 8개 

정도의 모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최종 완성하는 공정만이 이루어졌다. 모듈은 외부의 

부품기업들로부터 조달받았다. 일찍이 마산·창원지역에 위치한 전자완제품기업들을 상

대로 전자부품 생산의 노하우를 축적해온 상당수의 기업들이 가까이 분포해있는 지역적 

조건은 A기업의 생산합리화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림 3-1> 마산수출자유지역 A기업의 수출액 및 고용인원 변화(1987~2012년)

백만$ 명

연도
자료: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1987)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마산수출자유지역현황. 1990~1995년 11월호. 1996~1999년 12월호.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마산자유무역지역현황. 각년도 12월호.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A기업은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위의 <그림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반 5억달러에 채 미치지 못했던 수출액이 1996년을 기점으로 급

53) 모듈생산방식이란 개별부품들을 조립하여 모듈(module)이라는 복합부품단위를 만들어 이를 

최종조립라인에 투입함으로써 최종생산을 단순화하는 방식을 말한다(김철식, 20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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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상승하여 2008년에는 40억달러를 훌쩍 넘어섰다.54) 반면 2008년 이전까지 고용

규모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1990년대 초반 250명 남짓했던 고용인원이 1990년대 

중반 600여 명 정도로 증가한 이후 2007년까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였다. 수치로만 봐

서는 무려 8배 이상 증가한 생산량을 불과 400여 명 정도 추가된 고용인원으로 감당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외주화에 있었다. A기업은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최종조

립공정마저도 상당부문 하청업체에 위탁하였다. 결국 A기업 자본축적전략의 핵심은 생산

기능을 외주화함으로써 노동력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부품 조달 및 관리기능에 집중함

으로써 생산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었다.   

2) 부품기업: B기업 사례55)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초국적기업의 자회사인 경우, 국내 전자산업 대기업들을 대상으

로 자체적인 영업망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였다. 예컨대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초국적기업 

자회사인 B기업의 모기업은 자회사들에게 모기업의 핵심부품 및 소재가 장착된 조립형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능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모기업의 분공장에 불과했던 B

기업은 점차 영업, 기술개발, 부품조달, 생산 및 품질 관리,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

한 독자적인 경영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대한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B기업 경영 전략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국내 전자완제품기업의 성장은 B기업이 분공장 지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진정한 의미의 자회사로 거듭나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다. 국내 전자완제품기업의 

성장 덕분에 B기업은 독자적으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내 전자완제품기업은 입찰

방식으로 부품업체를 선정하였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B기업은 기업 내부로는 

생산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외부로는 중국 상하이, 쑤저우, 칭다오 등 해외 저임

금 지역에 분공장을 설립하였다. 

54) 2012년 A기업의 수출액 및 고용인원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은 모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2013년 모기업 매각 과정에서 A기업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014년 최종 폐업하였다. 

55) B기업 사례는 1991년에 입사하여 현재 부장 직급에 있는 허OO와의 면접 내용(인터뷰 #6, 

2012년 9월 4일; 2014년 5월 28일, 필자 채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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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마산수출자유지역 B기업의 수출액 및 고용인원 변화(1987~2012년)

연도

백만$ 명

자료: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1987)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마산수출자유지역현황. 1990~1995년 11월호. 1996~1999년 12월호.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마산자유무역지역현황. 각년도 12월호.

 2000년대 들어서면서 B기업은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위의 <그림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반 7억달러 정도였던 수출액이 2002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여 

2010년에는 30억달러 가까이에 도달하였다. 반면 고용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1987년 

1,377명이었던 고용인원이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했던 2010년에는 절반에도 채 미치지 않

는 511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외주화가 꾸준히 전개된 결과

였다. 결국 B기업 자본축적전략의 핵심은 영업망의 관리와 확장을 통해 제품시장을 확보

하고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업 외부로 확장된 생산네트워크를 효과적으

로 관리하는 데 있었다. 

2. 노동과정 재조직과 기혼여성 노동 유연화

자본은 기업 내부에서는 공정을 자동화하고 노동집약적 공정을 기업 외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노동과정을 재조직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력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변동에 유연

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극대화했다. 이 과정에서 감원이 실행되고, 비정규 고용이 확대됐

으며, 역외하청기업에서 가내하청까지 이르는 외주생산이 확장됐다. 이와 같이 노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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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화하는 방식으로 노동과정이 재조직되는 과정에 동원된 노동자는 기혼여성들이었다. 

1) 공정의 자동화

1987년 이후 임금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빠르게 전개되었다. 이

로 인해 기업내 노동과정이 재편되면서 주로 생산직 여성 노동자 중심의 대량 감원이 

이루어졌다. 한편 생산량의 진폭에 따라 노동력의 동원과 해제가 유연하게 거듭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비정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감원 및 비정규 

고용의 주된 대상은 기혼여성 노동자들이었다. 

⑴ 감원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은 임금 상승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자동화를 진행하여 노동집약

적 공정을 축소하거나 폐쇄하였다. 구조조정 초기에는 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운영비의 일

부를 자동화기계의 구매에 사용하면서 기계 구매비에 해당하는 만큼의 감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동화가 이루어졌다. 추가적인 투자 없이 기존의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고용규모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방식의 자동화는 증가하는 노동력비용을 통제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생산능력을 배가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주요했던 완제품기업의 경우 자동화가 곧장 

노동력을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존 노동력을 대체하는 방식의 자동화를 

채택한 기업들은 주로 부품기업들이었다. 자동화는 특히 노동운동이 최고조로 고양되었

던 시기에 대규모 감원의 명분을 제공하였다. 자동화로 인한 실직은 생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미혼여성 노동자에게 집중되었다. 다음의 <그림 3-3>을 보면, B기업에서 1987

년 1,071명이었던 여성 노동자 수는 1993년에 이르면 344명으로 무려 727명의 여성 노

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결과적으로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많

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노동운동은 급속도로 동

력을 상실했다. 자본은 자동화를 앞세워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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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마산수출자유지역 B기업의 성별 고용인원 변화(1987~2013년)
명

연도
자료: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원(1987)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마산수출자유지역현황. 1990~1995년 11월호. 1996~1999년 12월호.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마산자유무역지역현황. 각년도 12월호.

그러나 수명주기가 짧은 전자부품의 특성상 부품기업들이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동화기계는 대량생산에는 유용했지만, 주문량에 맞춰 생산

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제품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전자부

품의 경우 안정적인 규모의 주문량이 확보되는 시기는 상대적으로 짧았다. 구제품과 신

제품의 주문량에 맞춰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하는 제품 전환의 과도기는 빈번하게 

찾아왔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면적인 자동화는 손실의 위험이 너무 컸다. 유연성은 노동

자의 몫으로 남겨졌다. 

부품기업에서는 동일한 생산품이 완전자동화공정, 반자동화공정, 직접조립공정으로 나

누어서 생산되었다. 유연성은 직접조립공정에 할당된 생산량 조정을 통해 확보되었다. 

신제품이 개발되면 자동화기계를 신제품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세팅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직접조립공정을 통해 주문량을 소화한다. 구제품의 주문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일차적

으로 직접조립공정에 할당된 생산량을 줄인다. 직접조립공정은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하

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직접조립공정에는 주로 기혼여성 노동자들이 투입되었다. B기업에서 완전자동화공정은 

대학교육을 받은 소수의 엔지니어들에 의해 관리되었다. 반자동화공정에는 주로 남성 노

동자들이 배치되었다. 직접조립공정에 투입된 기혼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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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초입 단계였던 1990년 전후에 입사한 후 결혼 후에도 근속한 노동자들이었다. 사측은 

직접조립공정에 의존하는 생산량의 상당부문을 하청기업에 위탁하고 싶어 했다. 그렇게 

하는 편이 근속기간이 긴 정규노동자들로 직접 운영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접조립공정은 늘 우선적인 감축 대상이었다. 앞서 

제시한 <그림 3-3>에 나타나듯이, B기업의 경우 여성의 고용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한 

1987년에서 1993년 사이 남성의 고용규모는 306명에서 423명으로 오히려 117명이 더 증

가하였다. 여성 노동자가 배치된 직접조립공정의 인원을 줄이는 한편으로, 자동화, 반자

동화공정에 배치할 남성 노동자들을 새로 고용하였기 때문이다.

직접조립공정에 투입된 노동자 대부분이 기혼여성이라는 점은 감원이 효과적인 구조조

정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감원이 기혼여성 노동자 중심

으로 이루어지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남성 노동자들의 동의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었

다. 덕분에 자본은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노사갈등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만일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기존 인력을 우선적으로 재배치하라는 노

동조합의 요구가 있었더라면, 사측은 기업 외부의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과정을 마친 노

동자를 충원하는 대신, 기혼여성 노동자들을 자동화공정에 재배치하기 위한 기술교육비

용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접조립공정에 배치된 기혼여성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 노동자들의 감원, 직접조립공정의 외주화, 그리고 남성 위주의 신규 채용이 이

루어지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이 노사간 큰 마찰 없이 무난하게 전개되었다. 

⑵ 비정규고용

생산량이 증가할 때에는 직접고용 비정규노동자가 활용되었다. B기업의 경우 주문량이 

증가할 때 직접조립공정에 투입할 신규 인력을 계약직 노동자로 충원하기도 했다. B기업

에서는 2002년 감원이 이루어진 직후 2003년부터 주문량이 치솟으면서 노동력이 부족해

지자 2005년 다시 신규 채용이 이루어졌다. 앞의 <그림 3-3>을 보면, 2005년 B기업의 

고용인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노동자들은 전원 계약직으로 고

용됐다. 이들 중에는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과 같이 한시적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다수는 안정적인 고용을 원하는 기혼여성들이었다. 이들의 바람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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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고용기간은 2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2007년 주문량이 줄자 고용계약은 해지되었

다. 2007년 이후 B기업에서는 더 이상 비정규노동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대신 2014

년 현재 B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조립공정은 사내하청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은 완제품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다 주요하게 활용되었다. 생산능력을 

고양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무엇보다 중요했던 완제품기업에서도 자동화는 진행되었

다. 그러나 자동화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회사들 

간 생산비 경쟁으로 매출에 비해 순이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제품기업에게 유연

하고 저렴한 노동은 생산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함과 동시에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A기업의 경우 1996년에서 2008년 사이 생산량이 8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2007년까지 고용규모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아래의 <그림 3-4>에 나타나듯이, A

기업에서는 1999년까지는 증가하던 고용인원이 2000년에서 2007년까지는 오히려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4> 마산수출자유지역 A기업의 성별 고용인원 변화(1987~2013년)

연도

명

자료: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1987)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마산수출자유지역현황. 1990~1995년 11월호. 1996~1999년 12월호.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마산자유무역지역현황. 각년도 12월호.

A기업 내부에서는 협력업체들로부터 구매한 모듈 형태의 부품들을 최종조립하는 공정

만 이루어졌다. 모듈생산방식 덕분에 A기업에서 직접 담당하는 생산공정을 아무리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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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했다 하더라도 고용인원을 전혀 늘리지 않고 증가하는 생산량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했

다. 그렇다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A기업은 다른 자회사들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는 점을 모기업에 어필하기 위해 

고용규모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애썼다. 늘어나는 생산량은 임시직과 사내하

청을 통해 해결했다. 공식적인 고용인원은 변화가 없었음에도 처음에는 1개의 공장을 

임대했다가 나중에는 7개까지 사용하게 되었다. 최종조립공정에 배치된 사내하청노동

자 수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급할 때는 임시직으로도 많이 채용했다. 생산량이 

많을 때는 마산, 창원, 진해는 물론이고 어떨 때에는 부산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하며 

아주머니들을 실어왔다. 고용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2008년부터 사내하청노동자

들을 계약직 노동자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 때의 고용인원이 사실 평소 A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 수라고 할 수 있다. A기업의 실제 노동자 수는 보통 3,000명에서 

3,500명 정도 됐었다.56) 

위의 증언에 따르면, A기업의 ‘고용 없는 성장’의 비결은 2,000여 명 이상이었던 것으

로 추산되는 비정규노동자들에 있었다.57) 이들 대부분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이었고, 생산

량이 많을 때에는 임시직노동자들도 대거 고용되었다.58)

비정규노동자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 앞서 제시한 <그림 3-4>를 보면, A기업에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계약직 노동자로 전환되기 전후의 성별고용인원을 비교했을 때,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남성 노동자 수가 337명 늘어난 것에 그친 데 비해 여성 노동

자 수는 312명에서 2,173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대부분은 기혼여성들이었다. 생산량이 

56) ｢김OO 구술｣(인터뷰 #3, 2015년 2월 28일, 필자 채록)

57) A기업 비정규노동자 규모는 A기업에 직접 고용된 인원만을 표시한 <그림 3-4>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이전까지 700여 명 안팎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던 고용인원이 갑자기 치솟

은 2009년 고용인원에서 힌트를 얻을 수는 있다. 김OO의 구술에 따르면, <그림 3-4>에 나타

난 바와 같이, A기업 고용인원이 2009년에 갑작스럽게 증가한 이유는 2008년에 사내하청노동

자를 A기업에 직접 고용된 계약직 노동자로 전환한 데 있었다. A기업의 고용인원은 2007년에

는 636명이었고 2009년에는 2,834명이었다. 그렇다면 대략 2,000여 명 정도로 추산되는 비정

규노동자들이 2008년 이전까지는 사내하청기업에 간접 고용된 형태로, 그 이후부터는 A기업에 

직접고용 계약직 형태로 근무했다고 할 수 있다. 

58) A기업 임시직노동자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산량이 많을 때는 인근 여

러 지역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정도였다는 증언에 근거해봤을 때 결코 적지 않은 규모였으리

라 짐작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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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날 때마다 임시직으로 고용되었던 노동자들 또한 주로는 기혼여성들이었다.59) 

2) 외주생산의 확대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식은 외주생산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마산수출자유

지역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다른 국가의 수출가공구와는 달리 역외 하청을 합법화하는 제

도가 채택되어 외주생산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1987년 이후 역내 임금 상승에 대응하여 

자본은 외주생산을 더욱 확대하였다. 역외가공기업에서 가내하청까지 포함하는 역외 하

청생산네트워크에 동원된 노동자 역시 기혼여성들이었다. 

⑴ 역외가공기업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역외에 많

은 하청기업들이 번성하였다.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는 외주생산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합법화하는 역외가공제도가 일찍부터 운영되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본규모가 영세했기 때문에 시장 변동에 취약했다. 이 기업들은 외주화를 통해 생산량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하청기업들에 분산하고 수요 변동에 따라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정

하는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당시 정부도 역외가공기업의 발전이 국내자본의 성장을 

촉진하고 부가적인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Kim, 1997: 24). 1973년 정부는 수출

자유지역 내로 수입된 물품이 역외로 반출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역외 외주생

산을 합법화했다.60)

59) ｢정OO 구술｣(인터뷰 #9, 2013년 4월 7일, 필자 채록). A기업 사내하청노동자로 근무한 구술

자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60) 역외가공은 1973년 3월, 수입 물품의 역외 반출을 허용하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 법안

에 근거하여 1974년 12월 공단청 고시 제14호로 ｢수출자유지역 물품의 역외수리 및 가공승인 

요령｣이 발표되면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역외가공 허용 조치에는 비관세 수입부

품과 이 부품들로 생산된 최종재가 국내시장으로 반출되어 국내자본의 이익을 잠식하는 위험

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조항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역외가공기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나 외주화로 역내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는 전혀 포

함되지 않았다. 역외가공제도는 역내를 노동권 보장의 예외적 영역으로 설정하는 제도와 맞물

려 역내, 역외 할 것 없이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창출하였다(허은, 2014: 336-9).

한편 1980년에는 역외가공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이전에는 30%까지 가능했던 역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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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는 생산량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하청기업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노동력비용 또

한 절감할 수 있는 경영 전략으로 활용되었다.61) 외주화의 대상은 부가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한 전문공정이 아니었다. 역외가공기업은 역내원청기업과 동일한 생산공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담당하였다. 역내원청기업은 원자재 조달에서 기술 및 기기 지원에 이르기

까지 역외가공기업의 생산공정 전반을 장악하고, 역내기업에서 적용되는 것보다 낮은 개

당 임금과 짧은 개당 작업시간을 적용하여 외주가공비를 결정하였다.62) 역외가공기업은 

실제로는 역내원청기업의 분공장과 다름없었다. 자본은 외주화를 통해 자체 시설과 고용

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없이 역내와 동일한 공정을 역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소화할 

수 있었다(허은, 2014).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역외가공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다음의 <표 3-1>을 보면, 역외가공기업의 고용인원은 마산수출자유지역 고용규모의 20% 

중반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87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역외 고용인원은 

1989년부터 다시 줄어들지만 역내 고용인원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생산과정에 동

원되는 노동자 중 역외가공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63) 역내 고용규

모의 25% 내외였던 역외가공기업의 고용규모는 1987년 이후 50% 수준으로까지 증가하

였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역외가공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1987년 이전에 비해 더 높아

졌음을 의미한다. 

공 공정량이 60%로 확대되었고 역외가공 기간 역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다(이기석, 

1987: 54). 당시 전 세계 많은 수출가공구 중에서 역외가공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

는 지역은 한국의 마산과 익산(당시 이리)의 수출자유지역 뿐이었다(김지병, 1986: 134). 

61) 외주화는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 이루어졌다. 첫째, 역내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만으로

는 제품의 전 단계 제조공정을 소화할 수 없는 경우, 둘째, 제품의 일부공정이 역외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 원가절감 등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 셋째, 일시 주문량의 증대로 기간 내 주문

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기업에서 조달받은 원·부자재의 단순가공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외주화가 첫 번째 이유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이인선, 1992). 

62) 이기석(1987: 55)에 따르면 1976년에서 1986년 사이 역내원청기업의 외주가공비 결정과정에

서 역외가공기업의 임금수준은 역내에 비해 대략 7.5%에서 14.7% 더 낮게 책정되었다. 결과

적으로 역외가공기업의 임금수준은 역내 원청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았다. 

1988년 1월 마산지방노동사무소가 조사한 바로는 30%에 달하는 역외가공기업이 최저임금고시

금액 이하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미진, 1990: 46). 

63) 1989년 이후 역외 고용인원이 줄어든 것은 외주화가 노사간 쟁점이 되자 1989년부터 추계방

식을 달리하였기 때문이다(이상철, 1992: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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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마산수출자유지역 역외 가공기업의 고용인원

연도 역외 고용인원(명) 역내 고용인원(명)
역내고용인원 대비 

역외고용인원 비중(%)1)

1976년 4,518 29,953 15.1

1980년 4,620 28,532 16.2

1984년 8,521 33,858 25.2

1986년 10,976 34,883 31.5

1987년 12,364 36,411 34.0

1988년 16,686 33,080 50.4

1989년 9,891 23,076 42.6

1990년 10,005 19,616 51.0

1991년 9,348 17,741 52.7

1995년 7,068 14,736 48.0

2003년 5,330 11,306 47.1

출처: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1997) p.195. <표 Ⅱ-29> 재구성.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마산자유무역지역현황. 2003년 12월호. p.5. 재구성.

주1. 역내 고용인원 대비 역외 고용인원 비중 = 역내 고용인원 ÷ 역외 고용인원 × 100

주2. 1989년을 기점으로 역외 고용인원을 추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이상철, 1992: 151). 

따라서 1989년을 전후한 역외 고용규모의 변화를 단순히 인원 수 비교를 통해 판

단하기는 어렵다.

외주화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 규모를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자

본은 노동집약적 공정의 자연감원을 방치하고 희망퇴직이나 지명해고를 실행함으로써 고

용인원을 줄여나갔다. 노동집약적 공정은 점차 역외가공기업의 몫이 되었다. 

자본은 역외가공을 통해 역내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다음의 <표 3-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역내 노동자 1인당 연간임금수준이 

1987년에서 1989년 사이 3,590달러에서 9,528달러로 불과 2년 동안 무려 5,938달러가 올

랐다. 1976년에서 1986년까지 무려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1,003달러에서 2,745달러로 

겨우 1,742달러 오른 것과 비교해보면 노동운동이 전개되면서 짧은 기간 동안 역내 임금

수준이 얼마나 빨리 상승했는지 알 수 있다. 역내 임금수준의 상승과 더불어 역외 노동

자 1인당 연간가공비와 역내 노동자 1인당 연간임금수준의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졌

다. 1987년 역외 노동자 1인당 연간가공비는 3,277달러로 역내 노동자 1인당 연간임금 

3,590달러보다 313달러 더 적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역외가공비에 비해 역내 임금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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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2003년에 이르면 역외 노동자 1인당 연간가공비와 역내 노동

자 1인당 연간임금 사이의 격차는 7,242달러로 크게 벌어진다. 역외가공비에 임금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구입비, 장비이용료, 하청기업의 이윤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

면, 역외가공기업 노동자와 역내 원청기업 노동자 간 임금격차는 7,242달러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2> 마산수출자유지역 역외가공비 및 역내 임금수준

연도
역외

가공비(천달러)
역내

총임금(천달러)

역외 
1인당연간가공비

(달러)1)

역내 
1인당연간

임금수준 (달러)2)

1976년 4,076 30,035 902 1,003

1980년 12,439 56,732 2,692 1,988

1984년 24,032 80,049 2,820 2,364

1986년 29,229 95,748 2,663 2,745

1987년 40,519 130,713 3,277 3,590

1988년 59,465 197,655 3,564 5,975

1989년 63,090 219,866 6,379 9,528

1990년 64,427 185,523 6,439 9,458

1991년 68,243 185,703 7,300 10,467

1995년 79,205 264,112 11,206 17,923

2003년 68,631 228,251 12,876 20,118

출처: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1997) p.181. <표 Ⅱ-19>, p.182. <표 Ⅱ-20>, p.183. <표 Ⅱ-21>. 재구성.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마산자유무역지역현황. 2003년 12월호. p.5., p.23. 재구성

주1. 역외 1인당 연간가공비 = 역외가공비 ÷ 역외 고용인원 

주2. 역내 1인당 연간임금수준 = 역내 총임금 ÷ 역내 고용인원

이와 같이 역내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외 노동력은 역내 노동력

비용의 가파른 상승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자본은 지속적인 감원으로 고비용

의 직접고용규모를 감소시키는 한편, 역내에 비해 임금 상승 압박이 덜한 역외 미조직 

노동자들을 생산과정에 동원하는 외주화 전략를 적극 활용하였다. 

역외가공기업을 활용한 외주화 전략은 특히 제품 전환에 따른 생산량 변동에 유연하

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했던 부품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이었다. 부품기업은 유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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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직접조립공정의 상당부문을 역외가공기업에 위탁하였다. 

이 기업들은 주문량이 증가할 때는 보다 많은 역외가공기업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

문량이 감소하면 기업 내부의 생산공정만을 가동하였다.64) 부품기업들에게 외주화는 비

용 절감과 생산량의 유연한 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방법이었다. 

역외가공제도가 운영되던 초기부터 역외가공기업 노동자 대부분은 기혼여성들이었다

(김춘택, 1991: 61; Kim, 1997: 24). 1980년대까지 미혼여성에 비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던 기혼여성들은 역내보다 임금수준이 훨씬 낮으며 해고 위험이 큰 역외가공기

업의 주된 노동력 공급원이었다(허은, 2014). 현재에도 역외가공기업에는 주로 기혼여성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역외가공기업의 상대적 저임금과 고용불안 또한 여전하다. 

마산·창원지역 전자업계에서 외주가공비는 최저임금에다가 기업 이윤을 5% 덧붙여주

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경쟁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원청기업

에 이 수준 이상을 요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익률이 작기 때문에 수익을 많

이 남기려면 최대한 많은 주문량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주문량이 많을 

때에는 채용 경쟁이 심해진다. 주문량이 우리 업체에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이럴 때에는 다른 업체들보다 최대한 많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우리 회사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 아주머니들이다. 아주머니들은 아가씨들에 

비해 확실히 손놀림은 느리다. 그렇지만 끈기는 아가씨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결국 긴 

시간 일을 시켜보면 느리지만 꾸준히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생산량이 빠르지만 꾸준하

지 않은 아가씨들의 생산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 채용 경쟁에서 앞서는 나만의 

노하우라면 채용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주머니들이 많이 찾는 곳에다 직접 붙이고 다

니는 것이다. 소규모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의 목욕탕이나 미용실처럼 아주

머니들이 모여서 장시간 수다를 떠는 곳이 특히 요지이다. 여기 입구에 전단지를 붙

이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간다. 주문량이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감원을 해야 한

다. 많을 때에는 고용인원이 100명이 넘은 적도 있었지만 보통의 경우 40~50명 정도

의 규모이다. 아주머니들에게 일일이 사정을 설명하고 근속이 짧은 사람부터 순차적

으로 내보낸다.65)

64) B기업의 경우 2012년에는 7개의 역외가공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었으나, 주문량이 대폭 

줄어든 2014년에는 1개 업체와의 계약만 유지되고 있었다(｢허OO 구술｣(인터뷰 #6, 2012년 9

월 4일; 2014년 5월 28일, 필자 채록)). 

65) ｢송OO 구술｣(인터뷰 #7, 2015년 2월 24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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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수출자유지역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역외가공기업을 활용한 외주생산은 자동화설

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생산량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특히 부품생산 자회사의 경우, 원청기업의 주문량 증감과 생산품의 짧은 수명주기에 유

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조립공정의 전면적인 외주화가 진행되었다. 역내 기

업들의 시장 변동에 따른 충격은 결국 역외가공기업에게 위탁된 직접조립공정 노동자 수

의 조정을 통해 흡수되었다. 주문량 변동에 따른 고용불안과 역내 노동자들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수준을 감수하는 역외가공기업 노동자 대부분은 기혼여성들이다. 

⑵ 가내하청

마산수출자유지역 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하청생산네트워크의 말단에는 가내하청이 위

치한다. 가내하청 역시 역외가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마산수출자유지역 설립 초기부터 지

역 일대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생산방식이었다. 가내하청은 역외 하청기업이 개별 

노동자에게 재하청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역외 하청기업은 개수제 임금을 조건으로 

가내노동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장비와 재료를 제공한다. 계약의 당사자인 가내노

동자는 사회적 연결망을 이용하여 다른 이들을 가내노동에 끌어들이고 물량을 배분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가내하청생산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허은, 2014).

1990년대 들어서면서 가내하청생산은 특히 완제품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역외 하청

기업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A기업의 경우 모듈생산방식을 채택하여 역외 하

청기업들로부터 7~8개 정도의 모듈부품을 납품받아 완제품을 최종조립하는 공정을 내부

에서 운영하였다. 모듈부품은 결국 개별부품들을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제작된다. A기업

의 1차벤더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단순조립공정을 

운영하는 지역 내 소규모 기업들에 모듈조립공정의 일부를 외주화한다.66)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형성되는 원하청관계의 제일 말단에 가내하청이 위치한다.67) 

66) ｢곽OO 구술｣(인터뷰 ＃4, 2015년 2월 24일, 필자 채록).

67) ｢이OO 구술｣(인터뷰 ＃11, 2013년 5월 17일; 2015년 5월 16일, 필자 채록). 가내하청생산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이OO은 하청계약을 맺은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임대료로 작은 작

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작업장에서 가내노동자들은 함께 일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일감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일하기도 한다. 이OO은 가내노동자들이 조립하는 부품이 최종적으로 어

떤 브랜드의 완제품에 장착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납품받는 기업이 완제품기업의 몇 차 벤

더인지는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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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하청기업들은 가내하청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원청기업으로부터 이전된 시장 

변동의 리스크를 가내하청노동자에게 이전한다. 가내하청노동자의 개수당임금은 하청기

업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작업속도를 기준으로 그들의 시간당임금보다 적

은 비용을 지불하는 선에서 결정된다. 그나마 물량에 따라 일감이 적거나 없을 때가 많

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개수당가격을 결정할 때, 회사에서 직접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간당 몇 개를 

조립하는지를 정한다. 그들의 시간당임금을 시간당 조립개수로 나눈 다음, 그보다는 

적은 액수로 개수당가격을 결정한다. 같은 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회사에 

직접 고용돼 일하는 게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이 일은 시간 사

용이 비교적 자유로워서 물량이 많을 때에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혹 200

만원 넘게 벌어가는 사람도 있다. 바쁠 때는 정말 쉴 틈이 없다. 물량이 많을 때 감

당하기 벅찰지라도 나중에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현실적으로 거절하기가 힘들

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들 친해서 물량이 많을 때 같이 고생해줄 것이라 믿는 부

분도 있고 사람을 더 구하면 된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 회사에서 요청하면 일단 맡고 

본다. 그러다가 물량이 없으면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돈이 급한 사람 순서

대로 물량을 배분한다.68) 

마산수출자유지역 설립 초기부터 가내하청은 거의 전적으로 기혼여성의 노동 영역이었

다(허은, 2014: 330-2). 이는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예전 기혼여성들의 경우 취업은 절

실하나 공식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가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

근에는 남편의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구의 기혼여성들을 중심으로 공식노동보다 가

내노동이 오히려 선호되기도 한다. 

여기 일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지만, 회사에 들어가면 정해진 시간 동안 움

직일 수가 없다. 이 일을 하기 전에 친척 분이 하시는 미용실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

데 월급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다가 집에서 멀어 출퇴근시간도 길고 아이들 보살피기

도 만만치가 않아서 잠깐 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었다. 여기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68) ｢이OO 구술｣(인터뷰 ＃11, 2013년 5월 17일; 2015년 5월 16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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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물량이 적을 때는 몰라도 많을 때는 부지런히 하면 제법 적지 않은 돈을 벌어 

갈 수도 있다.69) 

역외 하청기업은 직접고용 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가내하청노동의 임금수준을 낮게 책

정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공식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규제로부터도 자유롭다. 역내 원청기업에서 출발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원하

청관계망을 타고 내려온 생산량 변동의 리스크도 경감할 수 있다. 

시장 변동 리스크가 하위에 위치한 기업들로 이전되는 하청생산네트워크의 제일 마지

막 고리인 가내하청의 임금수준과 고용 조건은 마산수출자유지역 자본과 결합된 노동 형

태 중 가장 열악할 수밖에 없다. 기혼여성의 공식부문 취업 기회가 예전에 비해 훨씬 많

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득을 그나마도 안정적으로 취하기 힘든 가내하청생산에 기

혼여성 노동력은 꾸준히 공급되었다. 이들은 주로 남편의 안정적인 임금소득을 전제로 

비공식노동의 불안정성을 감수하는 대신 공식노동에서 강제되는 시간 제약으로부터 자유

롭고자 하는 기혼여성들이었다.  

3. 노사관계 재조직과 여성 배제적 작업장정치

1) 협력적 노사관계

1990년대를 거치면서 마산수출자유지역에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하였다(강인순, 

2000: 11). 협력적 노사관계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기초로 노사 간의 

높은 신뢰와 협력적 파트너쉽이 지속되어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조효래·이건혁·심상완·권순식, 2010: 251). 다음의 <그림 3-5>를 보면, 1990년대 초

반까지 매년 30여 건 이상에 달했던 쟁의발생건수가 1993년부터는 매년 5건 이하로 급

격하게 줄어들었다. 1991년 이후부터는 쟁의 발생이 곧장 파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

물어졌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노사관계는 더욱 안정되었다. 2001년 이후 마산수출자유

69) ｢박OO 구술｣(인터뷰 ＃12, 2015년 4월 19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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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쟁의 발생 건수는 2건 이하로 줄어들었다. 2005년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38개사 중 27개사가 회사가 어려울 때 노동조합이 회사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지닌다고 답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외부 기업들의 

노사관계와 비교했을 때 마산수출자유지역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더 협력적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51개사 중 34개사에 달했다. 특히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이 집중된 전자산업 기업

들에서 노동조합이 협조적 태도를 지닌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산업연구원, 2005: 

130 <부표 2-12>; 131 <부표 2-13> 참고).  

<그림 3-5> 마산수출자유지역 쟁의 발생 건수 및 파업업체 수 변화(1987~2006년)

연도
출처: 한국노동교육원(2007) p.47. <표 Ⅳ-4> 재구성.

1987년 이후 격렬하게 대립했던 노사관계가 이처럼 빠르게 협력적 관계로 전환한 데

에는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단행된 자본 철수가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노동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불어 닥친 폐업과 감원 열풍이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주요 활

동가들의 실직과 해고로 이어지면서 노동조합의 힘이 크게 약화되었다. 폐업으로 일자리

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가중되면서 노동운동의 조직적 역량 또한 급격하게 소진

되었다. 

특히 한국TC전자나 한국수미다전기와 같이 고용인원 1,500명 이상의 대규모 외자기업

의 폐업이 마산수출자유지역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남달랐다. 노동조합이 결성된 지 

불과 일 이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두 기업의 폐업 덕분에 역내 잔류를 결

정한 초국적자본은 노사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자본은 폐업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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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마치 비타협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조합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노동자들은 사측

의 요구에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폐업이 단행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감원 요구에 대해 ‘일부의 일자리라도 지키자’는 입장과 ‘노

동자 연대를 굳건히 하자’는 입장으로 분열되었다. 노자갈등이 노노갈등으로 전환되는 과

정에서 많은 노동조합들이 사측과 협력적 관계를 추구하는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강인

순, 1996a: 66; 1998: 171)

한편 노동조합과의 첨예한 대립에 뒤이은 폐업 사례는 관리직 노동자에게도 노사갈등

이 표면화되면 모기업에서 자본 철수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

었다.70) 관리직 노동자들은 그간의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억압적이고 배제적인 태도를 

탈피하여 생산직 노동자들의 협력과 동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

하고자 했다.71) 생산직 노동자와 관리직 노동자가 자본 철수의 위험을 공유하게 되면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협력적 노사관계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감원, 비정규고용 및 외주화의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조정 전략을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장기적인 고용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조합원들 사이에 팽배한 가운데 노동조합의 활동은 임

금 협상과 같은 단기적인 소득 증가에 집중되었다. B기업에서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다음 구술자의 발언은 자본 철수에 대한 위험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자

신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실적이 좋지 않으면 일본에 있는 본사에서 언제든지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에서 감원을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노조가 

얼마나 괜찮은 퇴직 조건을 회사한테서 받아내는가에 있다. 2003년과 2008년에 회사

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특히 2008년에는 협상이 잘 돼서 근속이 오래된 사람 

중에는 퇴직보상금, 1년치 월급 등이랑 다 합쳐 1억 가까이 받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

었다. 그 때 퇴직 조건이 좋았고 다음 희망퇴직신청 때에도 노조에서 이 정도의 조건

을 받아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신청할지 말지를 놓고 고민하

70) 2005년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48개사 중 37개사가 모기업

의 투자결정이나 장기적인 사업계획 결정에 노사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응답하였다(산업

연구원, 2005: 131 <부표 2-14> 참고).

71) ｢허OO 구술｣(인터뷰 #6, 2012년 9월 4일; 2014년 5월 28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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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다.72)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감원에 대해 노동자들은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기정사실

로 받아들인다. 노동조합은 사측에 고용안정과 일자리 보전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대

신 주로 퇴직보상금 협상에 몰두한다. 노동조합과의 충돌이 불거지는 것을 최대한 피해

야 할 필요가 있는 관리직 노동자들 역시 희망퇴직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 성실히 임

한다. 그 결과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지난 수 년 간 매년 1천여 명 정도의 규모로 이루

어진 감원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노동조

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감원, 비정규고용, 외주화 등이 노동조합의 활동 의제로 설정

될 여지는 거의 없었다. 그 결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 내부 인원을 줄이고 외주화나 

비정규고용을 확대하는 경영 전략이 노동조합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순조롭게 

관철될 수 있었다. 

2) 남성 중심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도부가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여성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작

업장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 또한 제한적이었다. 노동운동 초기, 정리해고 공세를 

펼치는 사측에 대해 타협적 입장을 취하면서, 비타협적 입장을 견지한 여성 활동가들을 

몰아내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주도한 세력은 주로 남성 노동자들이었

다.73)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성장한 여성 활동가들은 

협력적 노사관계가 대세가 된 이후에는 이미 현장에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74) 이후로도 

노동조합 지도부는 남성 노동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75)

72) ｢이OO 구술｣(인터뷰 ＃8, 2014년 7월 11일, 필자 채록).

73) 노동조합 지도부를 남성 노동자가 장악한 상황은 마산수출자유지역의 협력적 노사관계가 안

정적으로 정착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여성 노동자와는 달리 승진과 승급이 가능한 남성 

노조간부는 임기를 마친 후 노사협상의 테이블에서 사측 편에 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강

인순, 1999b: 32). 

74) 1987년 이후 마산수출자유지역 노동운동을 주도한 여성 활동가들은 노동운동이 타협적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폐업으로 실직하거나 결혼과 함께 현장을 떠나면서 이후 입사

한 여성 노동자들과 단절되었다(강인순, 1999b: 32).

75) 강인순(1999a: 78)에 의하면 1999년 당시 마산수출자유지역의 23개 노동조합 중 여성이 위원

장을 맡고 있는 사업장은 단 3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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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도부와 조합원의 관계는 인적 구성, 인식 방식, 활동 양상 등 전반적인 측

면에서 젠더에 따라 단절되었다. 여성 조합원들 대부분은 노동조합을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치조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노무관리조직으로 생각했다. 대부분 남성들로 구성된 노동

조합 지도부는 여성 조합원의 경우 부양을 책임지는 남성 노동자와는 달리 직장생활에 

대한 절실함이 그다지 크지 않은 집단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임금 및 승진체계

에 반영돼 있는 성차별적인 조직 관행이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었다. 

우리 회사에서는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임금규칙이 적용된다.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낮은 임금에서부터 출발한다. 같은 해에 입사했어도, 같은 직급에 있어도 여자보다 남

자 월급이 더 많다. 노동조합은 임금규칙이 회사 고유의 권한 범위에 속한 것이라 개

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마다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인상이 이

뤄질 때마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더 커진다. 정률 인상이 되면 원래 임금이 많

은 남성들의 임금이 훨씬 큰 폭으로 오른다. 여성 임금이 적다는 것을 고려해서 노동

조합에서 여자 임금 인상률을 남자보다 0.5% 정도 높게 책정해서 협상한다. 불과 

0.5%라고 해봐야 남자들 임금 오르는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 되지도 않지만 남성 조

합원들 반발이 심하다. 반면 여성 조합원들은 남녀 간 임금 차이에 크게 불만을 표시

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다보니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할 때 임금인상률에 남녀 간 

차이를 책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76) 

마산수출자유지역 성별임금격차는 예전과 비교해서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다음의 <표 

3-3>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았던 1986년 남성 생산직 노동자 임금의 53.6% 

수준이었던 여성 생산직 노동자 임금은 2004년에는 60.7% 수준이다. 마산수출자유지역

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15년이 지났음에도 성별임금격차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76) ｢이OO 구술｣(인터뷰 ＃8, 2014년 7월 11일, 필자 채록).



- 91 -

<표 3-3> 마산수출자유지역 생산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

1986년 2003년 2004년

남성 296,445원 2,715,000원 2,851,000원

여성 158,984원 1,617,000원 1,730,000원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중1) 53.6% 59.6% 60.7%

출처: 전기택(2006). p.111, <표 3-13> 재구성.

     산업연구원(2005). p.127. <부표 2-5> 재구성.

주1.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중 = 여성임금 ÷ 남성임금 × 100

이와 같은 조건에서 감원 결정이 내려질 경우 희망퇴직 신청 여부를 놓고 남성 노동

자와 여성 노동자는 서로 다른 선택지에 놓이게 된다. 남성 노동자는 고용을 지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여성 노동자들은 희망퇴직 신청이 있을 

때마다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보상금 수준과 고용을 지속할 경우 거둘 수 있

는 소득수준을 저울질 하는 상황에 놓이곤 했다. 비교적 젊은 여성들은 퇴직보상금을 받

고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기혼여성들은 적

은 임금과 낮은 임금상승률을 고려하면 퇴직보상금으로 한꺼번에 목돈을 챙기는 것이 경

제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성차별적 조직 관행은 여성 노동자들의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희망퇴직을 유도함으로

써 남성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속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남성 중심 노동조합

에게는 성차별적인 임금 및 승진체계의 개선을 요구할 동기가 거의 없었다. 자본 역시 

여성 노동자들의 희망퇴직 덕분에 노동조합과의 큰 마찰 없이 감원을 실행하는 데 도움

을 주는 성차별적 조직 관행을 개선할 이유가 없었다. 구조조정의 충격이 여성 노동자에

게 집중되는 이 같은 조건을 기반으로 자본은 남성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노동조합과의 

협력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을 안정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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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근간한 자본축적전략을 고수하

기 어려워진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전개되었다. 자동화를 중심으

로 노동과정을 재조직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미혼여성 노동자들의 대규모 감원이 이루

어졌고, 이후로도 상시적인 감원과 더불어 비정규 고용 및 외주생산이 확대되었다. 이 

때 감원과 비정규 고용의 주된 대상이자 외주생산의 주력 노동력으로 기능한 이들은 바

로 기혼여성들이었다.  

한편 구조조정은 자본과 남성 중심 노동조합의 타협에 근간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기

반으로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자본은 기혼여성 노동자들에게 유연화 압력을 집

중시킴으로써 남성 노동자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우회할 수 있었다. 

협력적 노사관계는 기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었다. 이는 다시 여성 노동 유연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혼여성 노동력을 최소한의 저항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조건은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핵심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기혼여성을 유연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불안정

한 저임금 일자리라도 취하고자 하는 기혼여성 노동자층이 존재해야 하고, 불안정노동과 

성차별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지

역노동시장과 노동계급 가구 분석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혼여성 노동력이 지속적

으로 공급될 수 있었던 조건(4장)과 여성 배제적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

던 조건(5장)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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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지역노동시장의 성별분절과 노동계급 가구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구조조정은 감원, 비정규고용, 외주생산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에는 주로 기혼여성 노동자들이 배

치되었다. 4장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연하게 활용된 기혼여성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혼여성을 유연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질 낮은 일자리라도 취하고자 하는 기혼여성들이 존재해야 하고, 불

안정노동에 수반되는 생계 위험을 완화하는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혼

여성 노동력의 공급 조건은 지역노동시장의 성별분절에 조응하여 구성되는 노동계급 가

구의 성별분업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이 장의 주요한 주장이다.  

4장에서는 지역노동시장과 노동계급 가구 분석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안정노동 

수요를 충당한 기혼여성 노동력 공급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절

에서는 지역노동시장 성별분절구조의 특성을 분석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성별임금격차

가 크고 질 좋은 여성 일자리는 적은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은 남성의 부양 역할을 강화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줄 것이다. 2절에서는 기혼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

는 노동계급 가구의 가계운영방식과 재생산노동 조직 방식을 분석한다. 1987년 이후 가

계운영원리가 절약에서 소비로 전환되고 부모 부양 및 자녀 양육에 더 많은 현금이 필

요해지면서 남성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취업유인은 

약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것이다. 3절에서는 노동계급 가구의 성별분업 조직 형태와 여

성의 임금노동에 부여된 성역할 의미를 분석한다. 노동계급 가구의 성별분업은 임금노동

이 일차적으로는 남성의 역할이지만 학령기 자녀에 대한 모성 실천이라는 명목으로 여성

의 역할에도 포함된 형태로 조직되었고, 이것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고 

불안정노동에 수반되는 생계 위험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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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노동시장의 성별분절과 남성의 생계부양 조건

1) 중공업 생산직 중심의 지역노동시장

⑴ 여성 노동자의 마산과 남성 노동자의 창원의 조우: 1970~1980년대

마산에는 1970년대를 전후하여 수출자유지역을 비롯하여 섬유산업이 입지하면서 대규

모 여성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1967년에는 당시 국내 최대 화학섬유 제조업체였던 한일

합섬 공장이 건설되어 여기에 고용된 여성 노동자 수만 최대 1만2천여 명에 달했다. 

1971년에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설립되었고, 1977년에는 여성 고용인원이 최대 2천여 명

에 달했던 경남모직 마산공장이 건설되었다(한일합섬이십년사 편찬위원회, 1986: 

169-172). 1970년대를 거치면서 마산은 여성 고용 비중이 높은 섬유 및 전자산업 중심의 

공업도시로 성장하였다(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108). 

한편 마산의 접경지역인 창원에는 1974년 창원공단이 조성되면서 남성 일자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정부는 소재, 산업기계, 정밀기계, 전자기기, 수

송기계 등으로 입주 업종을 제한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대기업의 분공장들과 

외국자본과의 합작투자기업을 유치하였다. 그 결과 창원공단은 국내 최대의 기계산업단

지로 발전하였다(심상완, 2008: 447; 이철우, 2003: 311).77) 창원공단은 창원시 성장의 

주된 동력이었다. 1961년 당시 공장 27개, 종업원 수 127명에 불과한 농어업 중심 지역

이었던 창원은 생산, 주거, 녹지공간을 갖춘 신도시로 성장하였다(이광우·남두현, 2010: 

136). 

마산과 창원의 성장은 다음의 <표 4-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산은 1970년부터 1975

년까지 불과 5년 동안 인구가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창원의 인구 역시 1980년부

터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매 5년 간 5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마산과 

창원의 인구 성장은 인근 농촌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산의 산

업자본은 젊은 여성들을 끌어들였다. 그 결과 마산에는 여성인구 비중이 더 높았다. 이

와는 반대로 창원의 산업자본은 남성인구를 끌어들였다. 창원의 인구 구성에서는 남성이 

77) 2008년 12월 기준 창원의 기계업종 생산액은 1조3,596억원이다. 이는 32개 국가산업단지의 

기계업종 총생산액 3조2,840억원의 41.3%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이광우·남두현, 2010: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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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표 4-1> 마산시와 창원시1)의 인구수와 성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인구수
(명)

마산 186,890 371,917 386,751 448,746 493,731 441,242 434,371 428,069

창원 - - 111,676 173,508 323,223 481,694 517,410 501,705

인구
증가율

(%)

마산 - 99.0 4.0 16.0 10.0 △10.6 △1.6 △1.5

창원 - - - 55.4 86.3 49.0 7.4 △3.1

성비2)
마산 92.97 91.27 91.51 91.79 95.38 99.26 100.80 100.64

창원 - - 114.92 111.19 109.41 106.37 105.75 106.31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 1. 창원의 경우 군에서 시로 승격된 1980년 자료부터 사용하였다.

주 2. 성비=남성÷여성×100.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마산과 창원은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창원은 공장지대 위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주거시설이 부족했고 사회문화적 기능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다. 

창원공단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번창한 마산에 거주하면서 마산

은 이들의 생활공간 역할을 떠안게 되었다. 마산과 창원, 두 도시는 지리적으로만 연결

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결합되어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기능했다(이상철, 

1992: 139).

위의 <표 4-1>의 성비 추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마산과 창원의 성비는 점차 균

형을 회복하였다. 이는 생활권역을 공유하는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의 결혼 덕분이

었다(이천우·김형만, 1998: 55).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온 미혼남성은 마산에 입지한 산업

자본이 상당수의 미혼여성을 끌어들인 덕분에 배우자를 찾는 데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결혼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배우자를 좇아 타 지역

으로 옮겨갈 필요가 없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역 내 남성 노동자와 결혼한 후 남편의 

직장이 있는 이 지역에 정착하였다(Kim, 1997). 고향을 떠나온 미혼남녀의 결혼을 통한 

지역 내 정착과 후속노동세대의 창출은 농촌 인구 유입이 소강상태에 이른 후에도 안정

적으로 노동력이 공급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주었다.78) 

78) 중국의 의류산업지역에 관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공업지대가 고립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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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마산의 경공업 쇠퇴, 창원의 중공업 약진: 1990년대 이후

앞서 제시한 <표 4-1>을 통해 1990년 이후 마산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990년에서 1995년 사이 마산의 인구는 10% 이상 감소하였고, 이후로도 조

금씩 감소하고 있다. 이는 여성 집중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전개된 데서 기인한 바가 크

다. 섬유, 의류, 신발산업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나 중소 하청업체들의 폐업이 속출하면서 

제조업 고용인원이 급감하였다. 구조조정과 더불어 마산은 점차 활력을 잃어갔다.

반면, 창원은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였다. 창원공단의 경우, 1980년 76개에 불과했던 

업체 수가 1999년에는 대기업 계열사 70여 개를 포함해 750여 개로 증가하였고, 2008년

에 이르면 무려 1,805개로 급증하였다(이광우·남두현, 2010: 258; 이천수·김형만, 1998: 

49). 1980년 2만8,860명이었던 고용인원 역시 2009년에 이르면 8만80명(남성 6만6,828명, 

여성 1만3,25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이천수·김형만, 1998: 49). 1980년 45억이

었던 생산액은 2008년 말 4조1천484억원으로 920배 이상 증가하였다(이광우·남두현, 

2010: 258). 창원공단의 성장에 힘입어 창원은 2009년 기준 인구 51만여 명에 달하는 한

국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성장하였다. 

창원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도 크게 받지 않았다. 창원의 경우 1998년 생산

액은 전년도에 비해 8.4% 감소하지만, 수출액은 오히려 26.7% 증가했다. 2000년에 이르

면 생산액과 수출액이 각각 전년도 대비 10.7%, 15.2% 증가하면서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났다(이광우·남두현, 2010: 247). 외환위기가 고용에 미친 파급효과 역시 다

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외환위기 이후 전국적으로 감소한 제조업 상용직 비

중이 창원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성균, 2000).

구조조정을 경유하면서 지역노동시장은 중공업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2008년 

제조업 종사자의 산업별 분포를 나타낸 다음의 <표 4-2>를 보면, 제조업 종사자의 대부

분이 주로 기계, 자동차, 전자산업에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때 마산을 중심으로 

번성하였던 섬유, 의류, 신발산업 종사자는 제조업 종사자의 0.8%에 불과한 952명이 고

문에 지역에서 배우자를 찾기 힘든 조건에서 대부분의 미혼여성 노동자들이 혼인연령에 다다

르면 지역을 떠난다. 노동자들이 결혼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지역 외부

에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

동자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인 생활터전을 일구지 않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역량이 

축적되기도 어렵다(Pun & Smit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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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이다. 이와 같이 지역노동시장의 지형은 크게 변화하였다. 한일합섬 공장 하나에서만 

최대 1만2천여 개,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는 최대 2만8천여 개에 달했던 여성 일자리들이 

사라졌다. 대신 창원공단을 중심으로 번성한 중공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게 되었다. 

<표 4-2> 마산·창원지역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분포(2008년)
                                               단위: % (명)

산업중분류 종사자 분포

기타 기계 및 장비 28.3  (33,574)  

금속가공제품  16.1  (19,079)

전기장비 11.0  (13,075)  

자동차 10.9  (12,859)  

기타 운송장비  7.8   (9,274)  

전자부품  5.9   (6,994)  

1차금속 5.5   (6,46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4.1   (4,800)  

섬유, 의류, 신발 0.8    (952)

전산업 합계 100.0 (118,427)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8년 원자료.

주1. 의류, 산업, 신발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마산·창원지

역 제조업 전체 종사자의 4%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만 표시하였다.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보면, 마산·창원지역에서는 제조업에 가장 많은 

수의 노동계급 일자리79)가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4-3>을 보면, 2008년 

현재 노동계급 일자리 중 42.8%가 제조업에 속한다. 전국 수준이 24.3%인 것을 감안하

면, 마산·창원지역의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산·창원지역과 유사하게 대규모 산업자본이 입지해 있는 울산지역 역시 제조업

에서 창출되는 노동계급 일자리 비중이 45.8%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79) 노동계급 일자리는 종사상지위가 임금노동자인 경우 중에서 관리직 및 전문직을 제외한 것들

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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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마산·창원, 울산, 전국 노동계급의 산업별 분포(2008년)
                                                                       단위: %

산업구분 마산·창원 울산  전국

제조업 42.0 45.8 24.3

도소매업 11.2 8.9 14.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4 4.8 8.3

숙박 및 음식점업 7.2 7.1 9.3

건설업 6.8 8.9 10.0

전산업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년 원자료.

마산·창원지역 제조업 일자리의 대부분은 생산직이다. 제조업 임금노동자의 직업별 

분포를 나타낸 <표 4-4>를 보면, 마산·창원지역 임금노동자 중 관리직 및 전문직 종사

자 비중은 10.9%로, 21.3%에 달하는 서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대신 장치 및 기계 

조작직과 조립직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 비중은 45.7%로, 15.5%인 서울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표 4-4> 마산·창원, 울산, 서울 제조업 임금노동자의 직업별 분포(2008년)
                                                                            단위: %

직업구분 마산·창원 울산 서울

관리직 및 전문직 10.9 6.9 21.3

사무직 20.4 19.0 21.7

서비스직(판매직 포함) 2.2 0.9 5.0

장치 및 기계조작, 조립직 45.7 40.7 15.5

기능직 14.1 25.0 27.1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5.4 5.8 8.5

단순노무직(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제외) 1.4 1.7 1.0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년 원자료.

이는 중공업 기업들이 지역별로 기능을 분산하여 운영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 기업들

에서 연구개발, 기획 등의 구상 기능은 주로 수도권에 배치되는 한편, 실행 기능은 다른 

지역에 위치한 현지공장에서 이루어진다. 위의 <표 4-4>를 보면, 마산·창원지역과 마찬

가지로 울산의 경우에도 관리직 및 전문직 종사자 비중은 6.9%에 불과하다. 반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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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해당하는 장치 및 기계조작, 조립직 종사자의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마산, 

창원, 울산을 포함하여 제조업 실행 기능이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한 영남권 공업도시의 

노동시장에는 특히 생산직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또한 대기업 현지공장을 거점

으로 하는 중소하청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실행 기능과 관련된 일자리는 더욱 증가하게 된

다(이성균, 2000: 20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산·창원지역에는 중공업 사업장들이 입지한 덕분에 제

조업 종사자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한 실행 기능에 특화된 산

업지구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전문직 및 관리직 일자리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생산직이 지역 내 일자리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지역노동시장은 중공업 

생산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2) 높은 수준의 성별임금격차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의 임금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아래의 <표 

4-5>를 보면, 2013년 마산·창원지역 제조업 노동계급의 월평균임금은 255만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25만8천원 더 많다. 이는 특히 마산·창원지역 제조업 남성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전국 수준보다 더 높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마산·창원지역 제조업 여성 노동자

의 월평균임금은 152만2천원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6만2천원 더 많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34만6천원에 달하는 남성 노동자의 경우에 비해서는 미미한 정도이다.  

<표 4-5> 마산·창원, 울산, 전국 제조업 노동계급의 성별 월평균임금(2013년)
                                                                                단위: 만원

전체 남성 여성

마산·창원(A) 255.0 287.3 152.2

울산 385.9 411.9 172.9

전국(B) 229.2 252.7 146.0

임금격차(A-B) 25.8 34.6 6.2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년, 2013년 원자료.

주1. 2013년의 경우 마산시, 창원시뿐만 아니라 진해시 자료까지 포함한 수치이다. 

2010년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되면서 지역별고용조

사는 2010년부터 종래의 세 도시가 하나의 조사단위로 묶여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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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의 임금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이 지역에 대기

업 사업장이 비교적 많이 분포해 있는 데서 비롯된 바 크다. 한국에서는 고용 형태 혹은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과 같은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기업규모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정이환, 2007). 마산·창원지역의 대기업 종사자 비중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아래의 <표 4-6>을 보면, 마산·창원에서 고용인원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 비중은 39.4%로, 17.7%에 불과한 전국 수준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

난다. 월평균임금이 마산·창원지역보다 훨씬 높은 385만9천원에 달하는 울산지역의 경

우 대기업 종사자 수가 마산·창원에 비해 3만여 명 이상 많고 비중 또한 46.4%로 더 

크다. 

<표 4-6> 마산·창원, 울산, 전국 제조업의 기업규모별 종사자 분포(2008년)
                                                                           단위: % (명)

마산·창원 울산
전국

(마산·창원·울산 제외)

300인 미만 60.6  (71,775)  48.5  (73,063)   82.3  (2,475,301)

300인 이상 39.4  (46,652)  51.5  (77,601)   17.7   (553,779)

합계 100.0 (118,427) 100.0 (150,664) 100.0  (3,009,080)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8년 원자료.

마산·창원지역 제조업의 임금수준은 지역 내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다음의 <표 4-7>을 보면, 마산·창원지역 제조업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16만6천원

으로, 건설업(171만9천원)이나 운수업(180만1천원) 등의 남성 집중 산업과도 제법 큰 격

차를 보이고 있다. 종사자의 85.9%가 여성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월평균임금 101만2천

원과 비교하면, 제조업의 임금은 이것의 무려 2배 이상에 달한다. 제조업보다 많은 임금

이 지급되는 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부문이 유일하다. 이 산업의 임금수

준이 높은 것은 관리직 및 전문직에 해당하는 중간계급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

다.80) 중간계급 일자리가 10.9%에 불과한 제조업 일자리의 대부분은 노동계급 일자리로 

80) 마산·창원지역에 공공부문 일자리가 비교적 많은 이유는 창원이 경상남도의 행정수도이기 

때문이다. 2008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관리직 및 전

문직 52.6%, 사무직 27.4%, 서비스직 10.9%, 장치 및 기계조작, 조립직 2.2%, 기능직 0.4%, 

단순노무직 6.6%로 중간계급이라 할 수 있는 관리직 및 전문직 일자리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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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돼 있다. 이와 같이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일자리의 대다수를 창출하는 제조업의 

임금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그리고 지역 내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표 4-7> 마산·창원지역 남성 및 여성 임금노동자의 산업별 분포(2008년)  

산업구분
성별 임금노동자

전체(%)
월평균임금

(만원)남성(%) 여성(%)

제조업
48.1

(75.3)
23.4

(24.7)
38.2

(100.0)
216.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4
(44.3)

17.5
(55.7)

12.7
(100.0)

222.5

건설업
8.8

(89.1)
1.6

(10.9)
5.9

(100.0)
171.9

도소매업
6.7

(42.2)
13.5

(57.8)
9.4

(100.0)
139.3

운수업
5.5

(91.5)
0.8

(8.5)
3.6

(100.0)
180.1

숙박 및 음식점업
1.4

(14.1)
12.4

(85.9)
5.8

(100.0)
101.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
(13.5)

11.5
(86.5)

5.4
(100.0)

163.0

전산업 합계 100.0 100.0 100.0 177.2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년 원자료.

그러나 제조업에서 창출된 양질의 노동계급 일자리는 남성 일자리에 국한된다. 마산·

창원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여성 일자리가 분포해 있는 산업 또한 제조업이다. 제조업 

노동계급 여성의 월평균임금은 지역 내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2008년 마

산·창원지역 제조업 노동계급 여성의 월평균임금은 122만9천원으로 비제조업부문의 117

만7천원보다는 높다. 마산·창원지역 여성 일자리의 경우 제조업의 임금수준이 다른 산

업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임금수준에 비해서

는 턱없이 낮다. 앞서 제시한 <표 4-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조업 노동계급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게다가 마산·창원지역의 비제조업부문 여성의 임금수준은 전국 수준보다 더 낮다. 다

음의 <표 4-8>은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여성 10%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의 월평

균임금을 전국 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이를 통해 마산·창원지역의 경우 제조업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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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산업에서 노동계급 여성의 월평균임금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여성 전체의 임금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표 4-8> 마산·창원지역과 전국 노동계급 여성의 산업별 월평균임금(2008년)
                                                                                 단위: 만원

마산·창원 전국

제조업 122.9 115.3

도소매업 107.3 116.2

숙박 및 음식점업 93.5 100.8

전 산업 119.2 121.6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년 원자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산·창원지역에서 노동계급 남성의 임금수준은 다른 지

역에 비해 높은 반면, 제조업 종사자를 제외한 노동계급 여성의 임금수준은 오히려 더 

낮다. 이로 인해 성별임금격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나타난다. 이는 아래의 <표 

4-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의 성별임금격차는 93만2천원으로, 

86만8천원인 전국 평균에 비해 조금 더 벌어져 있다. 

<표 4-9> 마산·창원지역과 전국 노동계급의 성별임금격차(2008년) 
                                                                                단위: 만원

2008년

월평균임금 성별임금격차

(A-B)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B/A×100)남성(A) 여성(B)

마산·창원 212.4 119.2 93.2 56.1%

전국 208.4 121.6 86.8 58.3%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년 원자료.

성별임금격차는 항상 존재했었지만, 1990년대 이후 남성 집중 사업장 중심으로 기업내

부노동시장81)이 형성되면서 더욱 크게 벌어졌다. 1989년 12월 말, 마산수출자유지역의 

81) 기업내부노동시장은 내부의 노동자들에게 외부의 노동자들과의 경쟁에서 보호되는 보상 및 

배치의 관행이 적용되는, 외부노동시장과 구분되는 노동시장이 기업 내부에 형성된 경우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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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31만6,054원, 창원공단의 통상임금은 36만2,663원이었다(이상철, 1992: 161).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임금수준이 창원공단에 비해 낮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창원공단의 

87% 정도는 됐다. 앞서 제시한 <표 4-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 노동자 월평균임금 

대비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임금 수준이 56.1%에 불과한 2008년과 비교해보면, 이 당시 

성별임금격차는 요즘보다 더 작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마산·창원지역에서 노동계급 남성의 임금수준은 여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다. 성별임금격차는 산업화 초기부터 존재했지만, 노동계급 남성의 우월한 노동시장 

지위는 남성 집중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기업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된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노동계급 남성에게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

금을 제공하는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은 노동계급 가구에서 남성의 부양 역할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3) 질 낮은 미혼여성 일자리

마산·창원지역의 여성노동시장은 남성노동시장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

정한 일자리 비중이 더 크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동계급 남성 일자리의 가장 많은 

수가 노동조건이 양호한 제조업에서 창출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표 4-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계급 여성 일자리의 경우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역보다도 임금수준이 낮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같은 서비스산업에 많이 분

포해 있다. 

물론 노동계급 여성 일자리도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창출된다. 그러나 앞서 <표 4-5>

에 제시한 바와 같이, 마산·창원지역 제조업 노동계급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 임금의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성별직업분리에서 기인한다. 다음의 <표 

4-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조업에서 임금수준이 비교적 높은 직업들에는 주로 남성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관리직 및 전문직 일자리의 88.1%, 사무직 일자리의 

80.4%, 장치 및 기계조작과 조립직 일자리의 69.5%, 기능직 일자리의 91.5%를 남성이 

점하고 있다. 반면 남녀 일자리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는 단순노무직의 경우 남성 

집중 정도가 높은 다른 직업들에 비해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다. 

칭한다(정이환·전병유, 2001: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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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마산·창원지역 제조업의 직업별 성별 분포 및 월평균임금(2008년)

성별분포(%) 월평균임금(만원)

남성 여성 합계 전체 남성 여성

관리직 및 전문직 88.1 11.9 100.0 309.4 329.1 164.8

사무직 80.4 19.6 100.0 249.7 273.3 148.9

서비스직(판매직 포함) 75.8 24.2 100.0 183.1 206.1 118.3

장치 및 기계조작, 조립직 69.5 30.5 100.0 192.0 222.0 118.3

기능직 91.5 8.5 100.0 207.9 214.5 121.3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45.3 54.7 100.0 145.5 188.3 102.7

단순노무직(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제외)

43.0 57.0 100.0 131.5 129.0 133.8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년 원자료.

남성과 여성이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남성의 임금은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

로 높다. 아래의 <표 4-11>은 마산·창원지역 제조업에서 직업소분류 기준으로 여성 일

자리가 300개 이상 분포하는 직업들의 성별에 따른 월평균임금을 표시한 것이다. <표 

4-11>에 표시된 직업 중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여성의 월평균임금은 남성의 40%에서 60% 남짓한 수준에 불과하다. 

<표 4-11> 마산·창원지역 제조업의 직업별 월평균임금(2008년)

직업대분류 직업소분류
월평균임금(만원)

남성 여성 여성/남성(%)

관리직 및 
전문직

전기·전자·기계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07.9 157.0 51.0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30.9 140.0 60.6

사무직

경영 관련 사무원 276.1 157.8 57.1

회계 및 경리사무원 274.5 149.1 54.3

비서 및 사무보조원 179.8 113.1 62.9

장치 및 
기계조작, 조립직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36.9 105.5 44.6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장치 조작원 197.2 98.6 50.0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조립원 204.3 123.2 60.3

기능직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90.0 150.0 166.7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352.2 100.6 28.6

단순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188.3 102.7 54.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80.0 137.7 172.1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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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업에 종사해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남성과 여성

의 근속연수 차이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여성의 근속연수는 남성에 비해 매우 짧다. 아

래의 <표 4-12>을 보면, 제조업의 거의 모든 직업에서 남성의 평균근속연수는 여성의 거

의 두 배에 달한다. 마산·창원지역 제조업 남성 임금노동자의 근속연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긴 편이다. 제조업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의 평균근속연수는 전국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남성의 근속연수는 제조업의 모든 직업들에서 2년가량 더 긴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2> 마산·창원지역과 전국 제조업의 직업별 성별 근속연수(2008년)

마산·창원 전국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관리직 및 전문직 10.1년 3.7년 7.9년 4.6년

사무직 10.8년 5.0년 8.9년 4.8년

생산직 9.0년 4.7년 7.5년 4.4년

제조업 전체 9.4년 4.9년 7.8년 4.5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년 원자료.

여성 노동자의 근속연수가 짧은 것은 여성 노동자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노동

시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구 형성 시기 여성의 취업 중단이 비단 마

산·창원지역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한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결혼이

나 출산 연령에 도달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로 인해 M자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마산·창원지역은 전국에 비해 결혼이나 출산 연령에 도달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정도가 더욱 크다. 다음의 <그림 4-1>을 보면, 전국이나 마산·창원지역에서나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상승하다가 28세 무렵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마산·창원지역에서는 그 하락세가 특히 더욱 가파르게 나타

난다. 그 결과 전국의 경우 M자형 곡선의 중간 최저점이 52.3% 지점에서 형성되는 반

면, 마산·창원지역의 경우 이보다 15.7%나 더 낮은 36.6% 지점에서 형성된다. 이는 마

산·창원지역에서는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다른 지역에 비

해 특히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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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마산·창원지역과 전국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2008년)

연령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년 원자료.

마산·창원지역에서 가구 형성 시기 여성의 취업 중단 경향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마산·창원지역에서 미혼여성 일자리의 

대부분은 결혼이나 출산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우선 

출산 이후 고용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

동자의 비중이 크다. 아래의 <표 4-13>을 보면, 마산·창원지역 상용직 여성 일자리의 

29.8%가 고용인원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분포해 있다. 반면 고용인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창출되는 상용직 여성 일자리는 14.0%에 불과하다. 남성 일자리의 경우 여

성 일자리의 분포 양상과 정확히 반대로 나타난다.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서 창출되는 

남성 일자리의 비중은 17.4%에 불과한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비중이 29.9%에 달한다. 

<표 4-13> 마산·창원지역 남성 및 여성 상용직 임금노동자의 기업규모별 분포(2008년)
                                                                                     단위: %

10인 미만
11인~50인 
미만

50인~100인 
미만

100인~300인
미만

300인 이상 합계

남성 17.4 26.0 11.9 14.7 29.9 100.0

여성 29.8 29.1 16.0 11.1 14.0 100.0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8년 원자료.

주 1. 기업규모는 상용직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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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가 영세할수록 출산 후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규칙이 마련돼 있는 경우가 드

물다. 영세기업의 고용관계에서는 공식적인 고용규칙보다는 고용주와의 인격적 관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사정을 고려해

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유급휴가는 둘째 치고 고용 보전을 요구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는 고용인원이 20여 명 정도인 회사에서 경리사무원으로 일

하다가 첫 자녀 임신 후 퇴사한 여성 구술자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전자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일했다. 나를 포함해서 직원이 

2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다. 결혼하고도 한동안 다녔지만, 임신하면서 그만뒀

다. 몸이 무거워져서 직장생활이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어차피 아이가 태어나면 그만

둘 생각이었기에 조금 이르게 퇴사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제도가 있다는 건 

그 때 당시 알지도 못했지만, 알았다하더라도 돈 돌아가는 사정이 빤한 회사에다 일

도 하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 아이를 맡길 데도 마땅히 없었지

만 직장을 계속 다닐 생각도 없었다. 그 회사에 4년 정도 다녔는데 월급이 100만원을 

간신히 넘는 정도였다. 어디에 아이를 맡기든 돈 들어갈 것 생각하면, 그냥 내가 키

우는 게 나았다. 나도 그랬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 직장생활을 계속 할지 말지를 놓고 

크게 고민하지는 않는 분위기였다. 앞서 일하던 언니들도 결혼하거나 아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만두곤 했다.82) 

마산·창원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미혼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위의 구술자

와 같은 경리사무원이다.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경리사무원으로 

일하는 미혼여성의 월평균임금은 131만원이다.83) 반면 경리사무원직에 종사하는 미혼남

성의 월평균임금은 200만5천원이다. 같은 직업에 종사해도 미혼남성의 임금수준이 더 높

은 것은 이들이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 소속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출산 후 

고용 유지는 불가능에 가까운 데다가 임금도 적은 영세기업의 경우 여성 노동자들이 결

82) ｢김OO 구술｣(인터뷰＃10, 2015년 2월 24일, 필자 채록).

83)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 개정안에 따라 소분류(3-digit)된 직

업 중 2008년 현재 마산·창원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미혼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회

계 및 경리사무원이고, 가장 많은 수의 미혼남성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경영 관련 사무원이

다. 경영 관련 사무원직에 종사하는 미혼남성의 월평균임금은 20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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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임신, 출산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남성에 비해 대기업 취업이 제한적인 미혼여성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동전망을 가지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는 준전문직84)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준전문직 

노동시장의 경우 자격증제도를 통해 입직구가 제한되기 때문에 외부 노동자들과의 경쟁

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표 4-14> 마산·창원지역 미혼 노동자의 성별 직업별 분포 및 월평균임금(2008년)

성별분포(%) 월평균임금(만원)

미혼남성 미혼여성 미혼남성 미혼여성

전문직 및 준전문직1) 18.0 37.7 214.9 159.3

사무직 15.0 32.6 195.8 138.3

서비스직(판매직 포함) 17.3 19.4 196.2 144.5

생산직2) 39.1 7.4 169.7 130.0

단순노무직 10.6 2.9 96.1 96.4

합계 100.0 100.0 174.2 140.6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년 원자료.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5차 개정(1999년)에서는 전문직과 준전문직이 대분류 수준

에서 ‘전문가’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6차개정(2006년)에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통합되었다. 

주 2. 생산직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에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

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로 분류된 직업들을 지칭한다.

위의 <표 4-14>를 보면, 마산·창원지역 미혼여성 노동자의 37.7%가 학원강사, 간호

사, 의료기사, 유치원교사 등과 같은 준전문직에 종사한다. 반면 미혼남성 노동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생산직이다. 미혼남성 노동자 중 생산직 종사자 비중은 

39.1%에 달한다. 지역노동시장은 취업을 앞둔 미혼여성과 미혼남성에게 뚜렷하게 다른 

선택지를 제시한다. 노동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와 높은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미혼

남성은 기업내부노동시장을, 미혼여성은 자격증을 선택하는 것이다. 준전문직에 종사하는 

84) 전문직은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높은 경제적 보상이 수반되고, 자신의 일에 배타적 권한을 소

유하며,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자격증 획득을 필요로 하는 직업 범주를 의미한다(조동기·조희

경, 2002: 93). 간호사, 유치원교사, 의료기사 등의 직업은 전문직에 비해 수입이 적고 전문가

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준전문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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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159만3천원으로 다른 직종들에 비해서 적게는 14만8천원, 

많게는 62만9천원 더 높은 편이다. 문제는 그래봐야 준전문직 미혼여성 노동자의 임금수

준이 생산직 미혼남성 노동자의 임금수준보다도 낮다는 데 있다. 생산직 미혼남성의 월

평균임금은 169만7천원으로 전문직 미혼여성 노동자에 비해 10만4천원 더 많다. 

준전문직 여성 노동자 역시 출산과 더불어 임금노동 지속 여부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간호사로 일했던 다음 구술자는 첫 자녀 임신 후 당시 본인이 남편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 이유를 구술자는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길게 보면 남편의 벌이가 나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 생각했다. 남편이 나보다 직장생

활을 늦게 시작해서 당시에는 월급이 적었지만 연차가 쌓이면 월급이 나아질 전망이 

있었다. 내가 일하던 병원에서 간호사는 연차에서나 차이가 있지 직급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대형병원이라 월급이 높은 편이긴 했지만 3교대로 일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사실 나이 들어서도 계속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나는 어쨌든 간호사 자

격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다시 취직하려 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이란 자신감도 조금 있었다.85)

학원강사, 간호사, 의료기사, 유치원교사 등과 같은 준전문직의 경우 승진체계나 연공

임금제도 등 근속에 따른 이점이 공식화되어 있는 조직에서 일하는 것에 비해 경력단절

의 기회비용이 크지 않다. 게다가 준전문직 여성 노동자들은 자격증 덕분에 다른 여성들

에 비해 재취업이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녀 

출생 후 돌봄 책임과 부양 책임을 남편과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준전문직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는 것을 선택하게 되기 쉽다.  

지금까지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성별분절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마산·창원지역에서 노동계급 남성의 임금수준은 절대적으로 높고, 괜찮은 미혼여성 일

자리는 적다. 이와 같은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은 남성의 부양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한

편, 노동자로서는 생애전망을 설계하기 어려운 미혼여성에게 결혼 압력을 부과한다. 이

는 남성부양자 가구가 안정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주었다.

85) ｢김OO 구술｣(인터뷰＃15, 2015년 2월 22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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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운영방식과 기혼여성의 취업유인

1) 가계운영원리의 변화: 절약에서 소비로

1980년대까지 한국 노동계급의 생활조건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하였다. 가구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성의 임금수준이 생계유지수준에 한참 미달하였기 때문이다. 1985

년 5월 당시 10인 이상 사업체에 고용된 남성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총액은 35만3,062

원으로 당시 한국노총이 산정한 4.2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53만2,067원의 66.3%에 불

과했다. 생산직 남성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더 형편없었다. 이들의 월평균임금총액은 26

만5,599원으로 최저생계비의 49.9%에 불과했다(정이환, 1986: 1-2).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강인순, 1990). 마산·창원지역은 

특히 울산이나 포항 같은 인근 다른 공업도시에 비해 노동계급의 임금수준과 후생복지수

준이 낮았다(이상철, 1992: 189). 아래의 <표 4-15>를 보면, 1989년 당시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의 임금은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생계비의 53.5% 밖에 충당하지 못한다. 

<표 4-15>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의 월평균임금 및 월평균생계비(1989년, 2002년)

연도
부양가족 
수(명)

월임금
총액(원)

월 생계비(원) 생계비 대비 임금 비율(%)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1989년 2.581) 362,6632) 544,565 678,171 899,3663) 66.6 53.5 40.3

2002년 3.62 1,949,0004) 1,272,0005) 153.2

출처: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 1990. 1990년 공동임금인상요구안.

자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3. 영남지역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동자 생활조사. 원자료.

주 1. 창원공단 내 300인 이상 사업장 306개 업체 23,659명의 부양가족 수 평균

주 2. 창원공단 내 300인 이상 사업장 305개 업체 21,805명의 월 통상임금 평균

주 3. 마산, 창원, 진해 지역 1,750 가구의 1989년 8월~1990년 1월까지 월별 생계비 평균

주 4.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소속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335가구 월 총소득 평균.

주 5.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소속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352가구 월 생계비 평균.

남성의 임금수준이 생계비에 한참 미달했지만, 기혼여성의 취업은 제한적이었다. 지역 

기업들에서는 결혼 후 퇴직 관행이 여성 노동자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었다. 결혼 후 퇴

직 관행은 장기근속을 차단하여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노동력 규모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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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결혼 후 퇴직 관행은 미혼여성인구의 꾸준한 유입이 전제되었기에 

시행될 수 있었다. 결혼 후 퇴직 관행이 노동력의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주요 전략

으로 사용되는 한, 결혼이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 기혼여성은 미혼여성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노동력 상품이었다.86) 지역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이 취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

지 않았으며, 노동조건 또한 미혼여성 노동자보다도 열악했다(허은, 2014).  

기혼여성의 취업 기회가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나마도 열악한 일자리가 대부분인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 가능한 가구원 전체가 임금노동에 종사함으로써 현금소득을 극대

화하는 생계전략은 제한적으로 구사되었다. 1989년 마산·창원지역 생산직 노동계급 가

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61개 가구 중 112개 가구의 여성이 전업주

부였다. 취업주부 가구 중에서도 공식부문에 취업해 있는 경우는 19개에 불과했고, 나머

지 30개 가구에서 여성들은 가내부업, 파출부, 장사, 외판원 등과 같은 비공식부문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116개 가구 남성의 월평균임금총

액은 41만3천원이었는데 반해, 취업주부의 월평균임금총액은 남성의 61% 정도인 25만

4,545원에 불과했다.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소득은 더욱 적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남성 임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1만3천원이었다(강인순, 1990: 143-5).

결국 노동계급 가구에서 현금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된 주된 전략은 남성의 장

시간노동을 통해 최대한의 초과노동수당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조사에 따르

면, 1989년 당시 조사대상 가구의 91.9%에서 남성이 월 평균 10시간 이상의 초과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시간 이상 초과노동을 하는 경우도 20.6%에 달했다(강

인순, 1990: 143). 

이 같은 조건에서 노동계급 가계는 절약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현금 지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극도의 내핍생활이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한 조사에 따르면, 1989년 당시 조

사대상 가구의 생활비 평균은 35만9,453원이었다. 이는 1988년 한국노총이 발표한 1988

년 4인 도시 노동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67만1,828원의 절반에 불과한 금액이다. 게다가 

76% 이상의 가구가 저축까지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생활비 지출은 이보다 더 

적었을 것이다(강인순, 1990: 149-50). 

86) 산업화 초기 여성 노동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일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술과 높은 노동규율

을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나이 든 노동자들을 임금비용을 줄이면서 새롭고 젊

으며 다루기 쉬운 노동자들로 대체하는 것을 선호하였다(구해근, 200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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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을 중심으로 가계가 운영될 수 있었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농촌에 거주하는 부

모세대로부터 쌀과 부식을 보조받음으로써 식료품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산업화 초창기 노동계급 가구는 주로 농촌에서 단신이주를 감행한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되었다. 노동자의 부모세대 대부분은 여전히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같은 조건을 기반으로 도시와 농촌 사이에 현물과 현금의 이전이 이루어졌

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가계가 유지 가능한 수준에서 농촌의 부모세대에게 현금을 지

원하는 한편, 쌀과 각종 부식을 지원받았다. 식료품비는 좀처럼 줄이기 힘든 지출 항목

이기 때문에, 극도의 내핍생활을 하는 노동계급 가구의 식료품비 부담은 매우 높은 편이

었다(강인순, 1990: 149 <표 6> 참고). 농촌에서 지원되는 쌀, 각종 발효장과 기타 식재

료들은 현금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었다. 

<표 4-16> 가전제품의 구입연도별 구성비(1991년 11월 30일 기준)

구입연도

1987년 이전 1987년 이후

냉장고(300ℓ이하) 45.0 55.0

가스레인지 43.3 56.7

믹서기 40.2 59.8

세탁기 27.9 72.1

전기보온밥솥 24.4 75.6

전자레인지 19.4 80.6

진공청소기 19.2 80.8

정수기 16.5 83.5

대형냉장고(300ℓ초과) 15.3 84.7

출처: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보고서. 1992. p.34.

한편 소비재시장의 발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재생산노동의 상품 의존도가 낮았다. 가

공식품의 시장규모는 협소했다. 외식, 세탁 등 서비스 상품의 경우 가격이 비교적 높았

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없었다. 가사노동 관련 가전제품 보급률도 높지 

않았다. 앞의 <표 4-16>을 보면, 1991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냉장고, 가스레인지, 믹



- 113 -

서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절반 이상이 1987년 이후에야 비로소 이를 구입한 것으

로 나타난다. 전자레인지와 진공청소기를 1987년 이전에 구입한 가구는 20%가 채 되지 

않는다. 1987년 이전에 세탁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가구는 27.9%에 불과했다. 소비재시장

이 저발전된 이 같은 조건에서는 노동계급 가구에서 현금 지출을 최소화하고 대신 여성

의 재생산노동 강도를 높이는 생계전략이 구사될 여지가 충분했다. 

1987년 이후 노동계급 가구의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앞서 제

시한 <표 4-15>를 보면, 1989년까지만 해도 생계비에 한참 미달하던 임금수준이 2002년

에는 생계비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노동계급의 소득수준이 상승

하고 소비재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노동계급의 소비 형태가 변화하였다. 우선 재생산노동

과 관련된 상품의 종류가 증가하였다. 앞의 <표 4-16>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자레인

지, 진공청소기, 정수기, 그리고 대형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의 80% 이상이 1987년 이후 

구입되었다. 특히 세탁기와 전자레인지와 같은 가전제품은 세탁기용 세제, 전자레인지용 

식기나 가공식품과 같은 관련 소비재의 구매를 증가시킨다. 물과 전기의 사용도 증가한

다. 이는 자연스럽게 노동계급 가구의 현금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노동계급 가구에 구비된 상품의 종류 또한 증가하였다. 아래의 <표 4-17>을 보면, 개

인용 컴퓨터, 대형 텔레비전, 비디오카메라, 비디오 등 여가나 오락과 관련된 전자제품들

이 1987년 이후에 구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에어컨이나 침대와 같이 예전에는 필수품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구재의 보급 또한 확대되었다. 

<표 4-17> 보유내구재의 구입연도별 구성비(1991년 11월 30일 기준)

구입연도

1987년 이전 1987년 이후

개인용 컴퓨터 11.8 88.2

텔레비전(20인치 이상) 13.5 86.5

비디오카메라 15.4 84.6

비디오 15.7 84.3

에어컨 21.2 78.8

침대 24.7 75.3

출처: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보고서. 1992.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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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보급률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래의 <그림 4-2>를 보면, 1988년까지 1만

대에 채 미치지 못했던 마산·창원지역 자가용 등록 대수는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 비

약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창원시는 26만여 대, 마산시는 16만여 대에 달하게 되었

다. 창원시의 경우 2000년대 초반, 마산시의 경우 2000년대 후반에 가구당 자가용 보유

대수가 1대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상품들이 1987년을 경유하면

서 점차 노동계급 가구의 일상적인 소비 품목으로 전환되었다.    

<그림 4-2> 마산시와 창원시의 자가용 등록대수 및 가구당 자가용 보유대수 

변화(1980~2009년)

대 대

연도
자료: 행정자치부. 한국도시통계. 각년도 원자료.

내구소비재 중심의 상품경제 발달은 기존 생활방식의 편의를 도모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 가정에서 기대되는 안락함의 내용들을 새롭게 창출했다. 가정에서 기대되는 안락함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비재 생산자본에 의해 구성되었다. 각종 미디어에서 흘러넘치는 이상

적인 가정의 모습과 생활방식은 상품의 구매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처럼 표상되었다. 

노동계급 가구에서 소비는 안락함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안락함 그 자체가 됐다.

소비에 의존한 안락함을 중심으로 가계가 운영됨에 따라 노동계급 가구는 점차 더 많

은 현금소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안락함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는 상품경제에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안락함 수준을 평가할 때 비교

대상으로 흔히 실체가 불분명한 타자를 끌어들인다. 생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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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구술자의 발언은 자신의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남들’이라고 표현되는 불특정 

타자가 갖는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훨씬 대단하게 사

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여기에서는 나 정도쯤 되면 중간쯤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출금을 갚아야 하긴 했지만 아파트도 있고, 남들 갖춰 놓고 사는 것은 웬만

큼 갖춰 놓고 살고, 애들 교육도 남들만큼은 시키고 있다. 크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87) 

‘남들’이 소비하는 수준이 자신의 안락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노동계급 

가계운영원리의 중심에는 점차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충분한 정도의 소비가 들어서

게 되었다. 그러나 ‘남들’이라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

의 생활수준에 대해 내린 평가는 언제나 모호함을 수반한다. 상품경제의 변화에 따라 끊

임없이 변화하는 안락함의 내용과 수준을 충족하려면 어느 정도의 소비수준이 적절한 것

인지 또한 확정하기 어렵다. 안락함에 걸맞는 소비수준의 모호함은 불안감으로, 이러한 

불안감은 더 많은 현금소득을 확보할 필요성을 이어진다. 

이와 같이 노동계급의 가계운영원리로 안락함 유지에 충분한 정도의 소비가 부상하였

다. 이에 따라 가구의 소득수준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현금소득을 

확보하고자 하는 열망은 소득수준이 생계유지수준에 미달하던 예전에 비해 결코 줄어들

지 않았다. 더 많은 현금소득의 필요성은 기혼여성의 취업유인으로 작용하였다. 

2)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부담

노동계급 가계 운영에서 현금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1987년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 이

는 부모세대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하지만 이를 상쇄할 만한 노동력이나 현물을 지원

받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재생산노동의 많은 부문이 점차 상품과 대체될 수 있는 것

으로 변화해왔다는 점과 관련된다. 가계 운영에서 현금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수록 

기혼여성의 취업유인 또한 강화된다. 

87) ｢박OO 구술｣(인터뷰 #12, 2015년 4월 19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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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부모세대 가구경제 지원

87년이후세대 가구는 결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모세대와의 주거 분리를 통해 구성

된다. 87년이전세대 가구의 경우 주로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세대와의 주거 분리는 불가

피했다. 그러나 부모세대 역시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87년이후세대 가구의 경우 주거 분

리는 규범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주거 분리의 계기는 자립이 아니라 결혼이다. 부모

로부터 독립적인 거주공간을 마련할 능력은 결혼 자격을 판단하는 일차적인 기준이다. 

노동자들은 회사와 부모 주거지 사이의 거리가 다소 먼 경우를 제외하면 취직한 후에도 

부모와의 동거를 유지하다가 결혼 후 주거를 분리한다.

<표 4-18> 마산·창원지역 만60세 이상 노동계급의 종사상지위 및 월평균임금(2013년)  

종사상지위 전체(%) 남성(%) 여성(%)

상용직 10,710(28.0) 7,277(34.2) 3,432(20.2)

임시직 18,219(47.6) 9,429(44.3) 8,790(51.7)

일용직 9,368(24.5) 4,592(21.6) 4,776(28.1)

합계 38,297(100.0) 21,298(100.0) 16,998(100.0)

월평균임금(만원) 123.3 160.0 77.4

전체 노동계급 월평균임금(만원) 210.2 255.0 139.1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년 원자료.

그러나 주거를 분리한 자녀세대 가구가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부모세대 가구와 분리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세대에 대한 사회복지는 취약하고, 취업 

기회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있는 노인 일자리들도 저임금이면서 고용도 불안정

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위의 <표 4-18>을 보면, 마산·창원지역 만60세 이상 노동계급 

일자리의 월평균임금수준은 123만3천원으로 노동계급 전체 평균의 58.7%에 불과하다. 

고용불안은 더욱 심각해서, 만60세 이상 노동계급의 72.1%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종사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모세대 가구는 자녀세대 가구로부터 가계 운영에 필요한 현금의 

일부를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지원받는다.88)

88) 면접조사에 참여한 가구 모두에서 부모세대에게 현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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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대 가구의 소득 일부가 부모세대 가구에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증가시키

기 위해 두 세대를 아우르는 분업이 조직될 여지는 적다. 세대간분업은 재생산노동의 기

회비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대내 성별분업보다 가구의 현금소득을 증가시키

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세대별로 주거가 분리되어 있는 조건에서 세대간분

업이 조직되기는 쉽지 않다. 소득 공유의 차원에서는 느슨해지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가구 사이의 경계가 임금노동과 재생산노동의 분업을 조직할 때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세대 가구는 부모세대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하지만, 부모세

대 가구구성원의 노동을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조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999년에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처가와 500미터 이상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다. 그

런데도 2001년, 2002년에 연년생으로 태어난 두 아이 키울 때 처가의 도움을 거의 받

지 못하고 아내가 혼자서 키워냈다. 내가 결혼하고 첫 아이 낳을 때까지 고용승계 투

쟁 중이었기 때문에 기본급밖에 가져다주지 못했다. 지금은 애들 엄마가 일을 하고 

있지만, 2년 전까지는 그냥 집에서 아이만 키웠다. 처가에 가까이 살았지만, 그때 당

시 장인, 장모도 모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89) 

위의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세대 여성은 강도 높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로 인해 부모세대 여성보다 높은 기회비용을 치르며 재생산노동을 전담한다. 한편 

부모세대 여성은 자녀세대 여성의 재생산노동의 기회비용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인다. 앞서 제시한 <표 4-18>에 따르면, 2013년 마산·창원지역 만60세 이

상 노동계급 여성의 월평균임금은 77만4천원으로 노동계급 여성 전체 월평균임금 139만

1천원의 55.6%에 불과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구에서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은 어머니가 거의 혼자서 수행한다. 

2002년 조사된 자료에서 얻은 다음의 <표 4-19>를 보면, 어머니가 자녀를 혼자서 돌보는 

경우가 74.8%로 가장 많았고, 12.8%만이 보육시설 이용을 병행한다고 응답했다. 가족이

나 친지가 도와준다고 응답한 비중은 9.2%에 불과하다. 마산·창원지역에서 두 세대에 

걸친 세대간분업은 거의 조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구 경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기에는 ‘용돈’이라는 이름의 정기적인 지출뿐만 아니라 의료비, 경조사비 등의 비정기적인 지출

도 포함된다.

89) ｢김OO 구술｣(인터뷰 #13, 2015년 4월 14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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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분업은 임금노동과 재생산노동이 조직되는 거의 유일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부모

세대 가구의 부족한 현금소득이 장단기적으로 자녀세대 가구의 현금 지출로 상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상황은 결국 87년이후세대 가구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표 4-19>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의 탁아 방법(2002년)

탁아 방법 응답자 수(%)

아이 엄마 이외에 돌보는 사람이 없다 163(74.8)

엄마가 돌보면서, 탁아소, 유아원, 놀이방 등의 시설을 이용한다 28(12.8)

가족, 친지가 도와준다 20(9.2)

아이 보는 사람을 고용한다 1(0.5)

기타 6(2.8)

합계 218(100.0)

자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3. 영남지역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동자 생

활조사. 원자료.

부모세대에게 현금을 지원한 것은 87년이전세대 가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주로 

농촌에 거주했던 부모세대는 자급노동90)을 수행할 여지가 컸기 때문에 도시 가구에 비

해 현금소득 의존도가 높지 않았다. 게다가 부모세대가 직접 생산해서 보내준 각종 현물

들은 87년이전세대 가구의 현금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 반면 도시에 거주하는 

부모세대는 가계 운영에서 현금소득 의존도가 높을 뿐더러 현금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

이 될 만한 현물을 생산하지도 않는다. 87년이후세대 가구가 부모세대에 대한 현금 지출

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현금소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세대간분업을 조직하는 것이

다. 그러나 부모세대와 주거가 분리되어 있으며 부모세대 역시 임금노동에 종사하고 있

는 상황에서는 이조차도 여의치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동계급 가구의 현금소득 필

요성은 소득수준이 형편없었던 시절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90) 재생산노동은 상품시장과 맺는 관계에 따라 가사노동(housework)과 자급노동(subsistence 

work)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사노동은 상품시장에서 구매한 재화를 가구의 유지 및 재생에 

필수적인 형태로 변형하는 재생산노동을 의미한다. 반면 자급노동은 상품시장을 경유하지 않

고 확보한 원료들로 이루어지는 재생산노동을 의미한다(Smith, 1984; Stauth, 1984). 먹을거리

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농촌 가구에서는 도시 가구에 비해 재생산노동이 자급노동의 형태로 

이루어질 여지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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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재생산노동 상품화

87년이전세대 가구에서 여성의 재생산노동 강도는 매우 높았다. 가계가 절약을 중심으

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성의 강도 높은 재생산노동 덕분이었다. 생계비 수준

을 밑도는 소득으로 생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87년이전세대 가구에서는 재생산노

동의 시간과 강도를 증가시킴으로써 현금 지출을 최소화하는 생계전략이 구사되었다. 젊

은 시절 살림 노하우를 묻는 질문에 대한 구술자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당시 재생산

노동의 강도를 짐작해볼 수 있다.    

애들 한참 자랄 때, 옷을 거의 사지 않았다. 다행히 아들만 셋이어서 밑에 있는 아이

들에게 큰 아이가 입던 옷을 물려 입히기 좋았다. 아는 사람이나 친척들한테 얻어 입

히기도 했다. 크기가 좀 맞지 않는다 싶으면 직접 수선해 입히기도 했다. 목욕비를 

아끼려고 때로는 집에서 물을 데워서 큰아이부터 막내까지 씻기고 남은 물로 빨래하

고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버렸다. 시장이 제법 멀었지만, 반찬거리를 사러 자주 다녔

다. 급할 때는 집 앞 슈퍼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좀 비쌌다. 시장에서는 흥

정만 잘 하면 조금 더 싸게 많이 받아올 수 있었다. 지금처럼 냉장고가 크고 좋은 게 

아니어서 넉넉하게 사서 쟁여 놓기 힘들었다. 거의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꼴로 시장

에 갔었던 것 같다. 집에서 간간히 부업은 했지만, 돈 벌겠다고 밖으로 다니지는 않

았다. 그 때는 여자들이 돈 벌겠다고 밖으로 돌면 그만큼 더 쓰기 때문에 따져보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차라리 살림을 야무지게 하는 

게 더 낫다 싶었다.91) 

위의 구술 마지막 부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87년이전세대 가구의 여성에게 재생산노

동은 임금노동과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여성의 노동력을 현금소득 증가를 

위해 임금노동에 쓰는 것과 현금 지출 최소화를 위해 재생산노동에 쓰는 것 중 어느 쪽

이 생계유지에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성들마다 다를 수 있었다. 전자가 선택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92)

91) ｢이OO 구술｣(인터뷰 #19, 2013년 2월 5일, 필자 채록)

92) 87년이전세대 가구의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탐탁해 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아내가 임금노동에 나서는 것은 가부장적 남성성에 대한 침해로 규정되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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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소비재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현금 절약의 수단으로서 재

생산노동이 지닌 의미는 점차 퇴색했다. 그 대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새

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재생산노동은 점차 상품과 대체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생계

비를 웃도는 소득수준을 갖추게 된 노동계급 가구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은 재생산

노동일수도, 상품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용을 하는 딸아이가 대회에 나갈 때마다, 도시락을 준비한다. 다른 엄마들은 그냥 

사서 보내기도 하지만, 나는 늘 새벽같이 일어나서 딸아이랑, 딸아이가 속한 무용팀 

전체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을 준비한다. 엄마들이 도시락을 사서 보낸 아이들도 그것 

안 먹고 내가 만든 도시락으로 요기를 한다. 나도 그냥 사서 보낼 수도 있겠지만, 대

회에 나가면 아무래도 긴장을 많이 해서 소화가 잘 안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신경 

써서 만들어 먹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늘 그렇게 준비하는 편이다.93) 

위의 구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87년이후세대 가구의 여성은 노동력재생산에 필요한 

재화를 시장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재생산노동을 통해 직접 생산할 수도 있다. 둘 중 

어느 쪽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구체적인 상

황마다 다를 수 있다. 예컨대 누군가는 자녀에게 값 비싼 도시락을 사주는 것이 직접 싼 

도시락보다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평소에는 직접 도시락

을 싸주다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구매한 도시락을 자녀에게 들려 보낼 수도 있

다. 이와 같이 재생산노동의 많은 부분을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여성들은 상

품 구매량 조정을 통해 재생산노동에 자신의 시간을 어느 정도로 투여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게 되었다. 

상품화 덕분에 재생산노동의 강도가 완화되고 과정이 단순해지면서 부엌일, 청소, 빨

래 등과 같이 일상의 영위를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돼야 하는 재생산노동이 현금소득에 

비해 가구경제에 대해 지니는 중요성이 약화되었다. 그러다보니 자녀들이 학령기에 진입

다. 이로 인해 임금노동을 선택한 여성은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임금노동에 종사

하면서도 재생산노동을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했다(Kim, 1997). 임금노동을 수

행해도 재생산노동의 강도를 낮출 수 없는 이 같은 조건에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현금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산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지일 수 있었다. 

93) ｢김OO 구술｣(인터뷰 #10, 2015년 2월 24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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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자녀 돌봄에 직접적으로 투여되는 재생산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여성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낭비되고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기 쉽다. 아래에 언급된 구술자의 발언에

서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든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여성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

인해 볼 수 있다. 구술자는 자녀들이 학교에 간 후 집에서 혼자 재생산노동을 수행하는 

시간을 ‘아무 일도 안하고 집에 있는 시간인 것’으로 규정한다.  

막내까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니까, 집에서 멍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학교 마

치고 학원까지 다녀오면 애들이 4, 5시쯤에 오니까, 그 동안 아무 일 안하고 집에 있

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혼자 있으니, 잡생각만 많아지고, 낮잠이나 

자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다. 지금도 일을 계속 하려

고 하는 게 돈도 돈이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94) 

이와 더불어 일상적 재생산노동을 여성의 고유한 역할로 규정하던 관념도 약화되었다. 

필자가 조사한 창원지역 노동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자료에서 얻은 아래의 

<표 4-20>을 보면, 아내의 73.2%가 집안일이 남편과 아내의 공동 책임이라는 데에 동의

를 표시하였다. 남편의 경우 동의 정도가 아내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집안일이 남편과 

아내의 공동 책임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중은 29.7%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일상적 재생

산노동을 여성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노동 영역으로 규정하는 의식은 그다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표 4-20>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 남성과 여성의 집안일에 대한 인식             

5점
척도
평균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 4.대체로 

동의한다

5.매우 

동의한다

합계

(%)

부엌일, 청소, 빨

래 등과 같은 집

안일은 남편과 아

내 공동 책임이다

남편 3.05 5.3 24.4 36.6 26.7 6.9 100.0

아내 3.94 7.6 0.0 19.1 45.0 28.2 100.0

자료: 창원지역 노동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5년 원자료.

94) ｢박OO 구술｣(인터뷰 #12, 2015년 4월 19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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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생산노동과 상품의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성이 

재생산노동에 투여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등과 같은 일상적 재생산노동을 여성의 고유한 노동 영역으로 규정하던 성역할 관

념 또한 약화되었다. 가구경제에 대한 재생산노동의 경제적 기여도와 성역할로서의 의미 

모두가 약화된 조건은 노동계급 가구의 여성이 재생산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노동시간을 

늘리는 선택지를 취하기 쉽게 하였다. 이와 같이 재생산노동의 대체 가능성을 높이는 상

품경제의 발전은 기혼여성의 취업유인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3. 1.5인소득자 가구와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에 대한 수용성

1) 노동계급 가구의 성별분업: 1.5인소득자 가구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의 가계 운영에서 남성 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게 나

타난다. 이는 다음의 <표 4-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소득 활동에 종

사하는 맞벌이 가구는 35.9%로, 남편의 소득으로만 운영되는 외벌이 가구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아내가 가구소득에 기여하는 정도는 크

지 않다. 맞벌이 가구 아내의 월평균소득은 148만5천원으로, 남편 소득 354만7천원의 

40% 정도에 불과하며, 가구총소득의 30% 남짓을 충당할 따름이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

라 할지라도 아내의 소득은 생계유지 수준에 한참 미달하기 때문에 가계 운영에서 남편

의 임금노동이 가지는 중요성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21>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의 소득자 수에 따른 분포와 소득 구성

수(%)
월평균소득(만원)

남편소득 아내소득 기타소득 총소득

맞벌이 47(35.9) 354.7 148.5 6.3 509.3

외벌이 84(64.1) 369.9 4.7 3.5 384.6

전체 131(100.0) 427.9

자료: 창원지역 노동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5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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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책임에 대한 성역할 의식은 가계 운영에서 남편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

은 상황에 조응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부양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아래

의 <표 4-22>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 모두 ‘가족의 생계 부양은 일차적으로 남성의 책임

이다’라는 항목과 ‘부부가 함께 다니는 회사의 정리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남편보다는 아

내의 퇴사가 바람직하다’이라는 항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동의를 표하고 있다. 외벌이 

가구보다는 맞벌이 가구에서, 남편보다는 아내에게서 남성의 일차적인 부양 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다. 

<표 4-22>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 남성과 여성의 부양 역할에 대한 인식

5점
척도
평균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 4.대체로 

동의한다

5.매우 

동의한다

합계

(%)

아내가 돈을 

벌더라도, 가족

의 생계 부양

은 일차적으로 

남편의 책임이

다

남
편

맞벌이 4.17 4.3 4.3 4.3 44.7 42.6 100.0

외벌이 4.32 0.0 0.0 2.4 63.1 34.5 100.0

아
내

맞벌이 3.89 0.0 12.8 10.6 51.1 25.5 100.0

외벌이 3.98 0.0 7.1 19.0 42.9 31.0 100.0

부부가 함께 

다니는 회사에

서 불가피하게 

정리해고가 이

루어져야 한다

면, 남편보다는 

아내가 퇴사하

는 것이 더 바

람직하다

남
편

맞벌이 3.74 6.4 4.3 23.4 40.4 25.5 100.0

외벌이 4.00 1.2 9.5 9.5 47.6 32.1 100.0

아
내

맞벌이 3.60 2.1 10.6 23.4 53.2 10.6 100.0

외벌이 3.79 0.0 10.7 19.0 51.2 19.0 100.0

자료: 창원지역 노동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5년 원자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에서 남성부양자 가구의 실

질적이고 규범적인 특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새로운 가

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직장 생활을 중단한다. 다음의 <표 4-23>을 보면 결혼 및 임신

을 계기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고 미혼 시절부터 꾸준히 직장 생활을 유지한 아내는 전

체 131명 중 4명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의지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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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4-23>에 따르면, 현재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84명의 아내 중 5명

을 제외한 전원이 취업 의사가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아내들이 막내 자녀가 학령기에 

들어서면 소득 활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막내 자녀가 6세 미만인 아내들의 경우 재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는 32.7%에 불과

하지만, 막내 자녀의 연령이 6세 이상이 된 아내들의 58.3%가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있

거나 종사했던 경험이 있다.

<표 4-23>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 여성의 취업 경험 및 재취업 의사 여부

있다
(%)

없다
(%)

합계
(%)

결혼 및 출산을 계기로 한 취업 중단 경험
127

(96.9)
4

(3.1)
131

(100.0)

재취업 경험

합계
60

(47.2)
67

(52.8)
127

(100.0)

막내 자녀 6세 미만 
18

(32.7)
37

(67.3)
55

(100.0)

막내 자녀 6세 이상
42

(58.3)
30

(41.7)
72

(100.0)

재취업 의사
79

(94.0)
5

(6.0)
84

(100.0)

자료: 창원지역 노동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5년 원자료.

실제로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여성은 결혼, 출산과 같은 생애사건을 계기로 임금노

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출생 코호트별 노동자수를 성

별로 구분하여 표시한 다음의 <그림 4-3>을 보면, 초기 양육 시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1981~1985년 출생 코호트와 1976~1980년 출생 코호트에서 여성 노동자 수는 남성 노동

자 수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그러나 자녀가 학령기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1966~1970년 출생 코호트의 노동자 수는 남성 2만3,956명, 여성 2만4,499명으로, 이 코

호트에서는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 노동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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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마산·창원지역 출생코호트별 성별 노동자 수(2013년)

출 생 코 호트

명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년 원자료.

주1. 2013년의 경우 마산시, 창원시뿐만 아니라 진해시 자료까지 포함한 

수치이다. 2010년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되면서 지역별고용조사는 2010년부터 종래의 세 도시가 하나

의 조사단위로 묶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남성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서 남성의 소득 없이 가

구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고용 또한 불안정해서 안정적인 소득 확보

를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계급 가구 여성의 재취업 형태를 보여주는 아래의 <표 4-24>에 

따르면, 남편은 주로 정규직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반면, 아내의 경우 정규직으로 재취업

한 경우가 가장 드물게 나타나며 주로는 비정규직 임금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내의 불안정하고 벌이가 나쁜 소득 활동은 남편의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

을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표 4-24>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 여성의 재취업 형태 및 남성의 고용 형태

아내 재취업형태(%) 남편 고용형태(%)

자영업 12(27.9) -

정규직 10(23.3) 88(67.2)

비정규직 21(48.8) 43(32.8)

합계(%) 43(100.0) 131(100.0)

자료: 창원지역 노동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5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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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에서는 실질적으로나 규범적

으로 부양 역할이 남성에게 부여되고 있지만, 임금노동 자체가 남성의 역할인 것으로 규

정되지는 않는다. 여성들 또한 적극적으로 임금노동에 참여하고자 하며 실제로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면 노동시장 재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성들의 임금노동

은 가족 부양은커녕 본인의 생계를 도모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보상 수준이 낮고 안정성 

또한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의 성별분업은 남성이 생계부양을 담당하되 재생산노동을 책임지는 여성이 단산 이

후 생계부양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임금노동에 단속적으로 종사하는 1.5인소득자 가구 

형태로 이루어진다.

2) 모성 실천으로서의 여성의 임금노동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를 뒷받침하는 데 동원되는 것은 학령

기 자녀에 대한 모성 실천이다. 이는 구술자들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자녀가 취학한 이후 재취업할 의사를 지닌 첫 번째 여성 구술자는 아직 어린 자

녀는 ‘엄마 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접 돌보고 있지만, 학령기 자녀에게 필요한 어머

니노릇은 ‘재능’을 키워주는 금전적인 교육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남성 구술자 

역시 첫 자녀 임신 이후 12년간 전업주부였던 아내의 재취업 동기가 자녀의 교육비 지

원에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남녀 구술자 모두 여성의 소득 활동을 자녀 교육에 헌신하

는 어머니노릇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막내가 어려서 엄마 손을 필요로 하니까 일을 쉬고 있지만, 막내가 학교 들어

가고 여유가 좀 생기면 다시 일을 할 생각이다. 애들이 커갈수록 엄마가 해줄 수 있

는 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으니까 교육비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집에 마냥 있지는 

못할 것 같다. 애들한테 무조건 공부를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애들이 재능을 

보이는 게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다.95)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내가 작은 회사 경리로 일하기 시작했다. 창원여성

95) ｢김OO 구술｣(인터뷰 #15, 2015년 2월 22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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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센터에서 회계 교육을 받고 그 곳에서 취업을 알선해준 회사에 들어가서 이

제 2년째 다니고 있다. 아무래도 애들 교육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 애들 커가고 그

러니까 학원도 좀 더 보내고 싶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다.96)

여성의 임금노동이 학령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노릇의 연장선상에서 인식된다는 점은 

아래의 <표 4-2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취업을 통해 지출이 가장 늘어난 항목 

혹은 지출을 가장 늘리고 싶은 항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자녀 교육비를 꼽

은 아내들은 응답자의 47.1%로 각각 24.3%, 17.9%에 불과한 노후대비자금이나 주택자금 

항목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내들의 소득 활동 재개와 관련하여 자녀 교

육비 지원이라는 목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표 4-25>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 여성의 재취업을 통한 추가지출 및 지출 희망 항목

      

추가지출 및 지출 희망 항목 응답자 수(%)

자녀 교육 66(47.1)

주택마련자금 혹은 전세자금 25(17.9)

노후대비 34(24.3)

생활비 12(8.6)

사업자금 2(1.4)

부모나 친척에 대한 경제적 보조 1(0.7)

계 140(100.0)

자료: 창원지역 노동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5년 원자료.

주 1. 재취업 경험이 있으나 현재 실직 상태인 여성인 경우 과거에 재

취업을 했던 이유와 현재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를 묻는, 독립된 

두 문항에 모두 응답하였기에 응답자 수가 전체 표본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서 자녀 교육이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규정되는 것이 어제오늘

의 일은 아니다.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통해 가족 성원 전체의 사회적 신분 상승을 달성

하고자 하는 강력한 가족이념은 산업화 시기 내내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와 헌신이 강

제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장경섭, 2002). 이로 인해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

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어머니노릇97)은 모성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

96) ｢김OO 구술｣(인터뷰 #13, 2015년 4월 14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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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중산층의 경우 세대간 계층 재생산 혹은 상승이동에 대한 열망이 자녀의 학

업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어머니노릇으로 이어진다(윤택림, 1996; 

박혜경, 2008). 노동계급 여성의 경우에도 역시 학령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노릇의 기저

를 이루는 것은 세대간 계층 상승이동에 대한 열망인 것으로 나타난다(이재경, 2004; 조

주은, 2004: 224-31).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여성에게도 자녀 교육은 어머니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부문

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자녀 교육에 대한 이들의 헌신에는 자녀세대의 사회적 지위 상승

에 대한 열망이나 사회적 지위 하락에 대한 불안이 강하게 투사되어 있지 않다.98) 이들

은 자신의 계층적 지위에 대한 불만이 크지 않다. 남편의 사회적 지위는 나중에 자녀들

이 취해도 좋을 만큼 썩 괜찮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는 자녀가 어른이 된 후 어

떤 삶을 살기를 바라냐는 질문에 대한 구술자들의 다음과 같은 답변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 애들 보면 공부에 그다지 취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것저것 시켜봤는데, 

딱 부러지게 재능이 있다 싶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우리 애들이 자기 아빠처

럼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벌고, 일 끝나고 나면 자

기가 좋아하는 일, 우리 OO이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런 취미 생활하면서 자기 시간

도 충분히 보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장가도 꼭 가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부모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99) 

큰 애는 어릴 때 이것저것 많이 시켜봤는데, 통 재밌어 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잘 하

는 것도 없었다. 결국 고등학교는 공업계로 갔다. 학교에서 이것저것 자격증 준비하면

서 선생님들께 칭찬을 많이 듣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97) 어머니노릇(mothering)은 자녀와 관련된 어머니의 모든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어머니노

릇은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동관, 양육자와 피양육자 간의 관계, 양육자의 역할 규정을 중심으

로 구성된다(이재경, 2003: 170). 

98) 한국의 다른 산업도시들에서는 마산·창원지역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부천 및 인천지역 

노동계급을 대상으로 한 이재경(2004)의 연구에서 피면접자들은 평균 이상의 경제적 수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층적 지위를 하층으로 인식한다. 조주은(2004)에 따르면 임금수준

이 매우 높은 울산지역 대기업 정규직 노동계급 가구의 여성들의 경우 현재는 중산층이지만 

남편의 고용지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하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99) ｢박OO 구술｣(인터뷰 #12, 2015년 4월 19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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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다 싶다.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취미생활도 

하고, 좋은 데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둘째 애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특별한 

재능을 타고 나지 못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지만 우리 딸은 재능이 있으

니까. 나중에 유명한 무용수가 돼서 자기 이름 걸고 공연도 하고, 해외로도 많이 다

니고,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 꿈 펼치면서 살면 좋겠다.100)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을 둔 첫 번째 구술자의 발언에서 아들의 미래에 

대한 바람이 구성되는 데 사용되는 준거는 ‘자기 아빠’의 삶이다. 구술자에게 ‘취미 생활

하면서 자기 시간도 충분히 보’내는 남편의 삶은 아들의 미래를 겹쳐 봐도 될 만큼 제법 

괜찮은 삶으로 인식된다. 두 번째 구술자의 ‘큰 애’는 공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

이다. 구술자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생산직 노동자로 취직할 가능성이 높은 아들에게 ‘취

미생활도 하고, 좋은 데 여행도 다니’는 미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술자들에게

는 아들이 남편의 계층적 지위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지 않는다.101)  

한편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여성에게서는 학령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노릇을 중심으

로 구성되는 전업어머니 정체성도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중산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모성 담론에서 자녀 교육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어머니노릇이 

강조된다(이재경, 2004: 96). 특히 1990년대 이후 자녀 교육 경쟁이 강화되면서 자녀 교

육의 계획 및 관리와 관련된 자녀학업지원노동의 강도와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어머니

에게 요구되는 자녀학업지원노동에는 학부모회 임원 활동 및 학교 방문, 사교육 및 진학 

관련 정보 수집, 정보 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운전기사 노릇, 숙제 지도 및 대신 

해주기, 학과목 지도, 거주지 이사, 사교육비를 위한 취업 등이 포함된다(박혜경, 2009: 

13). 이로 인해 전업어머니 정체성이 더욱 강화된다. ‘좋은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학업지

100) ｢김OO 구술｣(인터뷰 #10, 2015년 2월 24일, 필자 채록)

101) 딸의 경우는 좀 다르다. 앞서 제시한 두 번째 구술에 등장하는 ‘둘째 애’는 딸이다. 딸에 대

한 기대에는 ‘자기 아빠’의 삶이 투사되지 않는다. 구술자에게 노동자로서 경제적, 시간적 여유

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남성에게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신 딸의 미래에 대한 바람이 구성되는 데 동원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불만족이

다. 구술자는 ‘둘째 애’가 누군가의 아내와 어머니로 규정되는 ‘평범한’ 자신과는 달리, ‘자기 

이름을 걸’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이는 자신의 계층적 지위에 대한 불만보다

는 아내와 어머니 역할에 국한된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이 투사된 것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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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노동에만 집중하는 전업어머니로 정의된다. 반면 자녀 교육 지원에 필요한 경제적 능

력이 충분치 않은 가난한 어머니와 자녀 학업 지원에만 집중하지 못하는 취업 상태의 

어머니는 ‘열등한 어머니’로 정체화된다. 중산층 전업주부의 삶을 모델로 구성된 전업어

머니 정체성이 확산되면서 여성들은 사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취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취

업으로 인해 여타의 학업 지원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지니게 된다

(박혜경, 2009). 

그러나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여성의 경우 학령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노릇에 포함

된 자녀학업지원노동의 항목이 많지 않고 강도가 세지도 않다. 마산·창원지역에서 자녀

가 학령기에 막 진입한 어머니의 교육 지원 활동은 음악, 미술, 스포츠 등 다양한 사교

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사교육이 자녀와 교육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 활동을 거친 후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어머니노릇에는 자녀의 

욕구와 재능을 파악하고, 교육 목적을 설정하고, 교육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적합한 교

육기관을 물색하는 노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에게 ‘레고’와 

‘독서’의 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구술자의 다음의 발언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그

의 발언에서 자녀의 특성이나 교육의 목적, 예컨대 자녀가 ‘레고’를 좋아하는지, ‘책 읽는 

습관’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구술자의 사교육 선

택에는 주거지와의 인접성과 이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레고’와 ‘독서’는 자녀 개인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근처의 학원들 중 이웃 어머니들에게 평판이 좋고 다른 아이들도 많

이 다니기 때문에 선택된 교육 활동이다.      

우리 큰 애는 레고가 어린 아이들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레고학원에 보낸

다. 책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독서학원에도 보낸다. (면접자: 아직 

어린데 학교 끝나면 학원까지 데려다 주시나요?) 아니다. 다 집 근처에 있는 학원들이

라 걸어서 다닐 수 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하게 지내는 엄마들한테 어떤 

학원이 있고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다. 집에서 가깝고 자기 친구

들도 많이 다니고 애도 재밌어 하니까.102)  

어릴 때 여러 교육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재능이나 흥미 있는 영역을 

102) ｢김OO 구술｣(인터뷰 #15, 2015년 2월 22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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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지 못하고 고학년이 된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활동은 공식교육과정과 관련된 사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최대한의 학업 성취를 얻어내기 위한 체계적

인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거리가 멀다. 이는 구술자의 다음의 발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구술자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고학년인 두 아들을 학원에 보내면서도 학업 

성취 향상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이유

는 자녀들이 또래집단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구술자는 자녀

에게 ‘별 흥미가 없는’ 공부를 ‘억지로 시킬 수도 없’지만, 학업 성취를 끌어올리기 위해 

‘애만 힘들게 하는’ ‘극성’이 어머니로서 그다지 바람직한 자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큰 애는 원래 야구를 하고 싶어 해서 초등학교 때 잠깐 부산에 전학을 시켰었다. 부

산 큰댁에서 일단 맡아주기로 했었는데, 야구는 전학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부모

가 쫓아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해야 하더라. 내가 큰 애만 쫓아다닐 수도 없고 큰댁에

서 그렇게까지 해줄 수는 없고 해서 포기했다. 원래 야구를 하고 싶어 했던 애라 공

부에는 별 흥미가 없는 것 같다. 흥미가 없는 걸 억지로 시킬 수도 없고, 극성을 부

려봐야 애만 힘들고. 그래도 다른 애들이 학원 한 두 개씩은 다니니까, 수학학원 하

나쯤은 보내야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내고 있다. 둘째는 요즘은 영어학원에 보낸다. 예

전에는 미술이나 음악 같이 이것저것 좀 시켜봤는데 썩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지 않

았다. 고학년쯤 되면 다른 엄마들도 영어나 수학학원을 많이 보낸다. 우리 애가 아직

까지는 공부에는 별 취미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잘 하진 못하더라도 나중에 중학교 

가서 다른 애들보다 너무 모르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보내고 있다.10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여성의 학령기 자녀에 대한 어

머니노릇에는 사교육 관련 정보 수집, 정보 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운전기사 노릇, 

학과목 지도 등과 같은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학령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노

릇은 주로 사교육기관에 자녀 교육을 위탁하는 데 국한된다. 따라서 사교육비 지원을 위

해 취업을 선택한 어머니는 전업어머니에 비해 사교육비 지원을 제외한 다른 항목의 자

녀학업지원노동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열등한 어머니’가 아니라, 오히려 학령기 자녀

에 대한 어머니노릇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좋은 어머니’로 규정된다.

103) ｢박OO 구술｣(인터뷰 #12, 2015년 4월 19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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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의 임금노동은 모성과 충돌

하지 않는다. 이들의 임금노동은 오히려 자녀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모성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간주된다. 기혼여성의 임금노동이 남성의 부양 역할과는 구분되는 어

머니 역할로 배치됨으로써 남성성과의 충돌이 우회되는 한편 규범적 정당성이 확보된다. 

이는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3) 노동계급 가구와 기혼여성의 임금노동: 87년이전세대 가구와의 비교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의 성별분업은 남편에게는 생계부양을 위한 임금노동, 

아내에게는 재생산노동뿐만 아니라 생계보조적 임금노동이 할당되는 1.5인소득자 가구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 성별분업의 이 같은 양상은 87년이전세대 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여성은 항상 남성의 소득에 한참 못 미치는데다가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지

는 종류의 임금노동에 종사해 왔다. 그렇지만 87년이후세대 가구의 경우 여성의 임금노

동이 성역할 규범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역할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87년

이전세대 가구와 구분된다. 

<표 4-26> 마산·창원지역 87년이전세대 가구와 87년이후세대 가구의 성별분업 비교

87년이전세대 가구 87년이후세대 가구

가계운영원리
생계비에 미달하는 현금소득의

최소한 소비

소비에 의존한 안락함 유지에 

적절한 소비

임금노동

남편 부양 부양

아내
남성의 부양 역할 보완

(성역할 규범과 충돌)

학령기 자녀에 대한 모성 수행

(성역할 규범에 부합)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에
대한 인식

부정적 수용적

재생산노동 재생산노동은 여성 역할 모성 관련 재생산노동은 여성 역할

위의 <표 4-26>은 87년이후세대 가구의 특성을 87년이전세대 가구와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87년이전세대 가구의 경우에도 남성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생계비에 미달할 정도

로 낮았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취업유인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는 부양자로서의 남성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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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하거나 재생산노동의 전담자로서 여성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87년이전세

대 가구의 여성이 임금노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허가와 양해가 필요했고, 임금

노동을 수행할지라도 재생산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힘들었다(Kim, 1997: 89-90). 

87년이후세대 가구의 경우에도 부양 역할은 여전히 남성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임금노동이 성역할 규범에 위반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는 면접조사에 

참여한 남성 구술자들의 아래와 같은 발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아내의 임금

노동을 여성스럽지 못한 행동이라거나 우세스러운 일이라 여기지 않는다. 두 번째 구술

자의 발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내의 임금노동은 본인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만한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집사람이 2년 전부터 경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예전보다 집안일을 많이 하게 되었

다. 집사람이 일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애들 챙기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보니 

집안일은 주로 아내가 했지만, 그 사람도 일을 하니까 이제는 퇴근하면 나도, 애들도 

다 같이 집안일을 거드는 편이다.104) 

아내가 애 낳고 집에 있으면서 사이버대학에서 요가 강사 자격증을 땄다. 요즘은 간

간히 요가 강의를 해서 약간의 수입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다. 내가 지금만큼 

못 벌어다 줘도 생활할 수 있는 방도가 있었으면 싶다. 아직 아이가 어려서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라도 본인이 원하면 좀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줄 생각이다.105) 

87년이후세대 가구에서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가 지지되는 형태로 성별분업이 조직되는 

원리의 중심에는 모성이 위치한다. 여성의 임금노동에는 학령기 자녀의 교육 소비를 증

가시키고자 하는 모성의 적극적인 실천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부여된다. 여성의 임금노

동이 모성 실천의 연장선상에 배치됨으로써 남성의 부양 역할과 충돌하지 않는 여성의 

역할로 안착하는 것이다. 유아기 자녀 돌봄 등 모성과 직결된 것으로 규정된 재생산노동

을 제외하면, 재생산노동을 온전히 여성만의 역할로 여기지도 않기 때문에 부엌일, 청소, 

빨래 등과 같은 집안일에 대한 남편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젠더갈등과 

이중부담의 위험으로 인해 가급적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것

104) ｢김OO 구술｣(인터뷰 #13, 2015년 4월 14일, 필자 채록)

105) ｢박OO 구술｣(인터뷰 #14, 2015년 4월 14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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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겼던 87년이전세대 가구와는 달리, 87년이후세대 가구에서 임금노동은 여성의 자

연스러운 역할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는 자녀가 학령기에 진입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는 조건이 되어 주었다. 

4. 소결

1987년을 기점으로 여성 집중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전개되었고 남성 집중 제조업 일

자리 조건은 크게 개선되었다. 이로 인해 마산·창원지역의 성별임금격차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크고, 질 좋은 여성 일자리 비중은 더 작게 나타난다. 노동계급 남성의 임금수

준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기혼여성의 취업유인이 약화되지는 않았다. 가계 운영에서 소

비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부모세대 역시 도시 가구에 속해 있는 경

우가 증가하고 재생산노동이 상품화되면서 부모 부양 및 자녀 양육에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지역노동시장과 가구경제의 이 같은 특성을 기반으로 노동계급 가구의 성별분업은 부

양 역할은 남성에게 부여되지만 재생산노동을 책임지는 여성이 임금노동에도 단속적으로 

종사하는 1.5인소득자 가구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때 여성의 임금노동에는 학령기 자녀

에 대한 적극적인 모성 실천이라는 의미가 부여된다. 여성의 임금노동이 남성의 부양 역

할과는 구분되는 어머니 역할로 배치됨으로써 남성성과의 충돌이 우회되는 한편 규범적 

정당성 또한 확보된다.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1.5인소득자 가구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기혼여성 노동력 공급 조건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가 성역할 규범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범적으

로 바람직한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촉진된다.   

둘째, 남성의 부양 역할이 안정적 고용과 고소득을 기반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기혼여

성의 불안정노동에 수반되는 생계 위험이 완화된다.  

기혼여성에게 취업유인과 생계 안정을 제공하는 노동계급 가구를 기반으로 지역노동시

장에는 불안정노동 수요를 충당하는 기혼여성 노동력 공급층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것

이 바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혼여성 노동자들을 유연노동력으로 동원할 수 있었던 조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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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지역 노사관계 재편과 노동계급 가구의 젠더관계

앞에서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한 기혼여성 노동력 공급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지역노동시장과 노동계급 가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기혼여성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다. 불안정하고 성차별적인 노동 현실에 직면한 기혼여성 노동자들이 노사관

계에 안정적으로 통합되지 않았더라면, 구조조정은 적지 않은 갈등 비용을 수반했을 것

이다. 5장에서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례없는 산업평화가 가능했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구조조정은 남성 중심 노동조합과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자본은 유연화 압력을 여성 노동자에게 집중시킴으로써 

남성 노동자를 주축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피해갈 수 있었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에 근간한 협력적 노사관계는 여성 노동 유연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장에서는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여성 배제적인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

었던 조건을 규명하기 위해 지역의 노사관계가 성별불평등한 양상으로 재편된 과정을 살

펴보고, 이러한 성별불평등이 어떻게 재생산되었는지 노동계급 가구의 젠더관계를 중심

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여성 노동자들과 창원공단의 남성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성별을 초월한 지역 단위 노동자 

연대가 구축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2절에서는 1990년 이후 성별불평등이 강화되는 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노동운동의 성격과 자본의 전략을 분석한다. 남성 노동자 중심으

로 전환된 노동운동이 기업내부노동시장과 결합되면서 남성 노동자에게는 고임금 및 고

용안정이 보장되는 보상체계가 갖춰졌지만 여성 노동자는 저렴하고 유연한 노동력의 위

치에 머물러 있게 되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3절에서는 지역노동시장의 성별불평등이 재

생산되는 기제를 분석한다. 불안정하고 성차별적인 노동 현실을 수용 가능한 노동 경험

으로 전환하는 여성의 모성 중심 노동생애전망과 동반자 의식이 여성 노동자에 대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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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차별에 근간한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줄 것이다. 

1. ‘마수자’와 ‘공창원’106)의 연대: 1987∼1989년

1987년 여름, 울산에서 시작된 노동자대투쟁은 창원공단의 대공장을 필두로 마산수출

자유지역 기업들과 마산·창원지역의 중소기업들로 확산되었다. 마산·창원지역에서는 

노동조합 결성, 어용노조 민주화, 임금 인상, 인격적 대우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

쟁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구속되는 희생을 

치렀지만 지역 내 60여 개 사업장에서 자주적 노동조합이 건설되는 성과를 남겼다. 이와 

같은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토대로 마산·창원지역에서는 지역 단위의 노동조합 연대조

직이 결성되었다. 1987년 12월 14일, 마산·창원지역 19개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전국 최

초의 지역연대조직인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이하 마창노련)이 출범하였다.107)

마산·창원지역에서 일찍이 지역 차원의 노동자 연대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1987

년 이전부터 노동자 친화적인 지역사회운동의 토대가 존재한 데서 비롯된 바가 크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직후 울산, 포항, 마산·창원지역 노동운동을 비교한 이상철(1992)

의 연구에 따르면, 세 지역 간 뚜렷한 차이점은 저항운동의 전통 여부와 노동운동지원단

체의 존재 여부이다. 마산·창원지역의 노동운동지원단체들은 지역 차원의 강력한 노동

자 연대가 구축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마산·창원지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노동운동지원단체는 한국가톨릭청년회(이하 

JOC)였다. 노동자 권익 신장과 사회 민주화를 목적으로 노동자 조직화 및 교육, 그리고 

노동조합 지원 활동 등을 전개했던 JOC의 마산교구 산하 조직은 1971년에 설립되었다. 

106) ‘마수자’와 ‘공창원’은 김하경의 내사랑 마창노련에서 사용된 ‘마수자와 공창원의 만남’이라

는 소제목에서 따온 말이다. ‘마수자’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약칭, ‘공창원’은 창원공단의 약칭

이다(김하경, 1999a: 60). 여성의 이름과 남성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이 약칭에는 마산수출자유

지역 노동자 대부분은 여성이고 창원공단 노동자 대부분은 남성이라는 의미가 반영돼 있다.

107) 1987년 12월 창립 당시 마산수출자유지역의 8개와 창원공단의 11개 노동조합의 1만6천여 

명의 노동자에서 출발한 마창노련은 1988년에는 32개 노동조합의 3만여 명의 노동자가 소속된 

조직으로 확대되었다(김하경, 1999a: 63; Kim, 1997: 144). 불과 1년 만에 조직 규모가 두 배

로 커진 것이다. 마산·창원지역에서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지역 연대의 폭이 얼마나 빠른 속

도로 확장되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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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C는 야학이나 레크레이션 활동 소모임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교육했다. 

또한 민중교회 등의 종교단체나 YMCA에서 운영되었던 노동자 소모임, 학생운동조직, 지

역 언론인 모임 등 다양한 사회운동단체들과 노동자들을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빠르게 노동조합이 조직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운동을 기반으로 성장한 선진적인 여성 노동자들 덕분이었다(이상철, 1992: 184; 

Kim, 1997: 143-4).108) 

한편 남성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운동과의 결합 정도가 약했다. 그러던 중 

창원공단의 남성 집중 사업장인 통일의 노조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남성 노동자들과 지역

사회운동의 연계가 본격화되었다.109) 1985년에서 1987년까지 통일에서 해고된 노동자만 

80여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조합원들과 소모임을 꾸리고 조직 활동을 꾸준히 전

개하면서 노동운동 활동가로 성장했다. 해고 노동자 출신 남성 활동가들은 현장 밖에서 

노동운동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활동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함으로써 지역사회운동

과 연결되기 시작했다.110) 

 노동자대투쟁이 시작되면서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1987년 7월 26일 결성된 경남지역

노동자협의회(이하 경노협)로 결집하였다. 경노협은 노동조합 활동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

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에 관한 상담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서로 다른 

작업장에 흩어져 있던 마산·창원지역 노동자들은 경노협으로 모여들었고 이들 사이에 

긴밀한 연계가 형성되었다. 경노협은 노동운동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

로써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었다(조효래, 2001: 74). 

마창노련은 지역사회운동을 기반으로 성장한 선진적인 노동자들이 노동자대투쟁을 계

108)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는 1987년 8월 11일 동아실크, 동경실리콘, 한국판창, 산본에서 농성이 

시작된 이후, 8월 한 달 동안 75개 입주업체 중 20여개 업체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41개 

업체에서 쟁의가 발생하였다(강인순, 2001: 132; 김하경, 1999a: 51). 

109) 1982년 동양기계가 ㈜통일로 합병됨에 따라 동양기계공업에서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노동자

들이 창원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들은 ㈜통일의 노조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다. 1985년 임금교

섭 때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위원장 독단으로 사측과 임금인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위

원장이 불신임되고 동양기계공업 출신의 문성현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사측이 문

성현의 대졸학력을 문제 삼아 그를 해고하는 한편 18명의 노동조합 집행부가 연행되면서 노조

민주화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1985년 이후 계속된 ㈜통일의 노조민주화운동은 마산·창

원지역 노동운동의 기초가 다져지는 배경이 되었다(김하경, 1999a: 29-33).

110) 1986년 후반 노동문제상담소가 설치되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권 교육 프로

그램들이 제공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한 사람들은 통일 해고 노동자들과 긴밀한 

연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지식인 활동가들이었다(Kim, 1997: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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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결집하면서 결성될 수 있었다. 마창노련은 단숨에 지역 노동자들의 강력한 연대틀

로 성장하였다. 마창노련은 단위 사업장들의 단체협상을 주도하고, 노동조합 민주화를 

지원하였으며, 단위 사업장들 간 연대투쟁을 조직했다. 지역 내 모든 노동조합이 공식적

으로 마창노련 소속인 것은 아니었다.111) 그러나 마창노련은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까

지 아우르는 지역 연대의 틀을 조직하고, 교섭에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 내 거의 

모든 노동조합들의 실질적인 상급단체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이상철, 1992: 170).112) 

마산·창원지역의 노동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지역 연대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컸다. 마산·창원지역에서 노동운동 지도자나 기업 단위 노동조합보

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운동의 주체는 마창노련이었다(이상철, 1991: 276).113) 

노동계급 남성과 여성은 기업 단위 노동조합의 경계를 넘어 마창노련이라는 강력한 지역 

연대의 틀로 결집되었다. 이는 자본과 정부의 공세에 대항하여 노동조합을 지키겠다는 

목적을 공유한 노동자들 간 상호지원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였다(임영일, 1998: 96). 노

동자대투쟁 기간 동안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사이에 국가와 자본의 거대한 공세에 

함께 맞서는 동지적 관계가 빠르게 형성되었다. 

실제로 마산·창원지역 노동운동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욱 

가혹했다. 노동운동의 목적이 개별 사업장의 경제적 조건 개선을 넘어 정치적 변혁으로 

확대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노동자 연대가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었던 마산·창원지역

이 전국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114) 마창노련은 전국 단위 연대조직

으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를 결성하고자 하는 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

111) 1988년 말 마창노련으로 포괄되는 마산·창원지역 노동자는 지역 내 조합원의 40%, 지역 

내 전체 노동자의 15% 수준이었다(이상철, 1992: 169).

112) 1989년 마창노련은 ‘마산·창원지역노동법개정및임금인상투쟁본부’를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마창노련 산하 38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을 포함한 27개의 미가입 

노동조합도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마산·창원지역의 노동조합들은 지역 연대의 틀 내에서 단

체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김하경, 1999a: 140-1).

113)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여성 노동자들은 마창노련의 결성과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였다. 19개의 발기 조직 중 8개가 마산수출자유지역의 노동조합들이었다. 설립 직후 마창노련

의 간부직은 마산수출자유지역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 노동자들의 역량이 높

았다(이상철, 1992: 199). 

114) 1990년대 초반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은 전국 노동운동을 선도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

다. 마창노련은 1990년 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결성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하였다. 이후 노동조합이 산업별로 재편되고 전국 단위 연대조직으로 민주노총이 결성되는 과

정에서 노동운동의 주도권은 사실상 울산지역 노동계급에게로 이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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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있었다. 이를 저지하고자 했던 정부는 마산·창원지역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마창노련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지원단체, 핵심 사업장, 파업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 공권력 투입, 간부들의 구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89년부터 1990

년대 초반까지 수배되거나 구속된 마산·창원지역 노동자 수는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

였다(이상철, 1992: 135-6). 

노동자에 대한 자본과 정부의 폭력은 만성적으로 자행되었다. 이러한 폭력은 남녀를 

불문했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본과 정부의 폭력 앞에서 남성 노동

자와 여성 노동자의 상이한 존재조건과 이해관계가 들어설만한 틈이 없었다. 

(1988년) 7월 9일 (마산수출자유지역의 한국TC전자에서)…남자사원 50~60여 명이 달

려들어 노조간부 3명을 계단으로 굴러 떨어뜨린 뒤 한 사람에 10여 명씩 달려들어 구

둣발로 차고 밀치고 짓이기는 등 전신을 구타하고 폭행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구사대

들은 간부들을 100미터 질질 끌고 가서 새로 이전한 노조사무실에 감금하고, 또다시 

2시간여 동안 전신을 구타, 폭행하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 “시집도 못가게 

얼굴에 문신을 새겨라”, “빨갱이 간첩!”, “자궁을 수박처럼 쪼개버려!” 등 차마 입에 담

을 수 없는 욕설과 공갈 협박을 가하였다(김하경, 1999a: 101-2 괄호 안은 필자 추가).

(1988년 8월 17일 창원공단 대명공업에서) 회사는 노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서 하청

을 안 준다며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구사대를 만든 후 물량반출을 시도하였다. 조합원

들이 막고 나서자, 구사대들은 조합원들에게 살인적인 폭행을 가하여 수십 명의 조합

원이 부상당했다. 그것도 모자라 사측과 경찰은 사기극까지 조작하여 위원장 및 간부 

3명을 구속하였다. … 대표이사 임명섭은 사측의 물량반출을 저지하려던 박우곤 조합

원을 ‘트럭으로 밀어버려라’고 명령했고, 이로 인해 박우곤 조합원은 트럭의 차축에 2

미터 정도 끌려가 가슴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김하경, 1999a: 118 괄호 안

은 필자 추가).

마창노련에서는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원칙이 강조되었다. 이 때 ‘노동자’란 남녀

를 불문하고 자본과 정부의 탄압에 함께 맞서는 노동자를 의미했다. 자본과 정부와의 관

계에서 억압받는 존재라는 의미는 노동자들의 젠더 차이를 압도할 정도로 강력했다.115)

115) 김하경의 내사랑 마창노련에서 등장하는 다음의 두 인용문을 보면 당시 노동운동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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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자 연대의 성별 균열과 여성의 주변화: 1990년 이후

성별을 초월한 노동자 연대를 기반으로 마산·창원지역의 노동운동은 억압적 노사관계

의 전면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노동운동 활

동가들이 결집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약화되면서 노동운동 과정에서 성장한 여성 활

동가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 지역 단위 연대조직이 전국 단위 연대조직의 하위조직으로 

재편되면서 지역 차원에서 노동자 연대를 강화해야 할 동기가 약화되었다. 노동운동은 

점차 기업 단위 노동조합들의 교섭 활동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미조직 사

업장에 집중돼 있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단절되었다. 

한편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자주적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관리전략으로 고용안정과 꾸준한 임금 상승을 보장하는 기업내부노동시장이 형

성되었다. 남성 중심 노동조합이 우월한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기업내부노동시장과 결합

되면서 노동계급은 차등적인 지위가 부여된 남성 노동자집단과 여성 노동자집단으로 분

할되었다. 노동조합에 소속된 남성 노동자들은 주기적인 임금 인상과 고용안정을 보장받

게 되었지만,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1) 여성노동운동의 무력화

1990년을 기점으로 마산수출자유지역 노동운동의 핵심 노동조합들이 거의 와해되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노동조합들은 자본 철수, 감원, 외주화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여건

에 처해 있었다. 한국TC전자, 한국수미다전기는 폐업으로 노동조합 자체가 소멸되었으며, 

한 여성 노동자들은 ‘더 이상 연약한 여성이 아닌’, ‘경찰과의 몸싸움’도 불사하는 ‘투사’로 그려

지고 있다.

“TC노조 사수 결의대회는 감동적이었다. 살인적인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노조를 사수

하겠다는 집행부의 각오는 전 조합원으로 하여금 이제는 무시무시한 구사대의 폭력 앞

에서 더 이상 연약한 여성이 아닌, 투사로 변하게 하였다(김하경, 1999a: 106).”

“수출 1, 2지구의 여성정방대원들은 망치 등을 가지고 보도블럭을 깨거나 돌을 날라주

기도 했다. 여성 노동자들이 가두에서 남자들과 함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경찰

을 향해 돌을 깨서 던지는 모습은 아마도 세계 어느 노동운동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광경일 것이다(김하경, 1999a: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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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천전화, 한국남산업 등은 간부들의 구속·수배·고소·고발·해고·징계, 그리고 

감원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다(이상철, 1992: 134). 사측은 노동

자들이 임금 삭감을 수용하고 자주적 노동조합을 포기하지 않을 시 감원이나 휴·폐업이 

단행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1989년 10월, 고용규모가 2,000여 명에 육박했던 한국수

미다에 이어 1990년 3월, 고용규모가 1,500여 명에 달했던 한국TC전자도 폐업하자 자본 

철수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노동자들은 크게 술렁였다. 노동자들이 결국 임금 삭감을 

수용하고 자주적 노동조합을 포기하면서 노동조합은 사측에 협조적인 세력들에게 장악되

었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의 노동운동은 거의 무력화되었다(김하경, 1999a: 275-6). 

노동조합을 장악한 새로운 집행부는 가장 먼저 마창노련을 탈퇴하였다. 1990년 2월까

지만 해도 마창노련에 가입한 노동조합이 13개, 조합원 수가 9,220명에 달했으나, 1991

년 9월에는 3개 노동조합, 조합원 수 2,684명으로 급감하였다. 마창노련이 창원노련이라

는 말이 나올 만큼 마산수출자유지역의 노동운동은 크게 약화되었다(김하경, 1999a: 

319).

마창노련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들의 연대조직이었다. 폐업, 해고 등의 사유로 현장에

서 밀려난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에 다시 결합되기 위해서는 현장 기반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들이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여성 노동력의 구인난이 심

각했지만, 기업들은 노사분규가 심했던 사업장 출신의 여성을 채용하려하지 않았다. 특

히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여성 활동가들은 채용 기피 대상자 목록인 소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송호근, 1991: 23; 이상철, 1992: 162; 조미진, 1990: 77-8). 결과적으

로 노동운동에서 여성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고, 창원공단의 남성 중심 노동조합들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졌다(이상철, 1992: 166).

지역 차원의 노동자 연대에 기반한 노동운동이 약화되면서 여성 활동가들의 설 자리

는 더욱 좁아졌다. 마창노련은 출범 당시부터 여성국을 갖추고 있었다. 여성국의 역할은 

노동운동에서 배제되어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 그리고 직장 내 성차별 폐지

나 평생노동권 확보와 같은 여성 노동자들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이재은, 

1991: 235). 마창노련 여성국은 1990년 여성노동자교실 운영, 3·8여성대회 참여 등의 

활동들을 전개해갔다. 마창노련 여성국은 해고나 실업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여성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운동에 결합되어 여성노동운동116)을 전개해나갈 수 있

116) 여성노동운동은 여성 노동자로서 겪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담론적, 실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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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적 기반이 되어 주었다.117) 그러나 1993년 8월에 출범한 6대 집행부부터 여성국

이 폐지되었다. 여성들이 노동운동의 틀 내에서 노동운동 활동가로 성장해갈 수 있는 중

요한 조직적 기반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마창노련 여성국이 폐지될 무렵 노동자 연대의 구심점으로 기능했던 노동운동지원단체 

또한 약화되었다. 1993년을 경과하면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지원단체 사이의 분리가 분

명해지기 시작했다.118) 노동조합들과의 연계가 약화된 노동운동지원단체 대부분은 존립 

근거를 잃고 쇠퇴하기 시작했다(임영일, 1999: 117). 이로 인해 해고자, 투옥자, 노동조합 

활동 경험자들을 노동조합 외부에서 결집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취약해졌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여성 활동가들이 노동운동지원단체에도 소속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들

이 노동운동을 지속해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성 활동가들의 역량 유실이 단지 조직 차원의 문제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여성 

활동가들은 결혼과 더불어 남편의 가부장적 권위에 가로막혀 노동운동과 가족생활을 병

행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당시 남성 노동자들의 젠더관계에 대한 인식은 다음

의 인용문에서 잘 드러난다. 

옛날 봉건제 사회처럼 그런 거 있지예. 그런 인식이 머리에 박혀 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 여자 일, 남자 일 너무 따지고. 내가 집에 올 때 집사람은 불을 켜고 방에서 기다

려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남의 집 부인이 집회장에 가는 것은 당연

하고 자기 마누라는 안되는기라. 그라면서 데모하는 여자는 거칠은데, 여자는 보두라

운 맛이 있어야지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예. 즉 아내로서 본분만 지켜

라 그런 거죠(명진숙, 1994: 54-5 재인용). 

위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구술자는 1987년 8월 창원공단 내 한 노동조합에서 가족실천

을 의미한다(오장미경, 2003: 64-5). 

117) 1990년 12월 10일 마창노련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전까지는 현직 노조위원장만이 집

행부를 운영하던 체제를 바꿔 해고자들을 집행부 인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김하경, 

1999a: 344-5).

118) 임영일(1999)에 따르면, 노동자 대중조직과 활동가 운동조직이 분리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동조합이 기업별노동조합 체계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데 있다. “기업별노조는 노동조합조직이

라기보다 기업조직(company union, house uinon)이며, 노동자조직이라기보다 종업원조직이다.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이 계급적 기반 위에 서지 않고 개별기업의 조직체계에 사로잡혀 

있는 한, 어떠한 계급적 실천도 명확한 자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임영일, 1999: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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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장으로 활동했던, 면접 당시 나이가 37세였던 여성이다.119) 남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아내가 노동운동에 참여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는 ‘집사람’으로서 ‘불

을 켜고 방에서 기다리는’ ‘보두라운 맛이 있는’ 여성이기를 기대했다. 

이는 노동운동 과정에서 여성과의 동지적 관계를 경험했던 남성의 경우에도 크게 다

르지 않았다. 여성 활동가들 중 상당수가 노동운동 과정에서 만난 남성 활동가들과 결혼

했다. 이들의 남편은 노동운동에 열성적이라 할지라도 가족관계에서만큼은 가부장적 태

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 활동가들은 결혼과 더불어 노동계급의 일원에서 노동

자의 아내로 본인의 정체성과 역할을 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120) 

이와 같이 자본의 철수 위협에 직면한 노동자들이 자주적 노동조합을 포기하면서 여

성노동운동의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 마창노련 여성국이 폐지되고 노동운동지원단체가 

쇠퇴하면서, 현장에서 밀려난 여성 활동가들이 노동운동으로 결집할 수 있는 조직적 기

반도 취약해졌다. 결혼 후에는 가부장적 젠더관계의 제약에까지 부딪히게 됐다. 여성 활

동가의 역량이 소실되면서 노동운동에서 남성 중심성이 강화되는 상황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만한 여지도 사라져갔다. 노동운동은 점차 남성 노동자들의 전유물이 되어 갔다.   

2) 노동자 연대 단위의 축소: 지역에서 기업으로

마창노련은 출범 당시, “아직 자체 역량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신생노조와 어용노조

에서 변경된 민주노조에게 더욱 중요하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되는 것을 발전

전략으로 삼았다.121) 마창노련은 한국노총 및 산별연맹을 부정하지 않고 미가입 노동조

합 간부들도 각 국 내 분과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창노련의 

이 같은 느슨하고 열려 있는 조직 형태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닌 여러 종류의 노동자

119) 마창노련은 1989년 8월 19일, 지역 내 각 노동조합에 결성되어 있던 가족협의회들과 경노협 

산하의 경남노동자가족협의회를 마창노련 가족위원회로 상설기구화했다. 마창노련 가족위원회

는 남성 활동가와 결혼한 여성 활동가가 노동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다. 그러

나 이 기구 또한 1990년 2월 24일 제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폐지되었다(김하경, 1999a: 197). 

120) 노동운동 활동가인 남편이 결혼 후 보였던 가부장적 태도와 이로 인한 갈등은 마산·창원지

역 노동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여성 활동가의 면접 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이연실 

구술｣(인터뷰 #27, 2014년 7월 12일; 2015년 2월 25일, 필자 채록); ｢이옥선 구술｣(인터뷰 

#28, 2014년 7월 12일; 2015년 2월 25일, 필자 채록)).

121) ｢마창노련 창립 발기대회 취지문｣. 김하경(1999b: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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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포괄하고 연대를 도모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마창노련을 중심으로 마

산·창원지역에는 사업장 범위를 넘어서는 강력한 노동자 연대가 구축될 수 있었다(이상

철, 1992: 169).122)

그러나 1990년대를 거치면서 마창노련의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원칙이 유지되기 어려

워졌다. 자본과 정부의 탄압이 약화되고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자, 산업, 기업규모, 성별 

등에 따라 구분되는 노동자집단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994년 

무렵부터는 노동조합이 사측에 대립적 자세를 견지하고 대외적 연대에 적극적이었던 예

전과는 달리 실리를 추구하면서 연대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

한다(임영일, 1999: 124-5).

한편 199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출범하면서 마산·

창원지역 노동자 연대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했던 마창노련은 1995년 12월 16일 해산하

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민주노총 경남도본부가 들어섰다. 민주노총 경남도본부는 중앙

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산하조직이다. 마창노련 시절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재정을 운영할 수 없고 중앙에서 인원과 예산을 할당받아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김창우, 2007: 187).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여러 제약이 

뒤따르는 이 같은 상황은 민주노총 경남도본부가 마창노련과 같이 지역연대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1998년 2월 15일에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경남도본부가 설립된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 경남도본부는 금속산업연맹 경남도본부와 주요 사업에 대한 관할권을 경쟁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 단위 노동조합의 투쟁사업이나 일상사업을 금속산업연

맹 경남도본부가 담당하고 연대사업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업은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의 

역할로 구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마산·창원지역 노동운동의 실질적인 주

도권은 기업 단위 노동조합 중심 사업에 집중하는 금속산업연맹 경남도본부에게 있었다

(조효래, 2001: 62-6). 교섭과 협상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는 제조업부문 대

공장 노동조합들이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이 같은 상황 역시 지역연대사업이 예전

과 같이 힘 있게 전개되기 어려운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122) 1989년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의 경우 기업별 노동조합 의식은 

약하고 마창노련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연대 활동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임영일·김종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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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역을 아우르는 노동자 연대를 일궈냈던 노동운동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제조업 대기업 남성 노동자의 실익을 챙기는 데 보다 집중하는 기업 단위 노동조

합 활동으로 전환되었다. 지역 단위 연대조직이 전국 단위 연대조직의 하위조직으로 전

환되면서 지역에서 노동자 연대를 강화해야 할 동기도, 동력도 약화되었다. 노동조합 신

규 조직화 사업이 힘 있게 전개되지 못하면서 노동조합 미조직 사업장에 특히 많이 집

중돼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에 포괄될 여지가 협소해졌다. 노동계급 내부에서 

여성 노동자집단은 점차 주변적인 위치로 밀려나게 되었다. 

3) 남성 중심 노동조합과 기업내부노동시장의 결합

1987년 이전까지 정부의 억압적 노동통제를 기반으로 노동계급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던 자본에게 노동자의 자발적 통합을 유도하는 합리적 노동통제방식은 그다

지 필요하지 않았다. 당시 노동통제는 강압적인 가부장적 지배와 군대식 규율에 기초하

여 이루어졌다(김형기, 1988). 이상철(1992)에 따르면, 다른 공업도시들에 비해 늦게 조

성된 마산·창원지역의 경우 강압적인 노동통제방식이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

다. 1987년 이전까지 마산·창원지역의 기업들 중 노사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

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87년을 기점으로 민주화가 진행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자본은 공권

력에 의존한 강압적인 노동통제방식을 고수하기 어려워졌다. 이제 자본은 노사관계의 체

계적 관리를 위한 전략을 도입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박준식, 1996: 72). 특히 마산·창원지역에서는 노동운동이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뛰어넘어 정치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노동운동 세력의 성장을 저지하는 

문제는 지역 자본의 일차적인 과제로 대두하였다(이상철, 1992: 203). 

노동조합의 결성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게 된 상황에서 자본은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

하는 대신 노동조합의 이념과 노선을 기업의 성장 전략에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노동통제방식이 모색되기 

시작한다. 임영일(1998: 207)에 따르면, 지불 능력을 갖춘 대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노

동통제방식의 도입으로 증가하는 노동력 비용 지불을 기꺼이 감수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헌신적이고 협력적인 노동자를 만들 수 있다면 결국에는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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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이익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1987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노동통제방식이 도입된 결과, 생산직 노동자를 포괄하는 기

업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기업내부노동시장은 노동자들의 기업 내 통합을 유도하는 

충원, 훈련, 승진, 고용, 보수체계, 후생복지, 노사관계 정책들이 실행되면서 확립되었다. 

이를 통해 자본은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기

업내부노동시장에 포함된 노동계급은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근속연수에 따라 꾸준히 임금

이 상승하는 연공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등 외부노동시장과 견주었을 때 우월한 노동조건

을 제공받게 되었다(정이환, 2013: 281).   

기업내부노동시장은 노동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달라진 계급관계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

통제방식이 필요했던 자본과 남성 중심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타협의 결과물이다(정

이환, 2013: 105). 기업내부노동시장이 정착되면서 노동자들은 효과적으로 포섭되었고, 

대립적, 전투적 노사관계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되었다.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가 안

정되면서 노사합의의 틀 밖에 방치된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들과의 단절이 구조화되었

고 지역 차원의 노동자 연대가 약화되었다(임영일, 1998: 325).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여성 대부분은 기업내부노동시장 외부에 위치한다. 기업내부

노동시장은 지불 능력을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마산·창

원지역에서 대기업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계급 대부분은 남성이다. 반면 노동계급 여성은 

중소영세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마

산·창원지역 여성 상용직 임금노동자의 58.9%가 고용인원 50인 미만의 중소영세기업에 

분포해 있고, 고용인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 비중은 14.0%에 불과하다(<표 4-13> 

참고). 기업규모에 따라 고용 안정성과 임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 종사자는 

상용직이라 해도 외부노동시장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정이환, 2013: 200).123)

기술, 생산성, 부가가치, 시장 지배력, 이윤율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규모에 

따른 지불 능력의 격차는 1987년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이것이 노동조건의 격차로 이어

지지는 않았다. 자주적이고 대중적인 노동운동이 자리를 잡고 노사간 교섭이 본격화된 

이후에야 기업내부노동시장의 규칙이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정이환, 2013: 146-7). 따라

123) 1987년 이후 중소기업은 저임금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기반으로 일정한 이윤율

을 유지하면서 존속해 왔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적 저임금은 중소기업의 이윤율을 보장해

주는 장치로 작동하였다(주무현, 2007: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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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동조합 조직 여부는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유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러나 마산·창원지역에서 노동조합에 소속된 여성 노동자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 

다음의 <표 5-1>을 보면, 2008년 현재 창원지역 전체 조합원의 95.9%가 남성이다. 여성 

조합원 비중은 4.1%에 불과하다. 게다가 남성 조합원 수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반면, 1995년 5,031명이었던 여성 조합원 수는 10년 만에 4분의 1 남짓한 규모에 불과한 

1,278명으로 줄어들었다. 창원지역에 비해 여성 조합원이 많았던 마산지역의 경우에도 

1995년 1만1,708명에 달했던 조합원 수가 10년 만에 3,427명으로 줄어들었고 2008년 현

재 1,547명에 불과하다. 노동운동에서 여성은 거의 대표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내부노동

시장에 진입할 여지도 거의 없다. 

<표 5-1> 마산·창원지역 노동조합 수와 조합원의 성별 분포

연도

창원시 마산시

조
합 
수

조합원 수 조
합
수

조합원 수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1995년 120
37,163
(100.0)

32,132
(86.5)

5,031
(13.5)

117
35,172
(100.0)

23,464
(66.7)

11,708
(33.3)

2000년 126
34,398
(100.0)

32,762
(95.2)

1,636
(4.8)

77
16,683
(100.0)

10,770
(64.6)

5,913
(35.4)

2005년 134
33,491
(100.0)

32,213
(96.2)

1,278
(3.8)

74
13,515
(100.0)

10,088
(74.6)

3,427
(25.4)

2008년 133
34,789
(100.0)

33,369
(95.9)

1,420
(4.1)

55
4,600

(100.0)
3,053
(66.4)

1,547
(33.6)

출처: 창원시. 창원통계연보. 각년도.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은 기업내부노동시장에 위치한 조직화된 남성 노동자집단과 

외부노동시장에 위치한 미조직 상태의 여성 노동자집단으로 분할되어 있다. 기업내부노

동시장이 확대되면서 남성 노동력의 유연한 활용이 어려워지자, 자본은 외주, 사내하청, 

임시직, 파트타임, 소사장제 등의 형태로 직접 고용을 회피하고 비정규 고용규모를 확대

해갔다(박준식, 2001: 29). 노동계급 여성은 외부노동시장에서 저렴하고 유연한 노동력으

로 활용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 중심 노동조합이 기업내부노동시장과 결합하면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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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급은 성별에 따라 차등적인 지위가 부여되는 집단들로 분할되었다. 남성 노동자들에

게는 우월한 지위에 상응하는 보상체계가 갖춰졌지만, 노동조합과 내부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차단된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의 성과를 분배받지 못했다. 노동조합으로 결집

한 남성 노동자들이 기업내부노동시장에 포섭되어 가는 동안, 노동계급 여성은 전과 다

름없이 적은 비용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3. 노동계급 가구의 젠더관계에 기반한 지역노동시장의 성별불평등 재생산

마산·창원지역에서 1980년대까지 저항을 주도했던 여성 노동자들은 1990년대를 거치

면서 노동계급의 주변적 위치로 밀려났다. 이로 인해 남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줄곧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었다. 1980년대까지 

열악한 노동조건이 여성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을 수반했던 것과는 달리, 1990년 이후에

도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은 여성 노동자들의 이렇다 할 저항 없이 지속되어 왔다. 이

는 여성에게 노동 경험이 노동시장과 작업장뿐만 아니라 가구를 포괄하는 맥락에서 구성

된다는 것과 관련된다.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지위와 작업장에서의 성차별이 부

당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노동 현실은 가구의 젠더관계를 기반으로 

해석됨으로써 수용할 수 있을만한 노동 경험으로 전환된다. 여기서는 노동계급 가구의 

젠더관계가 여성의 불안정노동과 작업장에서의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1) 불안정노동 수용 기제: 모성 중심 노동생애전망

남성의 경우, 결혼이나 자녀 출생과 같은 생애사적 사건이 노동생애전망을 구성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반면 여성은 자신의 노동생애전망을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조응하도록 구성한다. 여기서는 가구 내부에서 여성의 임금노동과 

재생산노동이 조직되는 방식을 기반으로 정형화된 여성의 노동생애전망이 불안정노동을 

수용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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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가구 내 여성 노동 조직 원리로서의 모성

노동계급 가구에서 여성의 임금노동과 재생산노동이 조직되는 원리의 중심에는 모성이 

위치한다. 가구 구성을 계기로 한 임금노동의 중단과 재생산노동의 전담은 유아기 자녀

에 대한 전업 돌봄으로 뒷받침된다. 재취업한 기혼여성의 임금노동이 지니는 의미 역시 

이와 동일하게 모성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기혼여성의 임금노동은 학령기에 들어선 자녀

를 위한 모성 실천의 일환으로 규정된다. 이와 같이 자녀의 성장 과정에 조응하여 구성

되는 어머니 역할은 여성의 임금노동과 재생산노동에 성역할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

것이 조직되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① 유아기 자녀에 대한 모성 수행과 여성의 재생산노동 전담

노동계급 가구에서 일상적 재생산노동은 온전히 여성만의 책임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표 4-20> 참고). 그러나 취학 전 어린 자녀를 돌보는 재생산노동만큼은 여전히 여성이 

수행하는 영역으로 규정된다. 다음의 <표 5-2>를 보면,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는 어머니가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서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남편들의 경우 응답자의 84.0%가 동의를 표했고, 아내들의 경우 

이보다는 적은 67.2%로 나타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 비중은 13.8%에 불과하

다. 이와 같이 초기 양육을 여성의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강

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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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 남성과 여성의 재생산노동 분업에 대한 인식

5점
척도
평균

1.전혀 
동의하

지 
않는다

2.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 4.대체로 

동의한다

5.매우 

동의한

다

합계

(%)

자녀가 학교에 들

어가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직접 돌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

남편 4.20 0.8 4.6 10.7 42.0 42.0 100.0

아내 3.70 0.8 13.0 19.1 49.6 17.6 100.0

남편

유아기 자녀를 돌

보는 것은 일차적

으로 어머니가 담

당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4.07 0.8 8.4 7.6 49.6 33.6 100.0

부엌일, 청소, 빨

래 등과 같은 집

안일은 남편과 아

내 공동 책임이다

3.05 5.3 24.4 36.6 26.7 6.9 100.0

아내가 직장 생활

을 하지 않는다면, 

부엌일, 청소, 빨

래 등과 같은 집

안일은 전적으로 

아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3 3.1 13.7 22.9 37.4 22.9 100.0

자료: 창원지역 노동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5년 원자료.

노동계급 여성에게 취학 전 어린 자녀를 돌보는 재생산노동이 여성의 고유한 역할로 

규정된다는 것은 여성 구술자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발언에

서 ‘서너 살’이 안 된 자녀를 어머니가 직접 돌보지 않고 ‘낯선 사람한테 돌리면서 맡기

는’ 것은 자녀의 ‘정서 안정’을 해치는, 어머니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인 것으로 규정

된다. 초기 양육에 대한 책임은 어머니로서의 역할 규범을 매개로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아무래도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돌보는 게 아이 정서도 안정되고 하니까. 나는 아

무리 못해도 한 3년 정도는 엄마가 끼고 돌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서너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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쯤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엄마가 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을 때가 온다. 그 때

부터는 한참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니까, 엄마 혼자 이것저것 알려주고 가르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전까지는 애들을 낯선 사람한테 돌리면서 

맡기는 게 애들 정서상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124) 

초기 양육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특히 노동계급 남성에게서 강하

게 나타난다. 앞서 제시한 <표 5-2>를 보면, 유아기 자녀 돌봄을 아내의 역할로 생각하

는 남편의 비중은 83.2%에 달한다. 일상적 재생산노동에 대해서는 다소 느슨해졌던 성

역할 관념이 유아기 자녀 돌봄에서만큼은 유난히 강고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경

향은 남성 구술자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그의 발언에서 유아기 자녀 돌봄

은 아내 옆에서 거들 수는 있지만 아내 없이 이를 도맡는 것은 전혀 ‘엄두를 낼만한 일

이 아닌’ 것으로 규정된다. 

아이 태어나고 한 1년 정도는 일찍 퇴근해 집에 가서 많이 도와줬다. 아내가 하루 종

일 아이 하고만 지내다보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한 두 시간 정도만이라도 자

기 시간을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아이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는 일을 그 때 제법 했

다. 그렇지만 그건 도와주는 정도였다. 애 엄마 없이 나 혼자서 아이를 본 적은 없다. 

그건 내가 엄두를 낼만한 일이 아니었다.125) 

이와 같이 유아기 자녀 돌봄을 여성 고유의 노동 영역으로 설정하는 한, 이데올로기적

으로 취약해진 듯 보였던 성별분업은 불가피한 것으로 규정되어 제자리로 돌아온다. 재

생산노동의 책임은 자연스럽게 자녀 돌봄을 전업으로 하는 여성의 몫으로 할당된다. 이

는 앞서 제시한 <표 5-2>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집안일을 전적으로 아내의 책임 영역

으로 규정하는 비중이 29.7%에 불과했던 2세대 노동계급 남편들에게서 아내가 직장 생

활을 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붙이자 아내가 집안일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응답한 비중이 60.3%로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집안일이 남편과 아내의 공동 책

임이라 생각하는 남편들도 아내가 집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아내가 집안일을 전담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여성이 결혼이나 임신을 전후하여 다니던 직장

124) ｢김OO 구술｣(인터뷰 #10, 2015년 2월 24일, 필자 채록)

125) ｢박OO 구술｣(인터뷰 #14, 2015년 4월 14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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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만두고 재생산노동 전담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여겨진다. 부양 책임

은 모성이 없기 때문에 유아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규정되는 남

성의 몫이 된다. 

② 학령기 자녀에 대한 모성 수행과 여성의 임금노동 재개

한편 자녀가 학령기에 진입하면 여성의 재생산노동 부담은 한결 가벼워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여성의 학령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노릇에는 체계적인 교육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강도 높은 자녀학업지원노동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마지막 자녀의 학령기 진입은 노동계급 여성에게 임금노동을 

재개하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아래의 <표 5-3>을 보면, 노동계급 아내들 중 재취업 

동기를 자녀 돌봄 부담이 줄어들면서 생긴 시간적 여유에서 찾는 비중이 45.0%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126) 

<표 5-3>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 여성의 재취업 동기

재취업 혹은 재취업 희망 이유 응답자 수(%)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난 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생기면) 가구소득을 좀 더 높여볼 생각으로
63(45.0)

가계지출이 증가해서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했기(필요하기) 때문에 47(33.6)

내가 가진 지식, 기술, 경력 등을 활용하고 싶었기(싶기) 때문에 30(21.4)

계 140(100.0)

자료: 창원지역 노동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5년 원자료.

주 1. 재취업 경험이 있으나 현재 실직 상태인 여성인 경우 과거에 재취업을 했던 이유와 

현재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를 묻는, 독립된 두 문항에 모두 응답하였기에 응답자 

수가 전체 표본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동계급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를 정당화하는 데 동원되는 

것은 학령기 자녀에 대한 모성 실천이다. 교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학령기 자녀

에 대한 어머니노릇은 가구 구성과 더불어 중단된 임금노동의 재개가 여성의 노동생애전

126) 노동계급 여성에게 임금노동은 개인의 사회적 성취보다는 가구의 경제적 목적과 관련된 것

으로 규정된다. <표 5-3>에 따르면, 재취업 동기를 개인적 능력의 활용이라 응답한 비중은 

21.4%에 불과하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재취업 동기로 추가적인 가구소득 확보를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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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의 일부로 안정적으로 편입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⑵ 모성 중심 노동생애전망과 불안정노동의 수용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여성의 노동생애전망은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어머니 

역할을 중심으로 ‘취업 → 유아기 자녀 돌봄을 위한 취업 중단 → 학령기 자녀 교육 지

원을 위한 재취업’으로 정형화된다. 혼기를 놓치거나 사별, 이혼 등으로 노동생애전망과 

실제 생애과정이 어긋날 경우, 노동계급 여성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내몰

릴 위험이 커진다(진미정·김은정, 2005).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계급 여성에게 결혼과 출

산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과정을 마친 후 저임금 일자리로 진입한 여성들은 장기적인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결혼을 선택한다. 그들은 임신과 출산이 곧 퇴사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혼여성 노동자 중 상당수가 모성보호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영세업

체 소속이거나 준전문직 종사자인데다가, 출산 전 퇴사를 당연히 여기는 기업문화가 지

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녀를 갖는 것과 직업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크

게 고민하지 않는다. 직업에 헌신하기에는 금전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의 수준이 보잘 것

이 없다. 경력단절에 따르는 기회비용도 크지 않다. 자녀는 노동자로서는 가질 수 없었

던 긍정적인 정체성을 어머니로서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본인의 생계 거점인 가족관계

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라도 자녀는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계급 여성은 결혼, 임신, 출산을 계기로 임금노동을 중단하고 재생산노동을 전담

한다. 그들도 그러하지만 그들의 남편들 역시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어머

니가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녀들이 학령기에 진입하고 나면 여성

은 자녀 교육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어머니노릇 수행이라는 목적과 명분을 가지고 다

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모성 때문에 중단되었던 여성의 임금노동은 모성 때문에 재개

된다. 이와 같이 여성의 노동생애전망이 구성되는 중심에는 모성이 위치한다. 

지역노동시장 분절구조 내에서 미혼여성 노동자는 기혼여성 노동자보다는 나은 일자리

에 배치된다. 그러나 이 일자리들 대부분은 임신 후, 출산 전 퇴직이 공식적, 비공식적으

로 전제되어 있는 것들이다. 자녀가 학령기에 도달하여 재취업이 이루어지면, 한 때 미

혼여성의 일자리에 배치되었던 이들이 이제는 그보다도 노동조건이 나쁜 기혼여성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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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로 진입한다. 지역의 여성 일자리들은 여성의 노동생애과정과 조응하는 양상으로 혼

인여부에 따라 분리되어 있다.  

미혼, 기혼을 불문하고 노동계급 여성이 고용이 저임금인데다가 고용도 불안정한 노동 

현실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은 모성이다. 미혼여성에게 모성 중심 노동생애전망은 생계 

안정과 긍정적 정체감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임금노동의 대안을 제공한다. 기혼여성에게 

모성은 자녀가 우선이라는 명분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모성 중심 노동생애전망이 제공

하는 ‘조만간 어머니될 것’이라는 희망과 ‘좋은 어머니가 돼야 한다’는 규범을 기반으로 

노동계급 여성은 불안정노동에 안정적으로 결합된다. 

① 미혼여성 노동자의 불안정노동의 대안으로서의 모성

지역노동시장에서 미혼여성은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일단 임금수준이 

너무 낮다. 다음의 <표 5-4>는 마산·창원지역에서 미혼여성과 미혼남성이 각각 2천명 

이상 종사하는 직업들의 종사자 수와 월평균임금을 나타낸 것이다. 미혼여성의 임금수준

은 미혼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심지어 같은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그렇다. 예컨대 

경영 관련 사무원 미혼여성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미혼남성보다 37만6천원이나 더 적

은 돈을 받고 일한다. 매장 판매 종사자 경우에는 16만원이 더 적다. 

미혼여성 노동자 대부분은 승진 전망을 가지기도 힘들다. <표 5-4>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미혼여성의 상당수가 조직 내부에 공식적인 승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학원강

사, 간호사, 미용사 등의 준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가장 많은 수의 미혼여성이 종사하

고 있는 직업은 경리사무원이다. 마산·창원지역에는 20명 내외의 생산직 노동자들과 경

리를 보는 ‘아가씨’로 구성된 영세규모 제조업체들이 상당수 분포해 있다. 이러한 조직에

서 미혼여성 노동자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승진사다리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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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마산·창원지역 미혼여성과 미혼남성의 직업별 월평균임금(2008년)  

미혼여성 미혼남성

직업소분류
종사자 수

(명)
월평균임금

(만원)
직업소분류

종사자 수
(명)

월평균임금
(만원)

회계 및 
경리사무원

5,093 130.9
경영 관련 사무원 4,504 203.7

문리·기술·예능 
강사

3,975 144.2

영업종사자 3,385 193.8매장 판매 종사자 3,153 105.3

경영 관련 사무원 2,717 166.1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3,131 173.5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조립원

2,686 133.3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507 290.7간호사 2,672 140.2

음식 서비스 
종사자

2,068 79.1

매장 판매 종사자 2,325 121.3이·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2,001 112.2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년 원자료.

조직 위계 최하위에서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가지기 

힘든 현실이 노동계급 여성에게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란 쉽지 않다. 다음에 제시된 노동

계급 여성의 발언들에서 생애 첫 임금노동이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있는 D사가 내 첫 직장이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사해서 

5년을 생산직으로 근무했다. 나는 어디서든 내가 나서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

다. D사에서도 나는 일을 겁내지도 않았고, 손도 빨랐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냈다. 덕

분에 주임, 대리 거쳐서 과장까지 달았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 나보다 먼저 입사

한 언니들 중에서도 과장 이상을 단 사람이 없었다. 이 회사에 더 다니는 것은 그저 

쳇바퀴 돌 듯 사는 것밖에 안 되겠다 싶었다.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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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하고 큰 애 낳기 전까지 10년 정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리로 일했다. 

(면접자: 그 정도 경력이면 지금 다시 법무사 사무실 쪽으로 일자리를 알아보실 수도 

있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거기서 하던 일이라는 게 그렇게 전문적인 것

이 아니었다. 월급도 겨우 내 용돈으로나 쓸 정도였다. 우리가 아주버님보다 먼저 결

혼했기 때문에 시댁에서 아이 낳는 것을 미루기를 바랐다. 그래서 결혼하고도 2년을 

더 다녔지만, 솔직히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128) 

라인 타는 일이 너무 고되다. 제품이 계절을 타서 6개월 정도는 주야간 맞교대로 라

인이 쉬지 않고 돈다. 그럴 때는 내 시간도 없이 온통 회사 일에만 매달려야 한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아저씨들은 20, 30년씩 버틴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럴 자

신이 없다.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이 일을 계속하기도 힘들겠지만 계속하고 

싶지도 않다.129)  

첫 번째 구술자는 여성에게 일정한 직급 이상의 승진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성차별적

인 조직 문화로 인해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시점에 첫 직장을 그만두

었다. 이 구술자의 경우 다른 피면접자들과는 달리 직장 생활을 통해 사회적 인정을 획

득하고자 애썼고 결과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백화점 판매직 노동자로 입사한 구술자는 

여기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기반 삼아 백화점 입점업체의 위탁 관리자로 성장하였다. 그

러나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온 이 여성의 생애과정에서 결혼은 빠져 있다. 

첫 번째 구술자와는 달리 두 번째 구술자와 세 번째 구술자의 발언에서는 출산을 계

기로 한 임금노동 종료에 대한 기대가 드러난다. 두 구술자는 직장에 대한 불만이 높았

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조건이 좋은 다른 직장으로 옮겨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구술자의 경우 처음 입사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자리걸음인 저임금을 견디며 10년 

동안 경리사원으로 근무했다. 그에게 10년간의 직장생활은 ‘시댁에서 아이 낳는 것을 미

루기를 바’라는 바람에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2년’ 

더 지속했던 부정적 경험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 구술자는 대기업 정규직 생산직 노동자

로 다른 미혼여성들에 비해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7) ｢최OO 구술｣(인터뷰＃26, 2015년 3월 2일, 필자 채록).

128) ｢박OO 구술｣(인터뷰＃12, 2015년 4월 19일, 필자 채록).

129) ｢김OO 구술｣(인터뷰＃24, 2015년 4월 15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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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들’과는 달리 단조롭고 고된 노동을 견딜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구술자는 임

금노동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고된 노동을 20, 30년씩 견뎌낸 ‘아저씨들’의 노동

에는 성실한 가장으로서의 소임이라는 긍정적인 사회적 의미가 부여된다. 반면 구술자에

게는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 구술자에게 임금노동은 ‘결혼

하고 아이가 생기면’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와 같

이 노동시장 지위가 낮고 이 지위가 상승될 것이란 전망도 가지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노동계급 미혼여성에게 임금노동이 긍정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요인이 비단 그들의 낮

은 임금과 직급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동료들과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 공유하고 집

단적 이해관계를 표출해 본 노동조합 활동은 임금노동 경험이 구성되는 데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구술자의 다음 발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1년 째 초등학교 과학실험원으로 일하고 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입사했는데, 

지금은 이 일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내가 잘 준비한 덕에 학생들이 즐겁

게 실험을 하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비정규직이라고 학교의 온갖 잡무들을 당

연한 듯 떠맡길 때는 기분이 나쁘다. 엄연히 고유한 업무 영역이 있는 데도 말이다. 

정규직과 처우 면에서 지나치게 차이 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노조가 생기면서 고용 불안이나 차별 대우와 같은 문제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

낀다. 노동자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130) 

구술자에게 노동은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문으로 인식된다. 그에게 노동자로

서의 권리 주장은 곧 자기자신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는 

학교에서 정규직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그들보다 지위가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

는다. 그는 업무 내용 그 자체로부터 자신의 노동이 지닌 사회적 의미를 구성하고 있으

며, 자신의 고유한 업무 영역이 무시되는 상황을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동조

합 활동에는 조합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집단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가 

지닌 사회적 중요성을 구성하고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노동조합 활동은 

130) ｢최OO 구술｣(인터뷰＃25, 2014년 11월 14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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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노동의 사회적 의미를 구성하고 노동자로서 긍정적인 정체성

을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여성 대부분은 노동조합 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가지

지 못한다. 일단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다. 설령 조

합원일지라도 남성들이 주도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여성 노동자에게 배타적인 노동조합 문화는 마산수출자유지역 B사에

서 노동조합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구술자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잘 나타난다. 

노조 간부 중에 여자는 나밖에 없다. 위원장 선거할 때 여성 조합원들 표를 의식해서 

당시 후보였던 지금 위원장이 나에게 부위원장직을 제안했다. 막상 노조 활동을 하다 

보니 벽이 느껴졌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간부들끼리는 학교 선후배가 아니면 동네 

선후배로라도 다 엮여 있다. 회의 끝나고 뒤풀이라도 하면 2차부터는 나를 빼고 자기

들끼리 꼭 다른 데로 간다. 이러다보니 의사소통에서 항상 소외된다. 중요한 결정이 

그들끼리 이루어지고 나는 나중에 통보받는 식이다.13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산·창원지역에는 미혼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경

험을 공유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해갈 만한 조직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미혼여

성 노동자들은 기업과 노동조합, 그 어느 조직으로부터도 유의미한 사회적 역할과 지위

를 부여받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혼여성 노동자들에게 가구는 유의미한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조직으로 인식된다. 이로 인해 미혼여성 노

동자들에게 출산 후 고용 지속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임금노동보다 어머니 역할이 우

선한다는 이유로 크게 문제 삼을 만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는 구술자들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아이가 태어나서도 계속 다니고 싶다고 욕심낼 만큼 월급이 많지도 않았지만 애를 낳

고도 회사를 계속 다니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요즘 애기엄마들은 어떤지 

몰라도, 돈 버는 일이 뭐 그리 기를 쓰고 해야 할 만큼 좋은 일도 아니고, 아저씨가 

어느 정도 버는 집이라면 엄마 손을 타야하는 갓난쟁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서까

131) ｢이OO 구술｣(인터뷰＃8, 2014년 7월 11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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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굳이 일을 하러 나갈 필요가 있나 싶다.132) 

결혼 후에는 이 일을 계속하지 않을 생각이다. 제품에 상표를 부착할 때 사용하는 약

품이 독해서 결혼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 안 좋을 것이다. 지금도 혹시 나중

에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 나쁜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이다.133) 

첫 번째 구술자는 중소기업 경리사무원으로 일 하다가 첫 자녀를 임신한 직후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가 다녔던 회사는 고용인원 20명 남짓의 영세기업으로 임신이나 출산을 

전후한 퇴사가 관행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고용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중단이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아기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보살펴야 한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자발적 선

택이었던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두 번째 구술자는 전자산업 대기업의 생산직에 종사

하는 미혼여성 노동자이다. 그의 구술에서 작업환경의 위험성은 모성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된다. 그에게 결혼 후 퇴직은 취업 지속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적 상황이 아니라 모

성에 위협적인 작업환경의 위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이 미혼여성 노동자들에게 가구 형성과 더불어 강제되는 취업 중단은 어머니 

지위의 획득과 등치된다. 어머니 지위로의 진입 전망은 미혼여성 일자리에 내재된 불안

정성을 비가시화하고, 강제적 취업 중단이 부정적인 경험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기

제로 작용한다. 가구는 미혼여성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는 가지기 힘들었던 생계 안정 

대책과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미혼여성 노

동자들이 불안정노동에 배치되는 지역노동시장 분절구조는 노동자의 저항이나 이탈에 직

면하지 않은 채 유지될 수 있었다. 

② 기혼여성 노동자의 모성에 기초한 불안정노동 정당화

지역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 노동자는 결혼 전보다 더 나쁜 노동조건에 놓이게 될 가

능성이 높다. 다음의 <표 5-5>에 따르면, 기혼여성 일자리의 68.5%가 분포되어 있는 서

132) ｢김OO 구술｣(인터뷰 #10, 2015년 2월 24일, 필자 채록)

133) ｢김OO 구술｣(인터뷰 #24, 2015년 4월 15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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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의 월평균임금은 미혼여성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다.134) 남

편의 임금과 비교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135) 그들이 미혼일 때 받았던 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은 기혼여성 노동자들이 불만을 가지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표 5-5> 마산·창원지역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직업별 분포 및 월평균임금(2008년)

분포(%) 월평균임금(만원)

미혼여성 기혼여성 미혼여성 기혼여성

전문직 및 준전문직1) 37.7 17.5 159.3 197.6

사무직 32.6 13.5 138.3 184.3

서비스직(판매직 포함) 19.4 26.9 144.5 114.9

생산직2) 7.4 20.2 130.0 111.1

단순노무직 2.9 21.6 96.4 82.0

합계 100.0 100.0 140.6 132.3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년 원자료.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5차 개정(1999년)에서는 전문직과 준전문직이 대분류 수준

에서 ‘전문가’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6차개정(2006년)에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통합되었다. 

주 2. 생산직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에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

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로 분류된 직업들을 지칭한다. 

기혼여성 노동자들이 불만족스러운 노동 현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지위는 매

우 적극적으로 소환된다. 이는 구술자들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첫 번째 

구술자는 창원공단에 위치한 방위산업기업에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고용인원 20명 안팎

의 영세기업 생산직 노동자이다. 직장 생활에서의 불만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구술자는 주

저 없이 낮은 임금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응답 직후 곧바로 노동시간이 일정해서 자

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다는 언급이 이어졌다. 이는 면접자를 의식한 담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저임금 노동 경험에 대한 발언과 더불어 노출되는 자신의 낮은 노동시장 

134) 반면 전문직과 사무직의 월평균임금은 기혼여성이 오히려 더 높다. 그러나 이 직업의 여성 

일자리 중 기혼여성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1.0%에 불과하다.   

135)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에서 여성의 소득수준은 남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창

원지역 노동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아내들의 월평균임금은 148만5천원으로, 

그들 남편들의 월평균임금 354만7천원의 4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4-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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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가 어머니 지위로 서둘러 덮어버리려 하는 것이다. 가내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두 번

째 구술자의 발언 또한 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어머니노릇을 기반으로 정당화되는, 첫 번

째 구술자와 동일한 담화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월급이 좀 더 셌으면 좋겠다. 주 5일, 8시간 근무인데 한 달에 140만원을 간신히 넘

는 정도이다. 오래 다닌다고 월급이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5년 넘게 다닌 언니

들 월급도 내 월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도 방위산업체라 물량이 안정적

이어서 잔업, 특근을 몰아쳐서 해야 하는 경우가 없다. 애들 집에 올 시간에 맞춰 퇴

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136)

이 일이 많을 때는 많고 없을 때는 없고 해서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물량이 많

을 때는 한 달 바짝 해서 200만원도 넘게 받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한 달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만 두고 다른 일을 알아볼까 싶다가도 그래도 시간을 자유롭

게 쓰는 데는 이만한 일이 없다 싶다. 돈도 중요하지만, 일단 애들이 우선이니까.137)

기혼여성 피면접자들은 임금노동 경험을 구술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저임금 일자리 

이외의 대안이 없는 노동자로 규정되는 것을 꺼려했다. 이들은 불안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 기혼여성에게 질 낮은 일자리만 제공되는 현실적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 아

니라 본인들이 선택한 결과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 과정에서 모성은 적극적으로 소환

된다. 앞서 제시한 구술에서도 불안정한 조건의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어머니 역

할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이끌린 자신들의 선택이 반영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기혼여성 노동자들이 임금노동 경험을 어머니 역할과 관련지어 구성한다는 점은 다음 구

술자의 발언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자녀는 취업 재개 후 구술

자가 거쳐 간 여러 직업들을 선택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로 등장한다. 학습지 교사는 ‘우

리 애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유기농 식자재 업체는 자녀들에게 ‘학교 급

식으로도 유기농 음식’을 먹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유 배달도 ‘우리 OO이가 

우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으로 이야기된다. 

136) ｢김OO 구술｣(인터뷰 #16, 2015년 8월 6일, 필자 채록)

137) ｢박OO 구술｣(인터뷰 #12, 2015년 4월 19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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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이가 5살이 됐을 때, 아이들 독서 지도하는 학습지 교사를 시작했다. 돈보다

는 그것을 하면 우리 애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책은 좀 많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2년 조금 넘게 했나, 그러다가 학교에 

유기농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들어갔다. 평소에 애들 먹거리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생협 활동을 했고 그렇게 알게 된 분이 소개를 해주셨다. 독서 지도 일이 꽤나 

자리를 잡아서 나쁘지는 않았는데, 우리 애들도 학교에 다닐 때가 되니까 학교 급식

으로도 유기농 음식 먹이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했다. (면접자: 직업 정하

실 때 자녀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큰 아이 어릴 때는 새벽에 아르바이트로 

우유 배달을 했었다. 우리 OO이가 우유를 좋아해서 그 때 워낙 많이 먹었었다.138)

노동계급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생계 안정을 기할 수 있다 하더

라도 이것의 지속 여부는 남성에게 달려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성부양자 가구의 젠더관

계는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이 내재된 관계이다. 기혼여성에게 불안정노동의 현실은 

동등하다 생각했던 부부관계의 실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기혼여성 노동자들은 임금

노동 경험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불가피한 의존과 종속성이 노출되려는 순간 

모성을 동원한다. 이들은 낮은 노동시장 지위를 어머니 지위로 전환함으로써 자존감을 

지키고 불만스러운 현실을 수용할 만한 것으로 바꾸어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혼여성 노동자에게 가구에서의 어머니 지위는 낮은 노

동시장 지위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정체감을 완화하는 데 활용된다. 불안정노동이 어머니

노릇을 수행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으로 전환되어 수용되는 상황은 여성 노동자들의 저항 

동기를 약화시키고 성별불평등한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결합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작용

한다.

138) ｢정OO 구술｣(인터뷰 #18, 2015년 9월 22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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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장 성차별 정당화 기제: 동반자 의식

⑴ 노동계급 가구의 부부관계: 부모 역할의 기능적 분업에 기반한 동반자 관계

87년이전세대 가구에서 젠더는 가부장권을 중심으로 위계적인 지배-종속관계로 구성되

었다. 젠더를 구성하는 관계의 구심은 가부장(남편, 아들)과 여성 가구원(아내, 딸) 사이

의 위계적 관계에 있었다. 가구 내 의사 결정은 주로 가부장이 명령하고 가구원들이 순

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다음에 인용된 구술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우리 아저씨, 지금은 많이 꺾였지만, 젊었을 때는 대단했다. 부업하다 보면 좁은 집에 

부품들이 여기저기 흩뜨려진다. 그게 우리 아저씨 눈에 띄었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졌

다. 일 하다가도 애들 아빠 퇴근할 때 되면 얼른 치워놓고 저녁 치우고 나서 애들 방

에 가서 마저 하고 그랬다. 우리 집은 아들만 셋인데 아무래도 사내자식들이라 자기 

아버지한테 정말 많이 맞으면서 컸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자기 아버지하고는 데면

데면한 편이다. 무섭고 엄한 아버지였으니까.139) 

가부장의 지위를 승계할 장남 역시 특권적 지위를 누렸다.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출산을 거듭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이는 87년이전세

대 가구의 4녀 1남 중 셋째 딸로 태어난 여성 구술자의 성장기 경험에 대한 다음과 같

은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 집은 딸 넷에 아들 하나다. 부모님이 아들 보시려고 낳고 또 낳고 하시다가 기

어코 막내를 아들로 얻으셨다. 제일 큰언니부터 여동생까지 딸들은 고등학교만 졸업

했다. 내가 공부에 썩 흥미가 있지도 않았지만 부모님도 딸들 교육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셨다. 자라면서 부모님께 공부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막내가 클 때는 

부모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다. 그 애는 재수까지 시켜서 대학에 보내셨다.140)   

139) ｢이OO 구술｣(인터뷰 #19, 2013년 2월 5일, 필자 채록)

140) ｢박OO 구술｣(인터뷰 #12, 2015년 4월 19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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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87년이후세대 가구에서 젠더는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는 부부관

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남녀 구술자들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남성 구술자는 아내와의 갈등이 주로 자녀 문제와 관련해 빚어진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역할에 대한 아내의 높은 기대 수준이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퇴근하고 쉴 틈 없이 애들한테 매달리는’ 어머니로서의 아내에 대한 

존중과 아내가 ‘욕심을 좀 내는’ 자녀 교육비를 ‘좀 더 넉넉하게 벌’어다 주지 못한다는 

아버지로서의 미안함으로 완화된다. 두 번째 여성 구술자의 발언에서 그의 남편은 자녀

의 교육 내용 및 방식을 결정하는 일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아내 고유의 역할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술자의 남편은 교육비 지원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술자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는다. 구술

자에게 이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자녀에게 최대한의 교육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남편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애 엄마는 퇴근하면 애들 저녁 챙겨 먹이고 공부 챙기느라 바쁘다. 애 엄마가 애들한

테 교육 욕심을 좀 내는 편이라, 그 문제로 가끔 다툴 때도 있다. 애 엄마는 내가 애

들 문제에 무심하다며 불만스러워 한다. 그렇지만 다투더라도 애 엄마가 퇴근하고 쉴 

틈도 없이 애들한테 매달리는 것을 보면, 내가 좀 더 넉넉하게 벌면 저 사람이 좀 쉴 

수 있을 텐데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141) 

애 아빠는 내가 하는 일에 크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편이 아니다. 무용하는 딸 아이, 

무용학원 보내는 것부터 대회 있을 때마다 함께 다니는 것까지 돈도 많이 들고 바쁘

다. 애 아빠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모양이더라. 어느 날인가 애 아빠 후배가 ‘형수, 

형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OO이 꼭 무용 시켜야 하나’라고 나한테 얘기한 적도 

있다. 그래도 애 아빠가 나한테 직접 얘기한 적은 없다. 애 아빠도 애 재능을 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142) 

이와 같이 부부관계의 중심에 자녀와의 관계가 위치하는 87년이후세대 가구에서 젠더

는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141) ｢김OO 구술｣(인터뷰 #13, 2015년 4월 14일, 필자 채록)

142) ｢김OO 구술｣(인터뷰 #10, 2015년 2월 24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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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녀 양육 참여와 분리된 ‘친구 같은’ 아버지 역할

87년이후세대 가구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87년이전세대 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일

차적으로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다. 그러나 87년이후세대 가구에서 아버지 역할은 

비단 자녀 부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87년이후세대 가구의 남성들은 마치 ‘친구 같이’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중요한 아버지 역할로 간주한다.143) 

노동계급 남성들이 자녀와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것을 아버지 역할로 인

식하고 있다는 점은 다음의 <표 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6>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 남성과 여성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식

5점
척도
평균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 4.대체로 

동의한다

5.매우 

동의한다

합계

(%)

남
편

아버지는 여가시간

에는 자녀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20 0.0 1.5 9.2 57.3 32.1 100.0

여성은 자녀 양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3.75 3.8 9.2 19.1 44.3 23.7 100.0

아

내

어머니는 직장 생활

보다는 자녀 문제를 

우선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3.63 0.8 9.9 26.7 50.4 12.2 100.0

자료: 창원지역 노동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5년 원자료.

노동계급 가구 남성의 89.4%가 자녀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

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87년이후세

143) 한국 사회에서 ‘친구 같은’ 아버지가 이상적인 아버지상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1990년대 중반 무렵 바람직한 아버지상을 조사한 연구들에서 당시 이러한 경

향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성희·한은주, 1998; 이숙현, 2001). 그러나 그 때에도 생

산직 남성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당시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으

로, 현재에는 50대에 해당하는 생산직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이숙현(2006)의 조사에 따

르면, 이들은 여전히 부양자이자 훈육자로서의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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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가구에서 아버지-자녀관계는 87년이전세대 가구에서와 같이 가부장적 규칙에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형성되는 사적인 친밀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로 규

정된다. 

그러나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친구 같은’ 아버지 역할에서 규정되는 바와

는 달리, 노동계급 남성들은 자녀 양육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자녀와 보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창원지역 노동자의 생활과 의식

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노동계급 가구 남성의 평균노동시간은 주 54.8시간으로 나타난

다. 이는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법정 근로시간과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시간

을 넘어선 수치이다. 직장에서 상당히 긴 시간을 보내는 상황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이들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 평균 5.5시간, 

하루 평균 46.8분에 불과하다.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친구 같은’ 아버지 역할 규범은 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다. 앞서 제시한 <표 5-6>에 따르면, 자녀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강력한 동의를 표했던 노동계급 가구 남성에게 

자녀 양육은 여전히 일차적으로는 어머니 역할로 인식된다. 노동계급 가구 남성들 중 

68.0%가 여성의 직장 생활은 자녀 양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를 표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에게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여성들 중 

어머니가 직장 생활보다는 자녀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경우는 62.6%

에 달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10.7%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노동계급 가구에서는 ‘친구 같은’ 아버지 역할이 지닌 규범적 중요성과는 별

도로 자녀 양육의 실질적인 책임은 여성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는 남성 구술자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자녀 문제와 관련한 주요한 의사결정과 

자녀 교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활동은 아내가 수행하고 있고, 구술자의 역할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자녀들을 ‘다독여주는 것’과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된다고 

조언해주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애들 문제는 애들 엄마가 알아서 하는 편이다. 애들 공부하는 것 대부분 저희들 엄마

가 알아서 하고, 애들 엄마가 교육에 신경을 쓰다 보니 가끔 애들이랑 트러블이 생기

면 나는 뭐 다독여주는 정도이다. 큰 애는 교사가 되거나 경찰대에 갈까 하고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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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는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데,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이고 하니까 애들 엄마 

영향이 큰 것 같다. 나는 그저 모나지 않고 남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지 뭐가 되라고 한 적은 없다. 대신 본인이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그

러려면 열심히 해야지 그냥 되는 것은 아니라고, 뭐든 과정이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

해준다.144)  

‘친구 같은’ 아버지 역할 규범이 실제 친밀성이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양육 행위와 연

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더라도 이것이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

회로 사용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전업주부를 아내로 둔 생산직 남성 노동자의 다음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주말에는 애 하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생각’에 야외로 

나들이를 가긴 하지만, ‘실상은 가족들 하고 시간 보내는 것보다’ 함께 간 다른 가족의 

아버지들과 ‘술 먹고 오는 게 다’라고 말한다. 그는 자녀와 교감을 나누는 것에 서투르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성인 친구와 어울리는 것에 비해 썩 즐겁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다. 그렇지만 그의 발언은 ‘애 하고 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은 해야’ 하는 아버지 역할

을 잘 수행하기 위해 ‘가족들끼리만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는 다짐으로 마무리된

다. 이를 통해 구술자에게 ‘친구 같은’ 아버지 역할은 자녀와의 친밀성에 대한 자신의 욕

구와는 무관하게 외부에서 부과된 규범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말에는 애 하고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많이 한다. 요즘은 캠핑 가는 게 유

행이라고 해서 해볼까 한다. 일단 캠핑 도구 다 사놓고 제대로 안하면 돈만 날리니

까, 요즘은 글램핑이라고 캠핑 도구 다 갖춰진 채로 하는 것도 있다고 해서 계획을 

잡아 놓았다. 그런데 막상 가족들끼리만 가면 재미가 없다고 해야 하나, 썰렁하다고 

해야 하나, 여하튼 별로 할 얘기가 없다. 다른 사람들도 캠핑 많이 간다고들 하는데, 

실상은 가족들 하고 시간 보내는 것보다 남자들 술 먹고 오는 게 다인 경우가 많다. 

나는 사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몇 집이서 다 같이 놀러 가는 것이 더 좋다.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이런 저런 얘기 나누면서 놀고, 그러는 것이 더 

재밌고 편하다. 그래도 애 하고 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은 해야 하니까, 가족들끼리

만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145) 

144) ｢김OO 구술｣(인터뷰 #13, 2015년 4월 14일, 필자 채록)

145) ｢박OO 구술｣(인터뷰 #14, 2015년 4월 14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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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계급 가구에서 ‘친구 같은’ 아버지 역할은 실제 자녀와

의 친밀성이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양육 행위와 연결되지 않은 채, 언젠가 성취해야 할 

이상적인 규범으로 설정된다. 노동계급 남성에게는 자녀와의 친밀성에 대한 규범적 지향

은 있지만, 자녀와의 관계로 친밀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지는 강하지 않고, 자

녀 양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남성의 친밀성에 대한 욕구 및 자녀 양육 참여와는 분리된 채 규범으로만 존재하는 

‘친구 같은’ 아버지 역할은 유아기 자녀 돌봄이 여성의 고유한 역할로 규정되는 것과 밀

접하게 관련된다. 나성은(2014: 27-8)에 따르면, 유아기 자녀 돌봄을 직접 경험한 아버지

들은 어머니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어간다. 자녀를 돌보면

서 감정을 교류하고 정서적 지지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유아기 자녀 돌봄 경험은 아버지들에게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

한다. 그러나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유아기 자녀 돌봄만큼

은 어머니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초기 양육을 전담한 어머

니와 자녀 사이에는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지만, 초기 양육 과정에서 배제된 남성은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결국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어머니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유아기가 지나간 이후에도 자녀 양육은 초기 양육 과정에서 형

성된 특별한 유대감을 자녀와 공유하는 여성의 고유한 역할로 규정된다. 

② 부양 역할과 등가로 오인되는 모성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젠더가 재구성되면서, 부부관계는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자

녀 양육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남성부양자 가구에 

내재된 젠더관계의 불균형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그 대신 부모 역할에서의 차이에 대

한 상호 인정과 존중이 부부관계의 표상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한 

부부관계가 의식 수준에서는 평등한 관계로 규정되는 양상은 구술자들의 다음과 같은 발

언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집에서 내가 하는 역할과 애들 엄마가 하는 역할은 따로 있는 것 같다. 그게 꼭 남

자, 여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능력에 따라 나눠지는 것 같다. 여자가 돈을 더 잘 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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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돈 벌고 남자가 집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 집 같은 경

우는 집안일은, 요리 같은 것 하나만 봐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돼서 하면 

늘 거기서 거기지만 집사람이 하면 더 잘 하니까. 애들하고 관계도 집사람이 더 좋으

니까. 애들은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엄마하고 관계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아직 놀 생각 밖에 없는 아들하고는 그마나 괜찮은데 큰 딸아이는 

이제 좀 크니까 아무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제약이 더 많다. 애들하

고 관계가 집사람이 더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애들 문제에 집사람이 더 많이 신경 쓰

게 되는 것 같다.146)  

애 아빠가 가정적인 편이고, 또 내가 일을 시작하면서는 평일에도 가끔 애들 저녁을 

혼자 챙길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엄마만큼은 안 되는 것 같다. 애 아빠는 밥 차

려 먹이고 숙제해라 그 정도. 내가 집에 가면 그 때서야 애들이 준비물부터 소소하게 

챙겨야 하는 것들, 뭐 이런 저런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한다. 애들한

테는 아무래도 아빠보다야 엄마가 편하니까.147) 

첫 번째 남성 구술자는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2년 전부터 경리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생산직 노동자이다. 그의 발언에서 성별분업은 젠더와 무관한 현상인 것처럼 규정된다. 

구술자는 자신과 아내가 각자 잘 하는 일을 하다 보니 분업이 이루어졌을 뿐, 이것이 남

성성 혹은 여성성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이 아내보다 ‘요리 같은’ 

것도 잘 하고 ‘애들하고 관계’도 더 좋다면, 그리고 ‘여자가 돈을 더 잘 벌면’ 역할이 바

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의 발언에서 임금노동은 남성의 배타적인 역할로 규정되지도, 

남성성의 우월함과 연결되지도 않는다. 남편과 아내 각자가 수행하는 노동은 우열을 따

질 수 없는 것으로 표상된다. 

두 번째 여성 구술자는 부부 모두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그의 발언에서 어머

니 역할은 아버지가 대신할 수 없는 특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

술자는 자녀 양육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 그 자체보다는 자녀와의 긴밀한 유대감이라고 

생각한다. 구술자의 남편이 꽤 ‘가정적인 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에 서투른 것은 

자신과 자녀들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유대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

146) ｢김OO 구술｣(인터뷰 #13, 2015년 4월 14일, 필자 채록)

147) ｢김OO 구술｣(인터뷰 #16, 2015년 8월 6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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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의 자녀들은 아버지에게는 하지 않았던, ‘이런 저런 신경 써야 할 것들’에 대한 얘기

를 구술자에게만 풀어 놓는다. 첫 번째 남성 구술자의 경우에도 자녀 문제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자녀와 특별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아내가 자신에 비해 더욱 잘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이 자녀 양육의 핵심 요소로 규정되면서 어머니 

역할에는 남성의 역할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성이 부여된다. 여성의 고유한 능력으로 규

정되는 모성은 자녀 중심성을 공유한 남편으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확보하는 근거로 설정

된다. 모성이 남편의 부양 역할에 대한 균형추로 배치되면서 부부관계는 부모 역할의 기

능적 분업에 기반한 동반자 관계로 규정된다. 

<표 5-7>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 남성과 여성의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

5점
척도
평균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 4.대체로 

동의한다

5.매우 

동의한다

합계

(%)

아내와 남편은 집

안의 모든 일에 동

등한 결정권을 가

져야 한다

남편 4.00 1.5 3.8 17.6 50.4 26.7 100.0

아내 4.31 0.0 0.8 9.2 48.1 42.0 100.0

결혼한 남자는 처가 

쪽의 대소사 역시 

자기 집과 마찬가지

로 챙겨야 한다

남편 4.21 0.0 1.5 3.8 66.4 28.2 100.0

아내 4.45 0.0 0.0 5.3 44.3 50.4 100.0

자료: 창원지역 노동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5년 원자료.

동반자로서의 부부관계는 상호 인정과 존중에 기반한 평등한 관계로 인식된다. 노동계

급 가구에서 부부관계가 평등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은 위의 <표 5-7>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매우 높은 수준의 동의를 표하고 있다. 부모세대에 대한 지원이 차별 없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동의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난다. 부계 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의식

이 약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노동계급 가구에서 부부관계는 가

구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평등한 관계로 인식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계급 가구에서 젠더는 여성을 지배하는 가부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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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성과 가부장에게 순종적인 여성이라는 도식에서 벗어나, 부모 역할을 중심으로 재

구성되었다. 젠더관계의 근간은 가부장적 남성성과 여성성의 위계에서 부성과 모성의 차

이로 전환되었다. 젠더관계의 구심은 남성 가부장과 여성 가구원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로 이동하였다. 

우월한 남성성에 근간한 가부장의 권위와 지배는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 남편과 

아내는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서로 다른 기능적 분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부부관계는 자녀 양육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로 표상된다. 이 때 모

성은 자녀 중심성을 공유한 남편으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획득하는 근거로 설정된다. 이

로 인해 여성이 생계를 남성에게 의존하는 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종속적 젠더관계의 

불균형은 은폐되고, 부부관계는 마치 여성의 모성과 남성의 부양 역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평등한 관계인 것처럼 규정된다. 

⑵ 동반자 의식에 기초한 작업장의 성차별 정당화

노동계급 가구의 젠더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동반자 의식은 작업장의 성차별을 정당

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평등한 관계로 오인되는 가구 내부의 젠더관계가 작업장에서의 

불평등한 젠더관계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성차별 경험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재구성된

다. 이는 노동조합 여성 간부의 다음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 회사에 근속이 오래된 아저씨들은 일을 잘 못한다. 일단 속도도 여자들에 비해 

훨씬 느리지만 조금 일 하다가 나가서 담배 피고 커피 마시느라 일을 잘 안하는 것도 

있다. 반면에 여자들은 진득하게 일을 잘 한다. 사실 물량이 많을 때 이런 아저씨들

은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아저씨들 월급이 훨씬 많다. 우리 회사는 남

자와 여자에게 다른 호봉 기준을 적용한다. 임금규칙을 바꾸는 것은 현재로선 꿈도 

못 꿀 일이다. 매년 임금협상을 할 때마다 여성 조합원들한테 임금 차이를 줄이려면 

정률 인상보다는 정액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계속 설명을 해도 썩 관심을 갖지 않

는다. 그래도 한참 애들 공부할 나이인데 남자들이 그것 뒷바라지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버리는 편이다.148) 

148) ｢이OO 구술｣(인터뷰 #8, 2014년 7월 11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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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는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에 비해 일은 적게 하면서 임금은 더 높은 상황

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여성 조합원들은 임금 차별을 완화하는 데 ‘썩 관심

을 갖지 않는다.’ 여성 조합원들은 남성 노동자를 ‘한참 공부할 나이’인 자녀들 ‘뒷바라지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 아버지로 규정한다. 남성 노동자는 자녀 부양과 교육을 책임

져야 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성 노동자에게 유리한 임금규칙이 적용되는 현실은 ‘이

해하고 넘어가버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에서의 동반자 관계가 작업장의 동료 

관계를 규정하는 데 적용됨으로써 성차별적인 임금규칙과 교섭 관행의 부당함은 나름의 

정당성을 갖춘 수용할 만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저

항 행위보다는 동료 남성 노동자들과의 갈등 회피와 현상 유지에 힘이 실린다. 

동반자 의식은 작업장의 성별 위계에 적응하도록 하는 기제로도 작용한다. 이는 전자

제품 제조회사의 사내하청노동자로 근무했던 구술자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분명하게 드

러난다. 그의 작업장에는 ‘벼슬이라도 되는 양 그러는’ 원청기업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

자 간 위계가 존재했다. ‘본사 직원’이 ‘좀 막 대한다 싶’을 때, 구술자는 ‘본사 직원’을 

‘새끼를 키워야’ 하는 아버지 지위에 놓음으로써 불만을 누그러뜨린다. 배우자와의 관계

를 작업장의 동료 남성과의 관계에 겹쳐 놓고 ‘본사 직원’과의 위계적 관계를 해석하는 

데 동반자 의식을 끌어들임으로써 부정적인 노동 현실을 수용할 만한 경험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파견업체로 고용됐기 때문에 물량이 전만 못하다 싶을 때에는 잘리는 것 아닌가 살짝 

불안해지기도 했다. 어떤 아줌마들은 본사 직원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본사 직원 중에는 가끔 좀 막 대한다 싶은 사람들도 있었다. 관리자도 아니면서 본사 

직원인 게 벼슬이라도 되는 양 그러는 사람도 있었고. 그럴 땐 우리 말고 저런 것들

이 잘려야 하는데 싶다가도 저것도 새끼 키워야 할 텐데 싶으면 조금 누그러지기도 

하고.14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반자 의식은 여성 노동자가 작업장의 위계적 젠더관계

를 해석하는 데 적용된다. 특권을 누리는 남성 노동자에게는 자녀 부양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부여된다.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사이의 실질적인 위계는 

149) ｢정OO 구술｣(인터뷰 #9, 2013년 4월 7일, 필자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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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수준에서 동반자 관계로 치환된다. 작업장의 성차별적 임금규칙과 고용 관행은 평

등한 관계로 오인되는 가구 내부의 젠더관계가 확대, 적용됨으로써 정당화된다. 이와 같

이 가구 내부의 젠더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동반자 의식은 작업장에서 성차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내부의 젠더갈등을 완화하고 여성 노동자들을 임금노동관계에 안

정적으로 결합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4. 소결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는 마산·창원지역 노사관계의 

전면적 전환이 발생한 결정적 국면이었다. 지역 차원의 노동자 연대를 기반으로 전개된 

노동운동은 억압적 노사관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다. 그러

나 1990년대 이후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노동운동이 무력화되고 지

역 단위 노동자 연대에 기반한 노동운동은 점차 기업 단위 노동조합 활동으로 전환되었

다. 기업의 경계를 넘어선 노동자 연대가 약화되면서, 노동조합 멤버십을 상실한 여성 

활동가들이 노동운동에서 설 자리를 잃었고, 노동조합 미조직 사업장에 특히 집중돼 있

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운동과 단절되었다. 이와 같이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재편

된 노동운동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도하는 자본의 전략과 결합되어 고용안정과 꾸준한 

임금 상승이 보장되는 기업내부노동시장이 정착되었다. 결과적으로 남성의 노동조건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노동조합과 기업내부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차단된 여성 노동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낮은 노동시장 지위와 성차별에 대한 여성 노동자들의 저항 가능성은 노동계급 가구

의 젠더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모성 중심 노동생애전망과 동반자 의식을 통해 약화되었

다. 어머니 역할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여성의 노동생애전망은 미혼여성에게는 생계 안정

과 긍정적 정체감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임금노동의 대안을, 기혼여성에게는 자녀가 우선

이라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불안정노동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부모 역할 중심의 부부관계를 토대로 구성된 동반자 의식은 특권을 누리는 남성 노동자

와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적용됨으로써 작업장의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

다. 



- 174 -

여성의 불안정하고 성차별적인 노동 현실은 노동계급 가구의 젠더관계를 기반으로 수

용 가능한 노동 경험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연화 압력을 여

성 노동자들에게 집중시킴으로써 남성 중심 노동조합과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자본의 전략이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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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산업 및 노동시장 지형이 바뀔 정도로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던 여성 집중 

제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갈등이 표출되고 이것이 노동정치의 장에서 조정되는 

과정은 어째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구조조정 시기에 사회갈등 

조정 과정이 노동정치의 영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정치 이외의 영역에서 

구조조정의 충격을 흡수하고 변동의 지속을 뒷받침한 사회적 조건이 존재했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가 주목한 지점은 노동력재생산 영역이다. 노동력재생산은 노동력이 공급되

고 노동계급의 이해관계가 구성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여성 집중 제조업의 구

조조정이 사회갈등 조정의 정치적 과정을 경유하지 않고도 원활하게 전개되었다면, 이는 

노동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노사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뒷받침한 노동력재생산 조건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마산·창원지역은 여성 집중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노동력재생산 조건과 관련지어 설명

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관심에 부합하는 사례이다. 일단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는 제조업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마산수출자유지역은 남

성 집중 제조업이 입지한 창원과 동일한 노동시장권역에 포함돼 있다. 노동력재생산 조

건은 노동자의 생활반경 내 존재하는 일자리들의 조건에 조응하여 노동계급 가구에서 생

계가 조직되는 방식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제조업 남성 일자리를 포함하는 지역

노동시장의 존재는 1987년 이후 크게 달라진 산업구조, 노동시장, 계급관계의 맥락에서 

노동력재생산 조건과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하기에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다. 

첫째,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 노동 유연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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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에 여성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충원될 수 있었던 조건은 무엇인가?

셋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조건은 무엇인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기

초한 생산비 절감 전략을 고수하기 어려워진 입주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자

동화를 중심으로 노동과정을 재조직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미혼여성 노동자들의 대규모 

감원이 이루어졌고, 이후로도 노동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시적인 감원, 비정규 고

용, 외주화가 실행되었다. 이때 감원과 비정규 고용의 주된 대상이자 외주생산의 주력 

노동력으로 동원된 이들은 기혼여성들이었다. 구조조정은 남성 중심 노동조합과의 협력

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자본은 기혼여성 노동자들을 유

연노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남성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우회할 수 

있었다. 협력적 노사관계는 기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에 근간하여 유지될 

수 있었다. 이는 다시 여성 노동 유연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혼여성 노동자들이 유연노동력으로 동원될 수 있었던 조건은 

남성의 고소득을 전제로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가 이루어지는 노동계급 가구를 통해 형성

되었다. 1987년을 기점으로 여성 집중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전개되는 동안 남성 집중 제

조업의 노동조건은 크게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노동시장은 성별임금격차가 크고 

괜찮은 여성 일자리 비중은 적은 양상으로 재편되었다. 지역노동시장의 이 같은 조건은 

남성의 부양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자로서는 생애전망을 설계하기 어려운 미혼여성

에게 결혼 압력을 부과하였다. 한편 노동계급 남성의 임금수준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기

혼여성의 취업유인이 약화되지는 않았다. 가계 운영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졌

을 뿐 아니라, 부모 부양 및 자녀 양육에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지역노

동시장과 가구경제의 이 같은 특성을 기반으로 노동계급 가구의 성별분업은 부양 역할은 

남성에게 부여되지만 재생산노동을 책임지는 여성이 임금노동에도 단속적으로 종사하는 

1.5인소득자 가구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때 여성의 임금노동에는 학령기 자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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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모성 실천이라는 의미가 부여된다. 여성의 임금노동이 남성의 부양 역할과는 

구분되는 어머니 역할로 배치됨으로써 남성성과의 충돌이 우회되는 한편 규범적 정당성 

또한 확보된다. 기혼여성의 임금노동 참여와 생계 안정을 뒷받침하는 노동계급 가구를 

기반으로 지역노동시장에는 불안정노동 수요를 충당하는 기혼여성 노동력 공급층이 형성

될 수 있었다. 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혼여성 노동자들이 유연노동력으로 동원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3) 노동계급 가구의 젠더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지역노동시장의 성별불평등을 재생

산하는 기제는 자본과 남성 중심 노동조합 간 타협에 근간한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유

지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지역 차원에서 성별을 초

월하여 형성된 노동자 연대는 억압적 노사관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강력한 힘으

로 작용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마산수출자유지역 노동운동이 무력

화되었고, 노동자 연대의 단위는 지역에서 기업으로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멤

버십을 상실한 여성 활동가들이 노동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졌고, 노동조합 미조직 사업

장에 집중돼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운동과 단절되었다. 노동운동은 점차 남성 노동

자들의 전유물이 되어 갔다. 남성 중심 노동운동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도하는 자본의 

전략과 결합되면서 기업내부노동시장이 정착되었고, 남성의 노동조건은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기업내부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차단된 여성 노동자들은 적은 비용으

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낮은 노동시장 지위와 성차

별에 대한 여성 노동자들의 저항 가능성은 노동계급 가구의 젠더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모성 중심 노동생애전망과 동반자 의식을 통해 약화되었다. 어머니 역할을 중심으로 정

형화된 노동생애전망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불안정노동 현실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

제로 작용하였다. 작업장의 성차별은 특권을 누리는 남성 노동자와의 관계가 부모 역할

의 기능적 분업에 근간한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어 인식됨으로써 정당화되었다. 이와 같

이 성별불평등한 노동 현실은 노동계급 가구의 젠더관계를 기반으로 수용 가능한 노동 

경험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남성 중심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우

회할 목적으로 유연화 압력을 여성 노동자들에게 집중시키는 전략이 실행될 수 있는 조

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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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함의

1) 임금노동의 성별불평등과 노동력재생산

지금까지 여성 노동 연구는 임금노동의 성별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 주로 생산 영역

의 주요 행위자들의 성별화된 행위를 분석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부장

적 권력관계에 근간한 정부 정책, 자본축적전략, 노동운동이 성별불평등한 노동 현실을 

구조화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은, 성별불평등한 노

동 현실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에서는 가부장적인 젠더 질서의 완고함을 재차 확인하는 

데 그치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생산 중심 연구들에서 젠더가 구성되는 사회적 과정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

는 데서 비롯된 바 크다. 이 연구들에서 젠더는 생산 영역 외부의 사회적 관계에서 이미 

구성되어진 실체로 분석에 도입된다. 어떠한 사회적 과정을 경유하여 어떠한 양상으로 

성별화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비워둔 채 이미 가부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전제된 정

부, 자본, 노동조합의 행위가 설명변수로 설정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임금노동의 성별

불평등은 가부장제의 구조적 힘의 결과로 규정되고, 여성의 임금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힘들의 역사적 변화와 지역별 특성을 포착할 여지가 협소해진다.

이러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젠더 구성의 사회적 과정이 위치하는 노동력재

생산 영역으로 분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산·창원지역의 산업구

조, 노동시장, 계급관계의 맥락에서 형성된 노동력재생산 조건이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기

혼여성 노동 유연화를 뒷받침한 조건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 점은 마산수출자

유지역과 비슷하게 1987년 이전 미혼여성 중심의 경공업 산업단지로 성장했던 구로공단

과의 차이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이 산업지구에서는 마산수출자유지역과는 달리 미혼

여성 일자리가 사라지고 남은 저질의 일자리들에 상당수의 중국 출신 여성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우·박준도·정영섭, 2015). 구로공단에서는 왜 마산수

출자유지역과는 달리 이주여성들이 유연노동력으로 동원되는 것일까? 

노동력재생산 조건이 설명변수로 설정되지 않는다면, 마산수출자유지역과 구로공단에

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혼여성과 이주여성의 불안정노동을 구조화하는 가부장적 젠더 

질서에 국한된다. 그러나 생산 영역의 가부장적 젠더 질서를 뒷받침하는 노동력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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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분석에 도입할 경우, 젠더 질서를 구성하는 내부 논리, 즉 지역노동시장 조건에 

조응하여 구성되는 가구의 성별분업과 젠더관계 양상이 두 지역에서 서로 다르게 구성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노동력재생산 영역에서 재구성되는 젠더가 분석변수로 도입되면, 임금노동

의 성별불평등이 구성·재구성·변형되는 역사적 과정과 지역별 특성을 규명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여성 노동 영역에서 완강하게 버텨온 듯 보

이는 가부장적 젠더 질서의 균열 지점을 확인하고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하나의 시도

라고 할 수 있다.  

2)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와 남성부양자 가구의 변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고용불안과 실업의 공포가 만연하면서 완고하게 

유지되어온 남성부양자 가구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 전망된다. 실제로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생계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강화되었고, 가사와 육아의 책임을 홀로 떠맡은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이중부담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부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기혼여성들은 단속적이긴 했지만 항상 소득 활동에 종사해 

왔다. 산업화의 상당 기간 동안 노동계급에 대한 보상수준은 생계유지수준을 한참 밑돌

았다. 여성이 전업주부가 되기에는 가구소득이 너무 적었다. 1987년 이후 남성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상승하면서 가계는 한결 넉넉해졌다. 그렇다고 여성이 전업주부가 되었을까? 

적어도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상품화와 더불어 재생

산노동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소비주의 확산과 더불어 점점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해지

면서, 남편의 벌이가 나아졌지만 아내는 여전히 돈 벌러 나선다. 달라진 점이라면 여성

의 임금노동에 따라붙었던 ‘남편 망신시키는 일’, ‘여성답지 않은 행동’이라는 오명이 약

해졌다는 정도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계급 가구의 지배적인 형태는 남성1인부양자 가구라기보다는 1.5

인소득자 가구였다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크게 증가하

지 않은 것을 봐도,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현실이 여성을 예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집 

밖으로 끌어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들은 더 이상 전업주부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다. 애초에 그런 자리에 있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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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여성의 경력단절과 이중부담은 이제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일 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남성의 고용불안이 심화됐다고 해서 남성부양자 가구에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 전망해볼 수 있을까? 과거를 돌이켜보자. 산업화 과정에서 고용불안은 만성적인 

현상이었다. 오히려 남성의 고용안정이 보장되던 시기를 예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지

도 모른다. 남성부양자 가구는 남성의 부양 역할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와 크게 상관없이 완고하게 유지되어 왔다. 심지어 남성의 임금이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

할 정도로 턱 없이 낮았던 시절도 버텨냈다. 

남성부양자 가구를 변화시키는 보다 결정적인 요인은 남성의 부양 역할보다는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에서 찾는 것이 더 타당할지도 모른다. 남성의 고용이 제 아무리 불안해졌

어도 여성 일자리의 질이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남성부양자 가구는 여성에

게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악을 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 

남성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여성보다는 나은 기회와 조건을 보장받는 한, 그리고 여성 

노동자가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는 생애전망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한, 남성의 

부양 역할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경제환경이 도래했다는 것만으로 남성부양자 

가구의 변화를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다.

3) 제조업 구조 재편의 ‘전환비용’과 노동정치

장경섭(2009)에 따르면, 한국의 급속한 자본주의 산업화를 뒷받침한 것은 농민사회였

다. 도시에서 생계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생활 유지를 위해 농촌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의존하며 살아왔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없이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들이 실업, 질병, 산업재해 등으로 생활 유지가 

힘들어졌을 때, 농촌의 가족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떠맡아야 했다. 농촌 가족

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여 도시 노동력이 유지되는 과정을 통해 농민이 산업자본가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산업화의 사회적 전환비용’이라고 할 수 있

다. 한국의 도시 산업들은 농민이 감당해온 엄청난 사회적 전환비용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다(장경섭, 2009: 269). 

그렇다면 제조업 구조 재편의 ‘사회적 전환비용’은 어떻게 지불되었는가? 본 연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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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이 비용은 노동자 가족을 통해 지불되고 있다. 여성 집중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전

개되면서 미혼여성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고, 남은 저질의 일자리는 기혼여성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미혼여성 노동자는 결혼을 통해 생계 대안을 마련하였고, 기혼여성 노동자는 

남편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계 위험을 완화하였다. 때마침 부쩍 상승한 남성 노동자의 임

금에서 제조업 구조 재편의 전환비용이 지불되고 있는 셈이다. 산업구조가 농업에서 제

조업으로 재편되던 시기에는 농민이 지불했던 산업자본가에 대한 보조금을 이제는 노동

자가 지불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더불어 구조조정이 일상화되는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제조업 

구조 재편의 전환비용이 노동자 가족에게 전가된 이 같은 상황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까? 다시 마산·창원지역으로 가보자. 다음의 인용문은 2014년 10월 7일 주간경향에 

실린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통해 마산·창원지역에서 청년층 남성들이 고임금과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정규직 삼촌과 계약직 조카가 함께 일한다. 직영과 하청은 하늘과 땅이다. 정규직 일

자리가 없는 부자도시 창원의 슬픈 자화상이다. … 효성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 

3,700명 중 정규직은 1,000명뿐이다. 사내하청이 2,300명, 계약직이 400명이다. 직영 

아버지와 하청 아들, 정규직 삼촌과 계약직 조카가 함께 일한다. … 전차, 전동차, 

KTX를 만드는 현대 로템. … 아버지가 퇴직하는 조건으로 아들을 채용해달라는 조합

원들의 요구로 2009년부터 3년 동안 37명의 아버지가 나가고 아들이 들어왔다. … 이

상호 교육부장은 “5년 일찍 퇴직하면 어림잡아 5억 이상 손해를 보는 건데, 자식이 

하청업체에서 거지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양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고, 신규채용을 늘리도록 요구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 아니라, 자식에게 일자리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 대기업 늙은 노동자들. 그릇된 자

식 사랑은 사용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박점규, 2014). 

이때에도 ‘하청업체에서 거지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일자리를 물려

주는 방식으로 ‘어림잡아 5억 이상’의 전환비용을 감당하는 가족이 등장한다. 그렇지만 

‘그릇된 자식 사랑’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3년 동안’ 고작 ‘37명’만이 이러한 가족전

략을 구사할 수 있었을 뿐이다. 자산이자 생산수단인 토지를 기반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도 도시 가족을 지원할 수 있었던 농민 가족과는 달리, 동원 가능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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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금에 국한된 노동자 가족이 현금 지원 이외에 구사할 수 있는 가족전략은 별로 없

다. 

마산·창원지역에서 노동자 가족은 불안정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의 생계 보장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자본과 정부 대신 제조업 구조 재편의 전환비용을 감당해 왔다. 이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남성 노동자의 고임금과 고용안정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환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노동자 가족이 청년층 세대에서는 재생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년층 남성들이 중장년층 남성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양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면, 여성 노동자에 대한 보상수준을 현실화하든, 가족수당을 지급하든, 그동안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떠안고 있던 전환비용을 자본과 정부도 분담해야 할 것이다. 

남성 집중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마산·창원지역에서도 남성 집중 제조업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여성에게는 

부양은커녕 본인의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한 조건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지역노동시장의 조

건에서 가구소득의 중추인 남성의 고용을 흔드는 구조조정의 충격을 노동자 가족이 버텨

낼 재간은 없다. 전환비용을 노동자 가족에게 어물쩍 떠넘길 수 있었던 여성 집중 제조

업의 구조조정 때와는 달리, 전환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정부, 자본, 노동계급 간 치열한 

노동정치가 전개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노동시장의 성별분절구조와 가구의 성별분

업구조가 재구성될지, 아니면 지역 경제와 사회의 총체적 파국으로 치닫게 될지 알 수 

없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은 노동자들의 오래된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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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창원지역 노동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다음은 남편 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1.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해당하는 숫자에 √표시를 해주

십시오.

1-1. 아내가 돈을 벌더라도, 가족의 생계부양은 일차적으로 남편의 책임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부가 함께 다니는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 남편

보다는 아내가 퇴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 아내가 돈 버는 일보다는 가정을 돌보는 일을 우선시하기를 바란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동등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결혼한 남자는 처가 쪽의 대소사 역시 자기 집과 마찬가지로 챙겨야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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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엌일, 청소, 빨래 등과 같은 집안일은 남편과 아내 공동의 책임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부엌일, 청소, 빨래 등과 같은 집안일은 전

적으로 아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유아기의 자녀를 돌보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어머니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10. 여성은 자녀 양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11. 아버지는 여가시간에는 자녀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언제 출생하셨습니까?  ☐☐☐☐ 년

3. 귀하가 성장하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직접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도    (             )시/군/구

4. 귀하가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를 언제 졸업하셨습니까? 

☐☐☐☐년

5. 귀하는 학교를 졸업한 후 언제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 년

6.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는 언제 처음 입사하셨습니까?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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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의 현재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① 생산직 (예: 공장노동자, 생산감독, 단순노무자, 택시버스운전자 등)

② 사무직 (예: 과장 이하 사무직, 경리, 은행원, 일반공무원 등)

③ 반전문기술직 (예: 교사, 학원강사, 간호사, 엔지니어, 연구원, 건축사, 기타 기술직 등)

④ 판매직 (예: 백화점 판매직원, 유통업체 판매원, 소규모 상점 점원 등)

⑤ 서비스직 (예: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종업원, 청소부, 경비원 등)

⑥ 전문직 (예: 언론인, 방송인, 의사 등) 

8. 귀하가 현재 다니고 계시는 주된 직장의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1~4인 ② 5~9인 ③ 10~29인
④ 30~99인 ⑤ 100~299인 ⑥ 300~499인
⑦ 500∼999인 ⑧ 1000인 이상

9. 귀하의 현재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정규직 노동자(☞ 9-1번으로)

② 비정규직 노동자 (☞ 9-2번으로)

9-1. 귀하의 현재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풀타임 노동자 

② 파트타임 노동자

③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정규직과는 다

른 임금 및 승진 규칙을 적용받는 고용 형태)

9-2. 귀하의 현재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직접 고용 계약직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회사의 필요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② 파견직 (고용계약은 파견업체와 체결하고, 실제 일하는 곳은 다른 회사

인 경우,  사내하청 등)

③ 특수고용 (회사와 근로계약 대신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습지교사 등)

④ 재택근로 (자기 집이나 근처 이웃 집에 모여 작업을 하는 경우,  가내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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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하는 실제 업무시간과 업무시간 이외의 활동을 포함하여 직장과 관련된 일로 보내

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 일주일에 ________일,     ■ 하루 평균 ________시간

11. 귀하는 자녀와 함께 대화, 놀이, 학습, 운동 등과 같은 활동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 일주일에 ________일,     ■ 하루 평균 ________시간

다음은 아내 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12.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해당하는 숫자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12-1. 아내가 돈을 벌더라도, 가족의 생계는 일차적으로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2-2. 부부가 함께 다니는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 남

편보다는 아내가 퇴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2-3.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2-4. 어머니는 직장 생활보다는 자녀 문제를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2-5.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동등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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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결혼한 남자는 처가 쪽의 대소사 역시 자기 집과 마찬가지로 챙겨야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2-7. 부엌일, 청소, 빨래 등과 같은 집안일은 남편과 아내 공동의 책임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귀하는 언제 출생하셨습니까?  ☐☐☐☐년

14. 귀하가 성장하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직접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도    (             )시/군/구

15. 귀하가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를 언제 졸업하셨습니까? ☐☐☐☐ 년

16. 귀하는 학교를 졸업한 후 언제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 년

17. 귀하가 학교를 졸업한 후 처음으로 가진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생산직 (예: 공장노동자, 생산감독, 단순노무자, 택시버스운전자 등)

② 사무직 (예: 경리, 과장 이하 사무직, 은행원, 일반공무원 등)

③ 반전문기술직 (예: 교사, 학원강사, 간호사, 엔지니어, 연구원, 건축사, 기타 기술직 등)

④ 판매직 (예: 백화점 판매직원, 유통업체 판매원, 소규모 상점 점원 등)

⑤ 서비스직 (예: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종업원, 청소부, 경비원 등)

⑥ 전문직 (예: 언론인, 방송인, 의사 등)

18. 귀하는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 년

19. 귀하는 첫 자녀를 언제 출산하셨습니까? ☐☐☐☐ 년

20. 귀하는 마지막 자녀를 언제 출산하셨습니까? ☐☐☐☐ 년

21. 귀하는 결혼, 임신, 출산 이후에도 지금까지 중단 없이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 22번부터 26번까지)

② 아니오 (☞ 27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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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귀하의 현재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① 생산직 (예: 공장노동자, 생산감독, 단순노무자, 택시버스운전자 등)

② 사무직 (예: 과장 이하 사무직, 경리, 은행원, 일반공무원 등)

③ 반전문기술직 (예: 교사, 학원강사, 간호사, 엔지니어, 연구원, 건축사, 기타 기술직 등)

④ 판매직 (예: 백화점 판매직원, 유통업체 판매원, 소규모 상점 점원 등)

⑤ 서비스직 (예: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종업원, 청소부, 경비원 등)

⑥ 전문직 (예: 언론인, 방송인, 의사 등)

23. 귀하의 현재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고용주나 자영업자

② 정규직 노동자(☞ 23-1번으로)

③ 비정규직 노동자 (☞ 23-2번으로)

23-1. 귀하의 현재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풀타임 노동자 

② 파트타임 노동자

③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정규직과는 다

른 임금 및 승진 규칙을 적용받는 고용 형태)

23-2. 귀하의 현재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직접 고용 계약직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회사의 필요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② 파견직 (고용계약은 파견업체와 체결하고, 실제 일하는 곳은 다른 회사

인 경우,  사내하청 등)

③ 특수고용 (회사와 근로계약 대신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습지교사 등)

④ 재택근로 (자기 집이나 근처 이웃 집에 모여 작업을 하는 경우,  가내하청)

24.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는 언제 처음 입사하셨습니까? ☐☐☐☐ 년

25. 귀하는 학교 졸업 후 첫 직장에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6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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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첫 직장과 현재 직장 사이에 다니셨던 직장에 입사하신 연도와 직업을 기입해주십시

오.

입사연도

직업

(아래 직업 분류 중 하나 

선택)

두 번째 직장 ☐☐☐☐ 년

세 번째 직장 ☐☐☐☐ 년

네 번째 직장 ☐☐☐☐ 년

다섯 번째 직장 ☐☐☐☐ 년

여섯 번째 직장 ☐☐☐☐ 년

일곱 번째 직장 ☐☐☐☐ 년

여덟 번째 직장 ☐☐☐☐ 년

아홉 번째 직장 ☐☐☐☐ 년

<직업 분류>

① 생산직 (예: 공장노동자, 생산감독, 단순노무자, 택시버스운전자 등)

② 사무직 (예: 과장 이하 사무직, 경리, 은행원, 일반공무원 등)

③ 반전문기술직 (예: 교사, 학원강사, 간호사, 엔지니어, 연구원, 건축사, 기타 기술직 등)

④ 판매직 (예: 백화점 판매직원, 유통업체 판매원, 소규모 상점 점원 등)

⑤ 서비스직 (예: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종업원, 청소부, 경비원 등)

⑥ 전문직 (예: 언론인, 방송인, 의사 등)

<작성 예시>

입사연도
직업

(아래 직업 분류 중 하나 

선택)

두 번째 직장 1997 년 ②
세 번째 직장 2000 년 ②
네 번째 직장 2003 년 ①
다섯 번째 직장 ☐☐☐☐ 년

여섯 번째 직장 ☐☐☐☐ 년

일곱 번째 직장 ☐☐☐☐ 년

여덟 번째 직장 ☐☐☐☐ 년

아홉 번째 직장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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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결혼, 임신, 출산 등을 계기로 직장 생활을 중단하게 된 첫 시점은 언제입니까?

① 결혼 직전      ② 결혼 이후 첫 자녀 임신 이전     ③ 첫 자녀 임신 이후

④ 첫 자녀 출산 이후   ⑤ 둘째 자녀 임신 이후       ⑥ 둘째 자녀 출산 이후

⑦ 셋째 자녀 임신 이후  ⑧ 셋째 자녀 출산 이후

28. 첫 직장과 결혼, 임신, 출산 등을 계기로 직장 생활을 중단하기 직전까지 다니셨던 

직장에 입사하신 연도와 직업을 기입해주십시오.

입사연도
직업(아래 직업 분류 중 

하나 선택)

두 번째 ☐☐☐☐ 년

세 번째 ☐☐☐☐ 년

네 번째 ☐☐☐☐ 년

다섯 번째 ☐☐☐☐ 년

여섯 번째 ☐☐☐☐ 년

일곱 번째 ☐☐☐☐ 년

여덟 번째 ☐☐☐☐ 년

아홉 번째 ☐☐☐☐ 년

<직업 분류>

① 생산직 (예: 공장노동자, 생산감독, 단순노무자, 택시버스운전자 등)

② 사무직 (예: 과장 이하 사무관리직, 경리, 은행원, 일반공무원 등)

③ 반전문기술직 (예: 교사, 간호사, 엔지니어, 연구원, 건축사, 기타 기술직 등)

④ 판매직 (예: 백화점 판매직원, 유통업체 판매원, 소규모 상점 점원 등)

⑤ 서비스직 (예: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종업원, 청소부, 경비원 등)

⑥ 전문직 (예: 언론인, 방송인, 의사 등)

<작성 예시>

입사연도
직업(아래 직업 분류 중 

하나 선택)

두 번째 직장 1997 년 ②
세 번째 직장 2000 년 ②
네 번째 직장 2003 년 ①
다섯 번째 직장 ☐☐☐☐ 년

여섯 번째 직장 ☐☐☐☐ 년

일곱 번째 직장 ☐☐☐☐ 년

여덟 번째 직장 ☐☐☐☐ 년

아홉 번째 직장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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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귀하는 결혼, 임신, 출산 등을 계기로 소득 활동을 중단하신 이후,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30번부터 34번까지)

② 아니오 (☞ 35번으로)

30.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하게 된 연도, 종사하신 기간, 직업을 기입해주십시오.

시작 연도 종사 기간

직업

(아래 직업 분류 중 

하나 선택)

첫 번째 ☐☐☐☐ 년 ☐☐ 년 ☐☐ 개월

두 번째 ☐☐☐☐ 년 ☐☐ 년 ☐☐ 개월

세 번째 ☐☐☐☐ 년 ☐☐ 년 ☐☐ 개월

네 번째 ☐☐☐☐ 년 ☐☐ 년 ☐☐ 개월

다섯 번째 ☐☐☐☐ 년 ☐☐ 년 ☐☐ 개월

여섯 번째 ☐☐☐☐ 년 ☐☐ 년 ☐☐ 개월

일곱 번째 ☐☐☐☐ 년 ☐☐ 년 ☐☐ 개월

여덟 번째 ☐☐☐☐ 년 ☐☐ 년 ☐☐ 개월

<직업 분류>

① 생산직 (예: 공장노동자, 가내노동자 생산감독, 단순노무자, 택시버스운전자 등)

② 사무직 (예: 과장 이하 사무관리직, 경리, 은행원, 일반공무원 등)

③ 반전문기술직 (예: 교사, 학원강사, 간호사, 엔지니어, 연구원, 건축사, 기타 기술직 등)

④ 판매직 (예: 백화점 판매직원, 유통업체 판매원, 소규모 상점 점원 등)

⑤ 서비스직 (예: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종업원, 청소부, 경비원 등)

⑥ 전문직 (예: 언론인, 방송인, 의사 등)

<작성 예시>

시작 연도 종사 기간

직업

(아래 직업 분류 중 

하나 선택)

첫 번째 2003 년            6 개월 ①
두 번째 2003 년      1 년  5 개월 ⑤
세 번째 2005 년            3 개월 ①
네 번째 2008 년            8 개월 ①
다섯 번째 ☐☐☐☐ 년 ☐☐ 년 ☐☐ 개월

여섯 번째 ☐☐☐☐ 년 ☐☐ 년 ☐☐ 개월

일곱 번째 ☐☐☐☐ 년 ☐☐ 년 ☐☐ 개월

여덟 번째 ☐☐☐☐ 년 ☐☐ 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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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결혼, 임신, 출산을 계기로 중단했던 소득 활동을 다시 시작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

엇입니까?

①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가계소득을 좀 더 높여

볼 생각으로 (☞ 31-1번으로)

② 내가 가진 지식, 기술, 경력 등을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31-1번으로)

③ 가계지출이 증가해서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했기 때문에(☞ 31-2번으로)

31-1. 소득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가계소득이 생겼을 때, 다음 중 예전과 비교

해서 가장 지출이 증가했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① 자녀 교육

② 주택마련자금 혹은 전세자금

③ 노후 대비

④ 사업자금

31-2.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남편의 월급이 늘어나는 가계지출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② 주택구입비나 전세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③ 자녀의 교육비 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④ 부모나 친척을 경제적으로 보조해야 하기 때문에

32. 지금 현재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① 예 (☞ 33번으로)

② 아니오 (☞ 36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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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귀하의 현재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고용주나 자영업자

② 정규직 노동자(☞ 33-1번으로)

③ 비정규직 노동자 (☞ 33-2번으로)

33-1. 귀하의 현재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풀타임 노동자 

② 파트타임 노동자

③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정규직과는 다

른 임금 및 승진 규칙을 적용받는 고용 형태)

33-2. 귀하의 현재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직접고용 계약직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회사의 필요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② 파견직 (고용계약은 파견업체와 체결하고, 실제 일하는 곳은 다른 회사

인 경우,  사내하청 등)

③ 특수고용 (회사와 근로계약 대신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습지

교사 등)

④ 재택근로 (자기 집이나 근처 이웃 집에 모여 작업을 하는 경우,  가

내하청)

34. 귀하는 언젠가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예 (☞ 35번으로)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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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하시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가계소득을 좀 더 높이고 싶

어서(☞ 35-1번으로)

② 내가 가진 지식, 기술, 경력 등을 활용하고 싶기 때문에(☞ 35-1번으로)

③ 가계지출이 증가해서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 35-2번으로)

35-1. 소득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가계소득이 생길 경우, 다음 중 가장 지출을 

증가시키고 싶은 항목은 무엇입니까?

① 자녀 교육

② 주택마련자금 혹은 전세자금

③ 노후 대비

④ 사업자금

35-2.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남편의 월급이 늘어나는 가계지출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② 주택구입비나 전세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③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크기 때문에

④ 부모나 친척을 경제적으로 보조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은 가계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36. 귀댁의 현재 가족의 총소득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 월 평균 ________만원 = 남편 소득 ________만원 + 아내 소득 ________만원 
                        + 기타 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________만원

37. 귀댁의 현재 저축액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 월 평균 ________만원

38. 귀하의 자녀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  ________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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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귀하는 부모님(남편 부모님, 아내 부모님 포함)과 함께 거주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0. 주거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自家)   ② 전세   ③ 월세 

41.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빌라 포함)  ④ 다세대주택 

⑤ 비주거용 건물 내의 주택 ⑥ 오피스텔 ⑦ 상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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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Class Households and Local Labor Markets: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he Flexibilization of Women’s Labor in Masan and Cha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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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blue-collar workers were an indisputable driving force that supported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 They played also a leading role in democratic labor 

unionism until 1980s. However, the size of female blue-collar workers has 

dramatically decreased, since 1986, when the corporate restructuring began in 

earnest, particularly in women-dominated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Great 

Workers Struggle” of 1987 served as a critical momentum that the leadership of 

labor movements was taken over from female workers to male counterparts. 

Previous studies have attributed the marginalization of female blue-collar workers 

to two factors in general: labor flexibility accelerated by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he evolution of male-centered labor movements. However, they failed to 

explain why the gender-biased strategies of both capital and labor unions did not 

led to serious industrial protests from female worker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of existing studies,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answer following questions. How 

did the corporate restructuring result in the marginalization of female blue-collar 

workers in the Masan Free Export Zone (MAFEZ)? What are the conditions of 

reproduction of labor forces, which sustained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from 

female-centered light industry to male-centered, in the specific local contexts of 

Masan and Changwon?



- 213 -

The corporate restructuring in the MAFEZ started from 1987, when it became 

more and more difficult to use the strategy of cost reduction based on unmarried 

female workers’ low pay and long working hours.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labor process centering on the automation, the number of unmarried women 

workers drastically plummeted. Corporations substituted them with  a large number 

of married women, who were insecure workers, for the purpose of maximizing 

labor flexibility via the increased use of irregular workforce and outsourcing. What 

is interesting is that this restructuring strategy was possible thanks to the 

cooperation from male-centered labor unions. In other words, even though most 

employers in the region continued corporate restructuring, they were able to evade 

industrial conflicts with male-centered labor unions by using flexible labor force of 

married women workers.

The use of married women as flexible labor force was possible due to gender 

relations at household level, in which husbands always earned more than wives. 

While the corporate restructuring was focused on women-dominated manufacturing 

industries, working conditions in male-dominated heavy industries were even 

improved. In the local labor markets, the gender pay gap became wider and the 

lack of decent jobs for women persisted. This gender disparity in job market not 

only intensified the men’s role as household breadwinners, but also pressured 

young women to marry. However, wives’ incentives to work did not disappear, 

although their husbands’ wage level sharply increased. It was because the 

importance of consumption for managing household was growing more than ever, 

and more cash income was needed for supporting old parents and raising children. 

On the basis of the interrelations between local labor markets and household 

economy,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in most working-class households takes the 

shape of the “1.5 earner model”. In this model, a husband plays a role as a main 

breadwinner, while a wife takes the responsibility for reproductive work as well as 

wage work to supplement her husband’s income. In such a household model, 

women’s wage work holds a special meaning that is different from men’s: 

mothering for school-aged children. This interpretation of women’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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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ed to avoiding potential conflicts with dominant masculinity. It also acts 

as moral justification for the existing gender relations in household. After all, the 

working-class household,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and their “stable” life in 

households, ironically provides social foundations for rendering them flexible 

workforce. 

Gender relations in the working-class household also made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based on gender discriminations possible. “The Great Workers Struggle of 

1987” acted as a catalyst for forming labor solidarity across local communities. 

Since early 1990s, however, that solidarity started to be narrower, finally confined 

with individual corporations. Not long after that the union movements in the 

MAFEZ were totally incapacitated, many female labor activists were excluded from 

labor movements, and women workers dropped out of trade unions. Consequently, 

labor unionism has become the exclusive property of male workers. As 

male-oriented labor unionism was combined with the institutions of internal labor 

markets, men’s working condition has been sharply improved. By contrast, women 

workers remained at the position of cheap and flexible workforce.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stemming from women’s low status in the local 

labor market and gender discrimination at workplace was lessened by the vision of 

working life for motherhood and companionship. The “maternal” prospect of 

working life well functioned as the social base on which the reality of women’s 

precarious employment was transformed into “acceptable” one. At the same time, 

due to the companionship model of household, female workers tended to conceive 

their inferior status with privileged male coworkers in workplace as “cooperatvie” 

parental roles. In this way, the reality of gender inequality at workplace was 

transformed into acceptable working experiences owing to gender relations in 

household. In conclusion, the complex interconnection of the specific conditions of 

local labor markets and the gender relations in household contributed to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as well as the continued status of married women 

workers as flexible workforce in Masan and Cha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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