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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家事使用人은 일제 식민지기에 새로운 임금 노동의 하나로 등장하여

비농업 직업 중 월등한 입지를 점하고 있었으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근

대적 노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

문은 일제시기에 가사사용인이 등장하는 과정 및 그들의 존재양상을 밝

히고, 기존 통념에 反하여 가사사용인을 통해 초기 근대화 과정의 여성

노동을 살펴봄으로써 그 성격을 새롭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래 전통사회의 노비에게 사역되었던 가사 노동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차츰 고용-피고용의 계약 관계에 따른 것으로 전환되어 갔다. 행랑

살이가 성행했던 1910~1920년대에는 행랑살이 식구들이 주인집 가사일

을 도맡아 하기도 했으나, 주택난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가사 노동에 남

성의 기여가 줄어들면서 행랑살이를 내보내는 대신 약간의 급료를 제공

하고 여자 홀몸의 가사사용인을 들이는 경향이 생겨났다. 곧 이 행랑살

이와 여자 홀몸으로 주인집에 들어와 일을 해주는 ‘어멈’, ‘안잠자기’등이

한국형 가사사용인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한편, 조선 在住 일본인들의 경

우 식민지기 초반에는 남성이 單身으로 건너오는 경우가 많아 일본인 現

地妻가 성행하였고, 주로 일본인 하녀들을 고용하였다. 따라서 가사사용

인이라는 직업군이 처음 형성되는 과정은 조선인 가정과 일본인 가정의

경우가 달랐으며, 단순히 일본인들의 하녀 고용 관행이 이식된 것이 아

니라 별도로 한국사회에서의 맥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 후반부터는 가사사용인이 인사상담소 및 직업소개소의 직업

소개 성적에서 과반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각 언론들이 연일 이

러한 현상을 보도할 정도로 고용 시장에서 두드러진 직업이 되었다. 이

때에 이르러 가사사용인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요의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정착을 꾀하는 일본인 가정의 이

주가 늘어난 것이, 공급의 측면에서는 농가 경제의 몰락이 심각해지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방출된 인구가 늘어난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그런데 이 직업은 일정한 수준의 급료가 보장이 되지 않고, 그 계약이

나 업무가 표준화되지 않으며, 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신분 차별적

대우에 직면하는 등 ‘근대적 고용관계’라고 부르기 힘든 점이 많았다. 그

리고 고용주와 가사사용인 간에 남아있던 신분적 차별 관계는 일본인 가

정에서 민족적 멸시와 차별로 쉽게 치환이 되었다. 그럼에도 가사사용인

들은 조선인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급료를 많이 준다는 점 때문에 대개

일본인 가정에서 일하기를 원했다. 당시 농촌을 떠난 조선 여성들이 자

신의 생계나 가족 경제의 재생산을 위해 택할 수 있는 길은 가사사용인

이나 비공식적인 취업 형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일제시기 내내 여

성 공장 노동자의 수는 가사사용인의 수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전시의 총동원 체제는 가사사용인을 둘러싼 상황을 반전시켰다. 그 이

전까지 당국은 조선노동자의 일본 도항을 막고, 북부 공업 지대에 남부

의 유휴노동력을 이동시키는 등 남성노동력을 중심으로 노동력 수급에

관여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건립한 직업소개소에서 가사사용인의

고용이 활성화된 것은 의도치 않은 결과였다. 그러나 중일전쟁이 발발하

고 본격적인 전시체제기에 돌입하면서 가사사용인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태도는 일변하였다. 1940년에 16만을 넘어설 정도로 비대해진 가사사용

인의 규모는 당국에 문제시 되었고, 가사사용인들의 고용은 각종 식모

폐지 담론들과 고용을 방해하는 정책들로 인해 공식적인 영역에서는 최

대한 억제되었다. 그런 한편으로 가사사용인들의 노동력을 공적인 장으

로 끌어내고자 하였는데 여성노동력을 남성노동력에 대한 대체 노동력이

자 안전판으로 파악하여 새삼 그 활용에 주목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식민지 조선에서 등장한 “여성노동력의 공적 활용”이란 전시하의 강제적

인 노동력 동원에 다름 아니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한국사에서 가사서비스노동자가 등장하는 과정을

밝힐 수 있었다. 가사사용인은 동거노비제와 행랑살이를 거쳐, 일정한 도

시화와 자본주의화의 영향을 받아 근대에 새롭게 등장한 직업이었던 것

이다. 그리고 식민지의 민족 모순을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가사사용인을 둘러싼 조건은 당시 여성 노동력의 수급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준다. 당시는 ‘공적 영역’에서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거

의 없었고, 여성들은 근대적인 합리화가 더딘 영역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사적 공간’ 안에서 수행되며, 전근대적인 요소가 잔존했던 가사

사용인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여성 취업 노동이었던 것이야말로 이를 드

러내는 것이었다. 일제하에서 여성노동력을 ‘공적 영역’으로 흡수하려는

정책적 시도는 전시체제기에나 나올 수 있었으나 그마저도 남성 노동력

의 대체물로서 주목을 받은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주요어 : 家事使用人, 食母, 어멈, 행랑살이, 가사서비스노동, 여성노동

학 번 : 2010 – 2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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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930년의 ‘國勢調査’ 당시 京城府에서 가장 많은 단일직업은 공무원도

상인도 아닌, 바로 ‘家事使用人’이었다. 집계된 가사사용인의 수는 12,307

명이었는데, 이는 경성의 전체 有業者 수 136,728명의 9%를 차지하는 것

이었다.1) 그리고 이들의 대다수는 고용주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가사일을 해주던 ‘食母’들이었다. 식모는 해방 이후 남한의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더욱 만연하였기 때문에, 대체로 식모라 하면 1950-60년대에

농촌에서 상경한 어린 소녀들을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식모

일이 거주 형태, 혹은 직업으로서 출현하게 된 것은 일제하 식민지기였

던 것이다.

사실 가사일을 대신해주는 여성의 존재는 긴 연원을 가진 일상적인 것

이었다. 조선인들은 일찍부터 어멈, 드난살이, 안잠자(재)기, 針母, 식모

등의 호칭으로 이들을 불렀고, 일본인 가정에서 가사일을 해주는 조선인

여성을 일컬을 때에는 ‘オモニ(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동시에 조선총독부의 國勢調査에서는 ‘家事使用人’으로, 직업소개소

에서는 ‘戶內使用人’으로, 《朝鮮總督府統計年報》의 賃銀조사에서는 ‘下

女’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여러 호칭들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이들

의 존재는 공적이거나 사적인 차원의 다양한 측면에서 포착될 수 있었

다. 그러나 그동안의 근대사 연구들에서는 이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

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가사서비스노동이라는 것이 근대적 노동의 범주

에 꼭 부합하지는 않는 여성 노동의 특수한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근대로의 이행은 자본주의의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재편을 빼

1) 전국적으로는 유업자 수 9,765,514명에 대해 약 1.24%인 120,877명이 가사사용인이었

으므로 이에 비해 경성의 가사사용인 인구는 유달리 높았음을 알 수 있다. 朝鮮總督

府, 1932 《(昭和五年)朝鮮國勢調査報告》 道編 제 1권 경기도, 全鮮編 제 2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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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으며, 이러한 흐름의 뚜렷한 표징이 되어주는 것

이 근대적 노동자들의 출현이다. 따라서 이들이 수행한 노동의 성격의

어떠했고 위상이 어떠했느냐에 기반하여 근대 이행기의 자본주의화의 진

전, 곧 근대화의 진전 단계를 논하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 또한 노동운동

은 제국주의와 자본의 압제에 대항하는 변혁운동인 동시에 민족운동 차

원에서 큰 지분을 점하고 있기도 하였으므로 운동사의 맥락에서 중요하

게 다루어졌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본격적인 노동사 연구들이 쏟아

졌다. 여성 노동의 경우는 다소 늦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이

르는 시기에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2)

그런데 이 연구들에서는 공장 노동 내지 광산 노동을 근대적 노동의

출현으로 보는 일반적인 인식을 답습하여 여성 노동에 대해서도 여성 공

장 노동자들, 즉 ‘여공’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

구 경향은 당시 여성 노동의 많은 부분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았다. 역사

2) 여성 노동에 대한 연구들로는 1970년대에 이효재의 선구적인 연구가 있었으나 그 뒤

10년간의 공백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연구 성과가 없다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걸쳐 본격적인 연구들이 나왔다. 이 같은 성과들을 반영하여 한국여성연구회(1992)는

개괄적인 통사로서의 여성사를 다루면서, 일반 기층 여성의 일상적 삶이나 경험의 영

역을 포괄하기 위한 취지에서 여성노동운동을 여성운동의 중심에 놓고 많은 지면을

여성노동자들에 할애하였다.

정충량 ․ 이효재, 1973 〈일제하 여성근로자 취업실태와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

《논총》22,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이효재, 1977 〈일제하의 한국여성노동문제〉《한

국근대사론》Ⅲ, 지식산업사; 박정의, 1983 〈일본식민지시대의 재일한국인 여공-방

적․ 제사여공〉《논문집》17, 원광대; 김경일, 1987 〈일제하 고무노동자의 상태와

운동〉한국사회사연구회,《일제하의 사회운동》; 안연선, 1988 〈한국 식민지 자본주

의화 과정에서 여성노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 1930년대 방직공업을 중심으로〉, 이

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진성, 1988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의 여성노

동의 변모〉《한국여성학》4, 한국여성학회; 서형실, 1990 〈식민지시대 여성노동운동

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이정옥, 1990 〈일제하 공업노동

에서의 민족과 성〉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강이수, 1991 〈1930년대 면방대기업 여성

노동자의 상태에 관한 연구-노동과정과 노동통제를 중심으로〉이화여대 박사학위논

문;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편, 1992 《한국여성사-근대편》, 풀빛; 조형․강이수,

1995 〈일제하 공업노동과 성별분업의 역사적 형성〉《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8-여

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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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여성의 노동은 남성의 노동과 같지 않았다. 여성들은 그들 각 각

의 생애주기와 가족경제 전략에 따라 생산 활동과 재생산 활동을 반복하

며 일을 해왔다.3) 가령 어릴 때부터 농가에서 농업 노동을 거들다가 도

시로 나와 공장 노동자나 가사사용인으로 일하고 다시 결혼 후 가사일과

함께 가정 내에서 가내 공업을 하거나 행상으로 나서는 여성들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 간의 연구가 집중된, 일터와 가정이

엄격히 분리되는 공장 노동은 도리어 이들 여성의 노동 경험 중 극히 일

부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경직된 근대적 노동의 틀만으로 역사상을 온전히 그려낼 수 있

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기존 연구들이 여성노동의 특수

성을 구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를 상당부분 간과함으로써, 노

동을 통해 식민지기 조선의 경제발전단계나 사회상을 그리는 데 있어 혼

란과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이는 종종 연구자들 간의 논쟁을 불러오기도

하였다.4) 여성이 사적 영역에서 또 다른 여성의 가사업무를 보조하는 가

사서비스노동이야말로 이러한 맹점 때문에 가장 소외된 영역이었고, 이

들의 삶의 조건을 규명하는 것은 기존 연구사에서 공백이었던 부분을 채

3) 미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저작이 1978년에 출판되어 여성 노

동사 연구의 고전으로 자리잡았다. Louis A. Tilly ․ Joan W. Scott, 1987(구판

1978) 《Women, Work and Family》 Routledge. (김영․ 박기남․ 장경선 옮김,

2008 《여성 노동 가족》, 후마니타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근대 한국 여성

의 노동사에 적용하고자 한 연구로 Janice C. H. Kim의 저서가 있으나 이 책 또한

공장 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Janice C. H. Kim, 2009 《To Live to Work :

Factory Women in Colonial Korea, 1910-1945》, Stanford University press.

4) 최근 1930년대 통계에서의 여성 유업자수 감소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여성 유업율 감소가 유업의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인지 ‘고용없는 성장’을

반영한 것인지가 논쟁의 핵심이었다. 김낙년, 2010〈식민지기 조선의 유업자: 호구조

사와 국세조사 〉《경제사학》48 ; 선재원, 2010〈식민지 공업화와 유업률 감소-1930

ㆍ1940년 국세조사의 검증과 해방 후와의 비교-〉《경제사학》49 ; 김낙년, 2011

〈<논평> 식민지기의 유업자 통계 : ‘고용없는 성장’인가?〉《경제사학》50.

또한, 일제 말기 숙련 노동자의 성장에 대한 반론으로 “여성노동력 및 미성년 노동력

동원이 강화되어, 노동자 내부의 차이를 증폭시켜 노동자 계급 형성에 장애가 되었

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가 있다. 곽건홍, 1996 〈1931~1945 공장 유년 노동자의

형성과 성격〉《역사와 현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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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넣는 일이 될 것이다.5)

물론 가사사용인이 양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였던 점 때문에 가사

사용인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더라도 당시 여성 직업의 하나로

언급하는 연구들은 종종 있어왔다.6) 이중 정진성의 연구와 전우용, 윤지

현의 연구가 가사사용인을 단일 직업으로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

으며, 정진성이 당시 여성 노동을 둘러싼 구조적인 변화의 과정을 식민

지 자본주의화로 개념화하며 그 안에 가사사용인을 위치시키고 있다면,

전우용은 행랑살이와의 연관성을 통해 변화상을 짚어내고자 함으로써 종

적인 맥락을 밝히는 데 시사점을 주었다. 그리고 윤지현의 논문은 가사

사용인의 당시 노동 조건들을 상세하게 살피고 있으나 그 내용을 주로

동아일보의 기사에 의존하여 그 일단만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 그러나

여성의 직업을 다룬 연구들에 있어서도 가사사용인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일찍이 여성의 직업과 관련된 관심은 새롭게 근대적 제도교

육의 수혜를 입은 ‘신여성’들의 직업에 쏟아졌으며, 신여성이 새로운 인

식, 담론, 소비 주체로 크게 부각된 1990년대 후반 이후로는 더욱 이들에

대해 연구가 집중되었다.7) 곧, 가사사용인들은 앞서 언급된 여공들이나

5) 노동 공간의 분리와 특화는 20세기 노동영역에서 일어난 근대적 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으며,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었다. 노동이 집단적 규범이 지배하는 공적

공간으로 옮겨가기 이전의 시기에 노동은 自家노동이 아니면 他家노동이었으며, 어느

쪽이든 사적 공간 안에서 인격적 차원의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졌다. (필립아리에스․

조르주 뒤비, 《사생활의 역사》 5, 45쪽-85쪽 참조) 따라서 하인들의 노동은 근대적

노동 공간의 분리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형태를 보여줌과 함께, 그러한 노동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여성 노동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6) 鄭鎭星, 1988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의 여성노동의 변모〉, 《한국여성학》 제

4집 ; 김경일, 2002 〈일제하 여성의 일과 직업〉 《사회와 역사》 61 ; 강이수, 2004,

〈근대 여성의 일과 직업관-일제하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 ; 전

우용, 2007 〈일제하 경성 주민의 직업세계 (1910~1930)〉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Ⅲ》, 서울대학교출판부; 윤지현, 〈1920~30년대 서비스직 여성의 노동실태와 사회적

위상〉 《여성과 역사》 10 등

7)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직 여성이나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의 진전을 보여주는 서

비스직 여성들이 그 수가 극히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박

용옥, 1999 〈한말여성운동의 특성과 여성의 사회진출〉 《國史館論叢》 제83집 ; 이

배용, 1999 〈일제하 여성의 전문직 진출과 사회적 지위〉 《國史館論叢》 제83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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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여성들만큼의 근대성을 담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여겨져 경시되었던 것

이다.

그러나 사실 가사서비스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의 차이는 그 사회

의 산업 기반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가령 서구의 산업 국가

초기 역사에서도 가사서비스노동자는 한 때 전체 여성노동자의 4분의 1

에 이를 정도로 여성에게 가장 커다란 단일 직종이었으며, 일본의 산업

화 과정에서도 가내 하녀가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농업에서

여성 고용 기회가 감소했지만 제조업이 잠재적 여성 노동자를 모두 흡수

하지 못했기에 생겨나는 현상이었다.8)

그러한 면에서 최근 가사서비스 노동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면서 여성

노동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공장노동자만을 전제했던 것을 비판하는 몇

몇 연구들이 나온 것에 주목할 만하다.9) 이중 김원과 김정화의 연구는

1960년대를 주 대상으로 하여 해방 이후의 산업화 과정에서 ‘식모’의 역

할을 재조명하였고, 강이수의 연구는 가사서비스 노동의 역사적 맥락을

분석한다는 취지하에 근현대의 사회적 변화에 수반되는 가사서비스 노동

의 변화를 서술하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역사적 맥락을 강조했다는

의의를 가지는 강이수의 연구 역시 시기적으로 해방 이후에 중점을 두

어, 식민지기를 가사서비스 노동의 前史로서만 다룸으로써 그 내용이 간

략한 데 그치고 있다. 곧, 이들 연구는 식민지기의 가사서비스노동에 대

해 면밀히 구명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온전히 다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사사용인이라는 직종이 처음 출현했을 뿐 아니라

8) Louis A. Tilly ․ Joan W. Scott, 앞의 책 ; 강이수, 2009〈가사 서비스 노동의 변화

의 맥락과 실태〉 《사회와역사》 82 참조.

9) 김정화, 2002 〈1960년대 여성노동 - 식모와 버스안내양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1, 2.; 김원, 2004 〈근대화시기 주변부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 - ‘식모’(食母)를 중심

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3집 1호, ; 강이수, 2009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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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확산되기도 했던 일제 식민지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사사용인의 등

장과 수급구조, 존재 양태를 시간의 추이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장에서는 ‘가사사용인’이라는 직종이 일제하 조선 사회에서 출현

하게 된 맥락을 살펴보고, 2장에서는 가사사용인의 고용이 두드러지는

1920년대 후반 이후를 대상으로 그 수급 구조와 양적 규모 및 실제 삶의

양상들을 분석해본다. 그리고 끝으로 3장에서는 전시체제기를 맞이하여

여성노동력 동원이 모색되면서 가사사용인들이 처하게 된 상황이 무엇이

었는지를 알아본다.

이를 통해 첫째로는 한국사의 맥락에서 가사서비스노동자가 등장하는

과정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고, 둘째로는 당시 고용시장 안에서의 가사

사용인의 위치를 통해 이 시기의 여성노동력 수급 구조의 특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시기 피지배 기층민들의 삶의 양태

및 그 안에 내포된 민족 모순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인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가사사용인들의 경우, 가

장 사회적 자원이 빈곤한 계층이었으므로 그 실태를 파악할 자료가 한정

적이다. 우선 그들은 대개 문맹이었으므로 글을 남기지 못했고10), 동일

직종의 조직을 만들지도 못했으며 체제를 위협할 만한 존재도 아니었기

에 당국의 감시망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런 한계

위에서 우선 정기간행물인 신문 및 잡지 기사를 통해 당대의 생활을 엿

볼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수집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통계자료들 중 직업조사가 이루어진 1930년과 1940년의《朝鮮國勢

調査報告》, 매년 각 행정 보고들을 수합한 《朝鮮總督府統計年報》를

10) 간혹 잡지에 수기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 필자는 드물게 교육을 받은 여성

으로, 고학을 하다가 생활난을 견디지 못하고 식모 일을 하게 된 경우이다. 때문에 글

에서도 원래 자신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자의식이 강하게 드러나 이른바

전형적인 식모의 말이라고는 볼 수 없을 듯하다(鞠O任, 〈젊은 안잠자기 手記〉 《별

건곤》 제25호 193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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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이용하였으며, 《朝鮮總督府調査月報》는 직업소개소의 소개 사업

과 직업소개성적을 정리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그리고 그 밖에 당시에

쓰여진 개인 저작물 등에서도 자료를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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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일제 초기 ‘家事使用人’의 출현  

 1. 가정의 ‘各立’과 행랑살이의 쇠퇴

일제시기에 ‘가사사용인’이라는 직업군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주인집에 거주하며 가사일과 허드렛일을 도맡아했던 奴

婢 및 下人들의 노동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사실상 조선시

대 노비들이 수행한 가내 노동은 뒤시기에 출현한 가사사용인의 일과 직

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가사 노동은 家內使喚奴婢들에게 사역되었다. 노비

들은 10살 남짓의 어린 나이 때부터 주인의 곁에서 심부름을 하고 시중

을 들었던 것이 기록으로 확인되며, 주인의 아이를 乳養하는 乳母도 대

개 노비 신분이었다. 특히 이 시대 가사노동 중 핵심적인 것은 밥을 짓

는 일을 비롯한 부엌일과 곡식을 찧는 일, 물을 긷는 일, 그리고 땔감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물 긷고 절구질하는 일(井臼)’과 ‘물을 긷고

땔감을 마련하는 일(負薪汲水)’이 곧 노비가 하는 가사 노동의 대명사처

럼 쓰여, 사역할 노비가 없어진 몰락 양반은 무엇보다 “薪水의 마련이

걱정”이었다. 이 중 땔감을 마련하는 일은 남성인 奴子의 몫이었고 물긷

기와 절구질, 부엌일은 여성인 婢子의 몫이었다. 물론 그 밖에도 사역할

곳이 있으면 어디든 노비의 노동력이 투입되어, 婢子의 경우 바느질, 빨

래, 방청소 등의 일에, 奴子의 경우 뜰 청소 및 울타리와 변소를 짓거나

修繕하는 일에, 혹은 擔夫나 葬事때의 役夫가 필요할 때 등에 투입되었

다고 한다.11)

11) 지승종, 1993〈朝鮮前期 奴婢身分에 관한 社會史的 硏究 : 私奴婢를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25쪽-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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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대적인 신분 관계를 통해 강제되었던 가사노동의 사역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용-피고용의 계약관계에 따른 것으로 전환되어 갔다. 변

화는 지속되는 누대의 관습과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동 사이에서 서서히

진행되었고, 그 양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바로 수도인 서울이었다.

이미 개항 이후의 시점에서 서울의 양반가에는 본래의 노비보다도 경

제적 궁핍에 처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권세가에 投託했던 고용 하인

층이 더 많았다. 소규모 장사를 하다가 생계유지가 어려워져 하인이 되

는 경우도 있었고 지방에서 상경하여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양반가에

편입되는 경우도 많았다. 私家에 종속된 하인들의 양적 규모는 하급 군

인 및 관청의 최말단에서 각종 잡역과 심부름에 종사하던 下隸와 더불어

당시 서울 임노동자층의 주류를 이루었을 정도였다.12) 그런 한편으로 노

비였던 이들이 법적인 신분제가 완전히 철폐된 갑오개혁 이후에도 주인

집에 머물러 있는 현상도 함께 나타났다. 본래 세력가가 集居하고 있었

던 서울은 조선시대에도 奴婢. 婢夫 등 하인이 많이 살았는데, 일제 강점

초기까지 舊관료, 양반가에서는 집안에 下人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으

며 상류층 부녀들은 下人 없이 스스로 장을 보는 일도 꺼렸다고 한다.13)

일제의 강제병합 직후,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每日申報에

는 종종 私家에서 노비를 해방해주는 사례가 귀감으로 실렸다. 이 기사

들에서는 주인 측에서 노비 문서를 소각하며 “現今시대가 他日과 特異하

니 人에게 依賴하여 생활하던 思想은 除祛”해야 한다고 說諭하였다거나,

“合倂한 동시에 조선 상하 인심이 非常變化하여 양반 원로 등도 玆에 家

政을 整理코자 하여 宏壯한 저택은 무용이라 하여 협소 가옥으로 이주하

12) 강만길 외, 2004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한국노동운동사》1, 지식마당. 109쪽-115

쪽.

13) 전우용, 2007 〈일제하 경성 주민의 직업세계 (1910~1930)〉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Ⅲ》, 서울대학교출판부. 138쪽-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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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 多하고 雇人도 多數히 出送하고 종래 풍습으로 寄食하는 자를 總

히 拒絶하여 舊態를 일신케”하였다고 하여, 병합 이후의 사회 변화를 강

조하고 있다.14)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을 귀감으로 들었다는 것부터가 역

설적으로 전시대의 신분제가 사회 관습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사들에서는 ‘타인에게 의뢰하는’ 풍습 및 ‘웅

장한 저택의 정리’를 들고 있으므로, 이 문제가 단순히 노비를 내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류층 가정에서 먼 친척이나 식객을 부양하

여 오던 재래의 관습 및 전통적인 가옥 구조와도 연동이 되어 변화가 쉽

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거 양식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기존에 있

던 노비를 내보낸다 하더라도 다시 다른 하인이나 주인집 일을 해주고

생계를 기탁하는 이들을 집안에 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이처럼 전통 사회의 해체와 지속이 중첩되는 속에서 ‘행랑살이’라는 주

거 형태가 등장하였고 1910년대-1920년대에 크게 확산되었다. 몰락한 도

시민이나 지방상경민들이었던 행랑살이 식구들은 옛 노비들이 살던 행랑

채에 거주하며 주거지를 확보하는 대가로 주인집의 일을 무보수로, 혹은

약간의 급료나 음식 등을 제공받고 해주었다. 곧 조선시대 同居奴婢制度

의 유습이 이 시기에 이르러서 구직난과 주택난이 초래한 도시하층민 생

활의 한 형태가 되었던 것이다.15) 이에 따라 노비에게 사역되었던 가사

노동은 행랑살이에 전가되었다. 이 때 ‘행랑아범’보다는 ‘행랑어멈’이 기

존에 주로 婢子 몫이었던 가사노동을 대신 수행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전통적으로 여자가 담당하였던 물을 긷는 일의 경우 19세

기~20세기 초 무렵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 물장수가 생겨나면서 남자가

담당하는 일이 되어, 행랑아범이 있으면 행랑아범이 물을 길어 오는 편

14) 《매일신보》 1910. 09. 02. 「잡보 : 奴婢文券 燒燼」 ; 同, 1910. 09. 21. 「잡보: 兩

班의 家政 정리」

15) 孫禎睦, 1996 《日帝强占期 都市社會相 硏究》, 一志社, 248쪽-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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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고 한다.16)

서울의 행랑살이가 힘겨웠음은 1920년대의 신문지면 곳곳에서 나타나

지만,17) 농촌 경제의 피폐로 인해 상경하는 지방민들이 줄지 않았으므로

행랑살이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 성행의 정도는 당

시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1922년《開闢》21호에 실린

鮮于全의 논설에서는 京城府 내의 조선인 인구 189,394명 중에서 행랑살

이 인구만 약 4~5만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이들이 하층민들의 대다수를

점하여 ‘행랑계급’이라는 한 계급을 이루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18) 그리

고 같은 호에서 朴達成은 京城府民은 대개 奴僕生活者이며 행랑살이를

하기 때문에 독립 생활자가 적으니 文明國人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탄하

고 있다.19)

행랑살이가 관습의 지속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존속하는 만큼, 행랑을

폐지하자는 논의도 각기 입장과 논점을 달리하며 줄곧 이어졌다. 즉 행

랑살이는 구태의연한 舊習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조선총독부 당

국과 조선지식인들은 문명화론에 입각하여 이것을 개량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행랑폐지론은 1910년대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식민지 재

편 과정에서의 통제와 단속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1918년 2월 초에

16) 김성희, 2002 《한국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 활동의 역사》 학지사. 169쪽-170쪽 ;

《동아일보》 1928. 03. 02. 「돈ㅅ벌이하는 女子職業探訪記 (1) 女性의 裏面과 表面

- 삼천세계에 몸부칠곳업는 안잠자기와 행랑어멈(上)」

17) 《동아일보》 1924. 08. 07. 「애매히루명쓰고 자살미수한 여자」 ; 同 1925. 12. 29.

「아들죽고안해일코 悲觀하다 自殺」 ; 同 1926. 10. 03. 「賣春안한다고 아희를 때리

여」 등

18) 鮮于全, <朝鮮人 生活 問題의 硏究 (其二)> 《개벽》 제21호 1922. 03. 01. 이 기사

에서 그는 경성의 주택용 가옥 중 行廊 (건물) 부속 가옥이 약 7할이며, 그 중 약 9할

에 行廊 혹은 廳廊살이 가족이 입주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약 4~5만이라는 계산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약 7할’이며 ‘약 9할’이라는 추정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 정밀한 수치라고는 볼 수 없다.

19) 朴達成, <京城兄弟에게 嘆願합니다!!, -大京城을 建設키 爲하야-> 《개벽》 제21호.

192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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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는 행랑 폐지에 관한 연재기사를 실으면서, 폐지해야하는 이유

로 ① 경제적이지 못하고, ② 부랑자를 양산하는 온상이 되고 있으며, ③

문전을 추하게 하여 체면을 상한다는 세 가지를 들었다.20) 이 중 부랑자

를 양산한다는 이유에 특히 체제 안정을 바라는 당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무렵 서울에서는 조선을 식민지로 재편하고 대내

외에 ‘문명화’의 성과를 선전하고자 하는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정책 기

조와 맞물려21) 대대적인 ‘부랑자 取締’가 행해지고 있었다.22) 그런데 이

때 연일 보도되고 있는 부랑자 단속 기사들과 함께 행랑을 무뢰잡배들의

소굴이자 노름의 온상으로 보는 기사들이 신문지면에 나타나고 있다.23)

곧, 조선총독부 당국에 있어 “생계 부양의 依賴”는 “浮浪”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 “행랑이 부랑자를 양산해낸다”는 비난 속에는 역으로 행랑살이

하는 이들을 부랑자, 혹은 예비부랑자로 보고 단속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각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이후 실업률이 심각한

20) 《매일신보》 1918. 02. 03. 「生活難과 行廊: 불가불 개량할 행랑의 제도」; 同,

1918. 02. 05. 「體面을 傷하는 行廊- 행랑은 문전을 추하게 한다」 ; 同, 1918. 02.

07. 「改良하기 難事가 아니라, 세 가지만 실행하면 되겠다」

21) 일제의 식민통치기 중 1910년대는 식민지로의 재편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군사

적 고려에 의한 제반 시설들과 식민지의 경제적 예속을 위한 제도들이 빠르게 준비된

시기였다. 또한 이 조처들이 겉으로는 근대화의 양상을 띠었기 때문에 모두 조선의

문명화를 위한 것인양 선전되었는데, 특히 1915년 시정오주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는

총독부의 치적을 자랑하고 조선 문명화를 선전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곧,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조처로서 자신들의 통치를 ‘문명적 善政’으로 포장하

였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權泰檍, 2004 〈1910년대 일제 식민지통치의 기조〉 《韓

國史硏究》 124 ; 同, 2009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 인식과 통치방식〉 《근

대 한일간의 상호인식》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22) ‘부랑자 취체’는 일제 당국이 일정한 직업 없이 돌아다니며 풍기를 어지럽히는 이들

을 검거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1913년 6월 동대문 경찰서에서 無業浮浪者들을 검거하

여 취조한 것을 시작으로 1913년 말부터 집중적이고 정기적인 부랑자 단속이 행해졌

다. 특히 1915년의 조선물산공진회 이후 부랑자 단속은 한동안 경성부 내 각 경찰서

의 정례 행사가 되어, 1916년 1월에는 종로 경찰서에서만 100여명을 검거하였으며, 같

은 해 5월과 이듬해인 1917년 5월 같은 署에 검거된 부랑자 역시 각각 50여명, 59명

에 달했다(전우용, 앞의 책, 110쪽-114쪽).

23) 《매일신보》 1914. 02. 19. 「閔泳徽子 下人廳의 賭博成窟」 ; 同, 1915. 01. 12. 「남

작집 행랑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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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되면서 더 이상 無職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기 힘들어지자, 실

업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부랑자 단속’은 중단되었으며 매일신보에서

행랑 자체에 대해 언급하는 일도 거의 없어진다.

이를 대신해 1920년대에 행랑폐지론을 이어간 것은 본격적으로 언론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앞 다투어 舊習의 타파를 주창했던 조선인

지식인들이었다.24) 이들의 논의는 당시 발흥하였던 생활개선론의 측면에

서 전통 가옥 구조를 문제 삼는 경향이 강하였다.25) 곧 행랑폐지론은

“가정 위생에서… 첫째로 조선사람이 고칠 것은 조선의 가옥제도이며…

제일로 폐지할 것은 조선의 행랑방”이라는 위생론으로 나타나기도 하였

고26), 이상적인 ‘문화주택’을 꿈꾸는 새로운 근대주거담론 안에 포섭되기

도 하였다. 근대 건축가들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

등 별개의 건물로 나뉘어졌던 재래의 주거공간을 하나의 건물 안으로 집

약시킴으로써 생활공간을 단순화하고 경제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고 믿었

다.27) 그리고 이러한 이상을 표방하는 주택 모형이나 설계도면 안에 행

랑이 들어설 곳이란 없었던 것이다.28)

또 한편으로는 생계를 의탁하는 관습이 조선총독부 당국과는 다른 차

24) 물론 1910년대에도 이미 도일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과거의 풍속 및 과거 세대와의 깊

은 단절의식을 지니고 舊제도와 관습를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특히 이광수는

1910년대 구관습 타파운동으로서의 ‘矯風’을 주창하였고 조혼, 강제결혼, 관혼상제의

諸禮, 관존민비, 남존여비, 부귀한 자의 무직업, 미신, 양반상놈의 계급사상, 비경제적

비위생적인 가옥, 의복제도 등을 교풍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광수, <卒業生諸君에게

들이는 懇告> 《학지광》 13호. 7쪽-8쪽.

25) 1920년대에 대두한 생활개선론은 조선총독부의 ‘문화통치’ 표방과 일본의 大正문화주

의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 각 계 지식인들은 민족 신문과 일간지들을 통해 대중을

향한 개선 담론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당시에 신문이나 잡

지에 생활개선에 관한 자신의 글을 한 번은 투고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가옥의 개량

과 관련한 지식인들의 생활 개선 논의에 대해서는 김용범, 2012 《문화생활과 문화주

택 : 근대주거담론을 되돌아보다》, 살림 참조.

26) 《동아일보》 1921. 04. 03. 「家庭生活의 改造-긴급한 위생문제/ 먼저 행랑을 뒤로

보내고 수채를 개량함이 좃켓다 (제중원 의사 洪錫厚氏談)」

27) 전남일, 손세관, 양세희, 홍형옥외, 2008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81쪽.

28) 그 대신에 1920년대 중반부터 조선에 등장하는 ‘문화주택’ 안에는 ‘식모실’이 들어섰

다(김용범, 앞의 책, 29쪽,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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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문제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 《개벽》의 기사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아의 각성과 개인의 독립을 강조하는 당시의 분위기가 반

영되어 행랑의 폐지 혹은 개량은 ‘한 가정의 독립’, ‘各立’이라고까지 일

컬어졌다. 識者들이 보기에 行廊, 혹은 廳廊이라는 제도는 자기 일신 또

는 가정에 관한 온갖 노역을 使僕에 의뢰코자 하는 안일하고 나태한 관

습에서 출발한 것이니 조선인들은 노동의 신성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주인과 행랑이 各各 獨立生計를 이룰 때, 自存과 自勞의 정신이 개인으

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배양되며, 개인과 가족이 自存, 自勞할 때 조선 사

회가 自存, 自勞할 수 있다고 주창하였다.29)

그런데 주인집에 대한 행랑살이의 ‘各立’을 직접적으로 추동한 것은 위

의 폐지 논의들이라기보다 경제적 상황의 변화였다. 위의 선우전의 글에

서도 그 말미에 “主人家庭과 行廊과의 關係가 日日 疎遠 各立케 되어 行

廊에 入屋한 者가 主人에게 家賃을 支拂한다는 것은 往往 聞하는 바이

다.”라는 언급으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변화를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인의 행랑채가 새로운 도시하층민들의 주거 공간이 되어 거주지

를 얻는 대신으로 무보수의 노역을 제공했던 것이, 다시 家賃을 지불하

고 보수를 받는 관계로 전환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갈수록 치솟는 경성의

地價 및 家賃(집세)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경성 시가지의 課稅標準地價를 보면, 1912년 12월 査定한 지가는 1918

년 이래 昻騰에 昻騰을 거듭하다가 1920년 봄 미증유의 앙등을 보여

1915-1916년의 것에 비하면 3배 내지 7배 이상을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심화되는 주택난으로 인해 재계의 경기에 상관없이 지가가

오르는 현상을 보였다.30) 따라서 1920년대에 들어서면 이미 집의 가치에

대한 관념이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었다. 곧, 도시민들은

29) 鮮于全, 앞의 글 ; 朴達成, 앞의 글

30) 朝鮮商工會議所,〈京城に於ける地價の趨勢〉《朝鮮經濟雜誌》 81, 19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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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연이어 폭등하는 속에서 주택 공간의 활용을 놓고 시세를 따지며

경제적 이익을 셈하게 된 것이다.

주택난을 더 실감나게 그리고 있는 1920년대 중반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의 어느 도시든 나날이 팽창하고 있고 조선인과 일본인을 가릴 것

없이 왕성히 유입되고 있으며 시내에 거주하고 있던 이들 중에도 市區改

正과 市街의 미관 정리 등의 이유로 쫓겨나는 이들이 많아 변두리라도

빈 집이 없었다. 그래서 아무리 초라한 집이라도 놀랄만한 家賃을 지불

해야 하며, 특히 하층 주택이 상시 부족한 상황이라 작은 집일수록 家賃

이 높은 편이었다. 때문에 여름이면 가장 빈곤한 하층민들 중에는 집 없

이 하늘을 천정 삼고 돌을 베개 삼아 살기도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家賃을 조사해보면 대구에서 가장 싼 집들의 경우가 다음과

같았다.

ㄱ. 棟割長屋31) 최하등 온돌 1칸(약1평)에 취사장 등이 일절 없음

- 1개월 1원 50전이상

ㄴ. 독채로 하등 온돌 1칸 취사장 1칸 - 1개월 3원 내지 5원 내외

ㄷ. 독채 하등온돌 2칸 취사장 1칸 - 1개월 5원 이상

ㄹ. 셋방 하등 온돌1칸 취사장 없음 - 1개월 1원 50전 이상

경성의 경우에는 대구보다 더욱 家賃이 높으므로, 여기에서 3할 내지

5할 높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 1원 50전 내지 3원

정도의 주택 이하로는 더 싼 집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하층 빈민들에

게는 공급이 부족했다. 따라서 개중에는 온돌 3,4칸의 독채를 빌려서는

다시 그 중 방 하나를 세를 놓는 경우까지 있었다.32)

31) 한 개의 집을 벽으로 칸막이해서 여러 가구가 살게 한 집으로, 에도시대부터 일본의

대표적 서민주택이었다. 이 책에서 언급된 棟割長屋이 실제 조선에도 있었던 것인지,

비슷한 모양의 주택을 일컫는 말인지는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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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주인집의 입장에서는 家賃을 내지 않는 행랑

살이를 내보내고 행랑채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게 되었다. 가사 노동을

처리하는 문제는 행랑살이 대신에 가족이 딸리지 않은 여자 홀몸의 가사

사용인을 들이면 되었다. 집값이 많이 올라 약간의 급료를 주더라도 후

자가 더 이익이었던 것이다.33)

여기에는 이 시기 시장 경제의 발달 정도가 가사 노동을 더욱 여성에

게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던 사정도 한 몫 하였다. 밥을 짓고 빨래

를 하는 등의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가사일은 일제시기까지도 소비 상품

과 가정기구로 대체되는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전시대와 동

일한 방식으로 해야 했다. 그러나 주로 남성이 담당했던 땔감을 구하는

일이나 물을 긷는 일의 경우 도시에서는 나무장수나 물장수가 있어 시장

상품으로 해결이 되었다.34) 즉, 한 둘의 여자 하인만 있어도 웬만한 가사

일은 그럭저럭 맡길 수 있으므로 행랑살이 한 식구를 다 먹여 살릴 필요

가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20년까지 성행했던 행랑살이도 1930년

대 이후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35)

이처럼 시장 경제의 발달과 가옥 구조의 변화 속에서, 한 때 성행했던

행랑살이가 쇠퇴하고 여자 홀몸으로 주인집에 들어가 가사 노동을 해주

는 방식이 점차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識者들이 쓴 용어를 빌리자면

“依賴”의 관습에서 “各立”으로 나아가면서, 단순히 하인들이 몸을 의탁하

는 구조였던 것에 취업 노동의 성격이 더해지는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

32) 藤井忠治郞, 1926 《朝鮮無産階級の硏究》, 東京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78쪽~80

쪽

33) 이러한 방법은 “남녀 하인은 다 소용없으나 한 사람도 없이는 견딜 수 없으면 식구

가 딸리지 않은 조촐한 안잠자기를 두라”고 하였던 매일신보의 1910년대 후반 기사에

서 이미 제시된 것이기도 하였다. 《매일신보》, 1918. 02. 07. 「改良하기 難事가 아

니라, 세 가지만 실행하면 되겠다」

34) 김성희, 앞의 책, 37쪽, 155쪽~156쪽.

35) 孫禎睦, 앞의 책, 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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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6) 곧 이 과정에서 행랑살이를 하는 ‘행랑어멈’과 여자 홀몸으로 주인

집에 입주하였던 ‘어멈’, ‘안잠자기’ 등이 나타남으로서 한국형 가사사용

인 집단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2. ‘가사사용인’이라는 직업군의 형성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 사회에서 가사 노동을 해주는 여성에게 급료를

지불하는 일은 새로운 현상이었고, 他家 노동을 천하게 취급하는 인식은

줄곧 강하게 남아있었다. 이에 대해 1914년 매일신보는 “조선은 在來로

그 자녀로 하여금 천집사를 시키는 것을 큰 수치로 알아 중류 이상 사회

에는 물론 그 자녀를 금지옥엽같이 호의호식으로 안일하게 지내게 하거

니와 중류 이하라도 조금만 의식이 넉넉하면 그 자녀를 안일함에 빠지게

하여 백폐가 구생하는 일이 많은 터이라, 일본에서도 남자는 그렇지 아

니하나, 여자는 반드시 일후에 출가하여 졸지에 곤란을 면하게 할 방법

으로 출가하기 전에 남의 집 더부살이 같이 보내여 여자의 하는 도리와

방법을 연습케 하는 일이 많”다고 하며, 상층 가정의 딸이 다른 집의 하

녀일을 하기도 하였다는 일본과 서양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풍속으로 소

개하기도 하였다.37)

실제로 일본은 이른 상업 도시의 발달에 의해 더 일찍부터 임금을 받

는 하녀38)가 출현했다. 근대 경제 성장의 시기 이전까지 줄곧 이 일은

36) 이것이 보다 근대적인 진전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는 할 수 없

다.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았던 이 때 도시하층민들의 입장에서 ‘가정의 各立’

이란 몸을 의탁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축출됨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당시 많은 하층

민들이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도시의 빈 땅을 찾아 토막을 지어 살거나, 가족이 뿔

뿔이 흩어져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37)《매일신보》 1914. 05. 13. 「父爲相而子爲婢, 대신의 딸로 남의 집 하인, 조선 사람

의 본받을 교육」

38) 여기에서는 사료에 언급된 용어인 下女로 서술하였는데, 근대 일본에서는 가사 서비

스 노동자를 일컫는 말로 'じょちゅう(女中)'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다. 메이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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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기 높은 고용 기회였고 오

사카와 같은 큰 상업 도시의 경우에 더욱 성행했다. 1775-1870년 사이

혼슈(本州) 지역의 당대 마을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 시기에 이미 어린

소녀들이 같은 마을이나 이웃 마을, 혹은 때때로 먼 거리의 장소에서 하

녀일을 구하는 것이 매우 관례적인 일이었고 특히 서부 지역에서 그러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39) 따라서 조선으로 이주해 오는 일본인들 중 하

녀로 고용되기 위해 도항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

다.

일본인의 조선으로의 이주는 이미 조선의 개항 시점에서부터 일본 정

부의 정책적 지원과 장려가 함께했다. 물론 여기에는 조선을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정치적 ․ 군사적 의도가 깔려있었던 것이며, 때

문에 다른 비식민권 지역과는 달리 강력한 보호책에 힘입어 이주가 진행

될 수 있었고 서일본을 중심으로 한 상인들의 생업적 도항이 다수를 이

루었다. 러일전쟁 하에 있었던 1904년경에는 조선으로의 도항은 여권을

휴대할 필요가 없게 함으로써 자유도항을 실현하기에 이르렀고, 여전히

서일본이 중심이 된 것은 변함이 없으나 이 때에 이르러 이주자들의 출

신현이 일본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병합 직전에 이미 재류자수는 17만여

명에 달했는데 이것은 당시의 해외재류일본인 중 최대 규모의 것이었

다.40) 그리고 상업을 위해 도항하는 이들의 뒤를 따라 상당수의 이들이

(1868-1912)에는 '下女'가 '女中'보다 일반적이었으나, 하녀라는 말이 하층신분의 사

람이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쇼 시기(1912-26)동안 이 말을 '女

中'이 대신해가게 되었다 한다. 또한, 같은 시기에 '女中'의 변형된 말인 '家政婦'가

청소와 빨래 같은 단순한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가사 도우미를 의미하며 쓰이기도 했

다. Konoske Odaka, 1993 “Redundancy utilized : the economics of female domestic

servants in pre-war Japan”, Japanese Women Working，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39) Hayami Akira, 1988, A H istory of Farmer's Life in the Edo Period, Nihon Hoso
Shuppan Kyokai, pp.78~91, pp.111~135. (Konoske Odaka, 위의 책, 28쪽에서 재인용)

40) 木村健二, 1989 《在朝日本人の社會史》, 未來社, 7쪽-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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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척지’에서의 고용을 바라고 도항하였다. <표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시기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임

금은 일본 국내와 비교해 대략 2배 정도 높았으며, 특히 하녀의 임금은

일본보다 3배~5배에 이르는 고임금이었던 것이다.

직종 인천 일본 국내
大工 80-115 44
左官 80 43
石工 80 47
日雇 60 29
下婢 350~500 僕226  婢124

<표 1> 1897년 개항지 인천과 일본의 일본인 임금비교 (단위 : 錢)

※ 비고 :《東邦協會會報》제 38호, 1897년, 85~86항에서 작성.

下婢는 월급, 다른 것은 일급이다.

※ 출전 : 木村健二, 1989《在朝日本人の社會史》未來社 p.17에서 인용

이러한 상황은 병합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1911년 6월경 경성에 거

주하는 일본인의 직업별 통계를 보면 993명의 하녀가 관리, 상점원, 임시

직원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고,41) 1914년 무렵까지도 조선에 在住하

는 일본인 하녀의 급료는 일본 제국 내에서도 가장 높아서 너무 비싸다

는 평판을 듣는 편이었다. 경성의 경우에 한정해 살펴보면, 보통의 식모

[お三]에서 仲働き42), 침모[お針], 보모[子守], 焚き撫で43)로 대별되는 그

업무에 따라 실제 급여는 차이가 있었다. 식모[お三]는 한 때 8~9원까지

올라가기도 하였으나 이 무렵에는 크게 내려서 5,6원이 통례가 되었다.

仲働き은 하녀 중 비교적 임금이 높은 편이라 하나 큰 차이는 없는데,

41) 京城居留民團役所, 1912 《京城發達史》, 430쪽-432쪽.

42) 내실 쪽의 일을 하는 하녀와 부엌일 하는 하녀 사이의 중간적인 잡일을 하는 하녀

43) 하녀이면서 첩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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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모[お針]라면 8~9원이 시세이고 보모[子守]는 4~5원 이하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임금이 가장 높다는 神戶에서 5~6원 이

하를, 東京에서 4원 이하를 받을 수 있었고 仙臺 주변은 하녀의 임금이

1원 내외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일본과 조선간의 급여 차이가 확연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혹 경성에 와보고 하녀의 급료가 너무 높은 것에

놀라서 자신의 고향이나 전임지에 돈을 보내 싼 급료의 하녀를 데려오려

는 이도 있었으나, 어차피 조선까지의 여비나 낯선 땅에서 병을 앓을 위

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일본에서 3~4원의 급료에 기꺼이 왔던

하녀라도 조선에 와서 시세를 알게 되면 다른 집으로 옮겨 버리기 때문

에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44)

그런데 위와 같은 고임금에도 불구하고 일제 초기에는 일본인 가정에

서 조선인 하녀를 쓰는 경우가 드물었다. 1910년대 중반의 기사에서는

(일본인) 하녀를 대신해서 조선인 총각이나 할머니를 사용하는 가정도

간혹 있다고만 언급하였다. 또 조선인을 고용하는 일에 대해 “솜씨가 좋

은 자를 채용하면 대단히 순종적이고 일을 잘할 뿐 아니라 급여도 경제

적이나, 불결한 행동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등 쓸모없는 자도 많은 점이

곤란하다.”고 평하면서, 적당한 독지가가 있다면 조선인 하녀 학교를 세

워서 순종적이면서 급료도 저렴한 이상적인 하녀들을 양성했으면 좋겠다

는 바람을 피력하기도 하였다.45)

사료의 한계 때문에 이 무렵 전후의 일본인 하녀와 조선인 하녀의 수

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같은 현상이 적어도 1920년대 초반까지 지속

되었음을 하녀의 임금 조사 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부터 1942년까지 매 해 주요 도시에서 하녀를 포함하는 각 직종의

임금을 조사하여 지방행정기관의 행정 보고를 수합한 《朝鮮總督府統計

44) 匪之助, 〈京城の下女硏究〉《朝鮮及滿洲》 1914. 06.

45) 匪之助,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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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A 23 20 23 23 23 23 22 22 22 22 22
B 22 20 18 22 22 23 22 22 22 21 22
C 7 10 10 16 15 16 16 13 13 15 15
연도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A 22 22 22 21 21 8 8 8 8 8 8
B 21 20 21 21 20 〃 〃 〃 〃 〃 7
C 16 16 14 16 19 〃 〃 〃 〃 〃 8
연도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A 8 8 8 8 9 9 9 9 9 9 9
B 〃 〃 〃 7 〃 〃 〃 〃 〃 〃 8
C 〃 〃 〃 8 〃 〃 〃 〃 〃 〃 9

<표 2>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서 하녀의 임금이 파악되는 도시의 수 비교

年報》지면에 실었다. 이를 보면 일본인 하녀의 임금은 매년 거의 모든

도시에서 파악이 되나, 조선인 하녀의 임금은 1920년대 초반까지 전주,

군산, 목포, 평양, 진남포 등의 도시에서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

다.46)

※ 비고 : A 전체 조사 도시의 수

B 일본인 하녀의 임금이 파악되는 도시의 수

C 조선인 하녀의 임금이 파악되는 도시의 수

※ 출전 :《朝鮮總督府統計年報》각 연도판의 임금조사 항목.

또한 양자 간의 평균 임금을 대비시켜 일본인 하녀의 임금에 대한 조

선인 하녀 임금비를 보았을 때, 기준 없이 들쭉날쭉하게 매겨지던 임금

이 안정화되어 자리 잡는 것은 1920년대 들어서였다.(<그림 1>) 따라서

46) 1925년 이전의 조사대상 지역은 “道 및 府 소재지”라고 하여 다소 변동은 있으나 22

개 정도의 지역이 포함되었으나, 1926년부터는 경성, 목포, 부산, 대구,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의 8개 도시만을 대상으로 삼았고, 1936년부터는 대전이 추가되어 9개 도시

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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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하녀의 고용이 일반적인 일로 인식되는 것은 고용 시장에서 ‘일

본인 하녀 임금의 5할 내지 6할선이 조선인 하녀의 임금’이라는 암묵적

인 시세가 정해지는 1920년대 이후인 것이다.

<그림 1> 일본인 하녀의 임금 평균 대비 조선인 하녀의 임금 평균
※ 비고 : 각 도시의 임금을 가중치 없이 단순히 평균을 낸 값이며, 1911년

과 1913년은 전국 평균 임금이 게재되어 있지 않아 필자가 일급으로 조

사된 한 두 개의 도시를 제외하고 평균을 계산함.

※ 출전 : 《朝鮮總督府統計年報》각 연도판의 임금조사 항목.

이 같은 점은 무엇보다 조선在住일본인의 인구 구성에 그 원인이 있었

다. 식민 통치 초기에는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의 1세대 평균 인구가 비

교적 적었는데 이것은 “內地人 중에 아직 조선에 定住하는 각오를 가진

자가 적고, 內地에 가족을 남겨두고 온 假住者나, 독신의 出稼人이 많은

증거”라고 이야기되었다. 또한 남자의 인구 대비 여자의 인구도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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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서, 1923년말의 기록으로 보면 조선인은 남자 1000명에 대해 여자가

944.9명인데 비해 일본인은 남자 1000명에 대해 여자가 893.3명으로 상당

한 차이를 보였다.47) 이것을 현대 인구학에서 더 일반적으로 쓰는 성비

표기인 여자의 수 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로 바꾸어 보면, 조선인의 성

비는 약 105.8, 일본인의 성비는 약 111.9에 이른다.48) 즉, 남자 혼자 몸

으로 조선으로 건너온 이들이 많았고 定住하려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재조일본인의 인구가 격증하더라도 본격적인 가사사용인의 수요로는 이

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 대신에 재조일본인 사회에서는 焚き撫で 혹은 韓妻로 불리며 하녀

와 부인의 역할을 함께 하는 일본인 現地妻가 암암리에 성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래는 하녀로 일하기 위해 건너왔다가 현지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韓妻를 지원해서 조선으로 도항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하

며, 이러한 여성들은 ‘密賣淫’이나 유곽의 여성들과 함께 묶여 ‘타락한 여

성’으로 잡지 기사에서 그려지고 있다.49)

이에 대해 식민지 조선의 인구문제를 연구했던 善生永助는 “(재조일본

인의) 남자의 수가 여자의 수를 심하게 초과한 결과, 그 생활은 자연히

황량하고 살풍경해지고, 따라서 藝妓, 娼妓, 酌婦, 賣淫, 妾 등의 수요가

많으며, 유흥, 낭비의 폐단이 커지게 하고, 風敎상, 경제상, 보건상 유감

인 점이 많다”고 한탄하고, 定住하려는 생각이 없는 재조일본인들에 대

해 “심한 경우에는 이주 농민 중에도 일정의 기간을 경과하거나 또는 渡

鮮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가 적지 않다. 경성부에

47) 善生永助, 1926 《朝鮮の人口問題》,조선인쇄주식회사출판, 50쪽~63쪽.

48) 일반적으로 성비가 90미만이거나 110이상일 경우 남녀의 구성비가 매우 비정상적이

라고 여기며, 성비를 그렇게 만든 비정상적인 사회적, 정치적 또는 자연적 요인이 있

다고 본다. 2000년의 센서스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성비는 100.8을 기록하였으며,

같은 해 전세계적으로는 101.5를 나타내고 있다(이희연, 2005, 《(개정5판)인구학 : 인

구의 지리학적 이해》, 법문사. 186쪽-189쪽).

49) 匪之助, 〈認められぬ京城の女職業〉《朝鮮及滿洲》 19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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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內地人의 경우도 그 6~7할이 사망자의 유골을 內地로 가지고

돌아가서 매장하는 것이 예사이다. 뼈를 팔도의 산하에 묻으려고 각오한

자가 가령 오십만명이나 백만명으로 증가하면, 그 때 조선인을 용이하게

동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다대한 희생을 치르고 성취했던

일한병합의 참정신을 되새기라” 운운하기도 하였다.50)

따라서 1920년대 중반까지 조선인 여자 하인에 대한 수요는 주로 조선

인 가정에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서술한 관습의 지속에

따라, 상당한 대가족에 적지 않은 식객들까지 거두어 먹이며 옛 양반가

의 관습을 유지하고 있는 집안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러한 집들은

많은 남녀 하인들을 써서 가계를 운영하였다. 1924년의 글에서도, 가족원

12~13명에 식객 7~8인명인 조선인 상류층 가정에서는 首席 하인인 差執,

부인의 侍女인 上直, 가마를 수행하는 轎前婢, 식사를 준비하는 料理婢,

빨래를 하는 洗濯婢, 乳母, 針母 등의 명목으로 여자 하인만 상시 27명까

지 둔다고 이야기되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 각각 차등을 두고 상당

한 급료를 지불하고 있었다.51)

그리고 비교적 늦었지만 조선인 가정에서도 1920년대 중반이 되면 가

사사용인이 기존의 행랑어멈과 달리 職業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부터 여자 홀몸으로 주인집에 거주하며 급료를 받는 ‘안

잠자기’나 ‘어멈’을 행랑어멈과 구분하는 언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52) 동

아일보의 1928년 3월 2일자 기사에서는 여자 직업으로서의 가사사용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50) 善生永助, 위의 책. 63쪽.

51) 田中德太郞, 〈朝鮮婦人に就て(2)〉 《朝鮮》 제108호. 1924. 4. 다만 여기에서 들고

있는 상류층 가정의 사례는 식솔들의 규모나 급여의 수준이 다른 자료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다고 하겠다.

52) 《동아일보》 1925. 01. 01. 「自由職業 恨歎, 屈服, 怨望」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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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직업중에 행랑어멈 노릇하는 것 또는 그대로 어멈노릇하는 것이 잇

습니다 이 직업은 현대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녯날부터 잇서온 것이

지만은 현대에 닐으러 그 주인과의 관계가 다소간 변동이 잇게 된 것마는 사

실입니다 우에서 말한바와 가티 그것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잇스니 행랑방에

들어잇는 대가(代價)로 그 집 심부름이나 해주고 빨내가튼 것을 해주며 남편

이 잇스면 물가튼 것은 그 남편이 길어옵니다마는 남편이업스면 그것도 행랑

어멈이 길어오는 경우도 잇고 단출한 몸으로 남의 집안에 들어가서 어멈살이

를 하는 어멈은 그집 살림살이의 모든 것을 명령하는대로 하면서 어더먹고

조흔 주인을 맛나면 춘추로 의복가지나 어더닙고 월급을 밧는 경우도 잇습니

다 이 두 가지 중 전자는 그다지 직업뎍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얏지마는 후자

는 혹은 안잠자기라 하야 혹은 드난살이라 하야 주인과 비교뎍 만흔 관계를

가진 직업입니다53)

즉, ‘어멈’은 행랑어멈과 달리 여자 혼자 몸으로 雇用主의 집에 입주하

여 일해주고 급료를 받는 것이며 엄연히 직업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일제하의 조선에서 가사사용인이라는 직업이 출현한 과정은 조

선인 가정과 일본인 가정의 경우가 구별되었다. 식민 초기에 일본인 가

정의 수요는 주로 일본인 하녀들로 충당되어 조선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와 별도로 조선인 가정에서는 행랑살이 형태로 하층민

들이 상류층 가정에 의탁하는 양상이 지속되었던 위에서 지가 상승, 주

택의 상품화와 같은 자본주의적 진전이 더해진 결과로 가사사용인이 나

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일제 초기 가사사용인 직업군의 형성은 단순히

일본의 하녀 고용 관행이 이식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고유의 맥락

속에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53) 《동아일보》 1928. 03. 02. 「돈ㅅ벌이하는 女子職業探訪記 (1) 女性의 裏面과 表面

- 삼천세계에 몸부칠곳업는 안잠자기와 행랑어멈(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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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1920년대 후반 이후 ‘家事使用人’고용의 활성

1. ‘가사사용인’의 수요 및 공급의 증가

1920년대 후반이 되면 가사사용인의 고용이 본격화되며, 눈에 띄게 두

드러지는 당대의 한 사회 현상으로 주목 받기 시작한다. 곧 이 시기부터

京城府人事相談所에서는 조선인 가사사용인에 대한 구인 건수가 급격히

늘어 “조선인 어멈의 時勢가 좋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54) 급기야

동아일보에서는 3일에 걸쳐 ‘조선인 어멈’에 대한 기획 기사를 실었는데,

이에 따르면 일본사람이 서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소 조선인

여성을 쓰게 되었으나 몇몇 사례에 불과하던 것이 이처럼 완전한 직업이

되어 상호간에 수요와 공급이 생긴 것은 1920년대 중후반 3-4년간의 변

화였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인사상담소에 발을 들이는 대부분의 조선인

여성이 일본인 가정의 ‘戶內使用人’으로 가고 있으며 취업건수도 다른 직

종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55) 이를 통해 우선 수요의 측면에서 큰 변화

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지속되

면서 朝鮮在住 일본인들의 인구 구성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내지인들은 조선에 뼈를 묻을 생각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창

할 필요가 있었던 만큼, 1920년대 초반까지 일본 당국은 조선으로의 이

민이 생각보다 부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56) 그러나 살던 땅을 내어주

어야 하는 조선인들의 입장에서는 일찍부터 일본인들의 이주가 늘어나는

54)《동아일보》 1928. 02. 07. 「日人이 求하는 朝鮮人 어멈」 ; 同, 1928. 03. 10. 「時勢

조흔 朝鮮“어멈”」

55)《동아일보》 1928. 03. 13. 「朝鮮 어멈 (一) 就職難 몰르고 昨年에만 千餘名」

56) 1923년 2월 衆議院 제3분과에서 조선총독 사이토는 조선으로의 일본인 이주 증가가

적은 것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장래 교통기관이 완성되면 자연히 다수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동아일보》 1923. 02.11.「朝鮮統治質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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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해 경계를 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선인 언론들은 일본 국

내의 인구과잉문제를 조선으로의 이주식민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일제

의 오랜 정책 기조와 그 중심 실행기관으로서의 동양척식주식회사, 불이

흥업 등에 대해 1920년대 전반에 걸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었다.57) 특

히 이러한 우려는 1924년 미국이민법의 변화로 일본인의 미국 이주에 제

한이 가해지자, 그만큼 조선으로의 이주를 늘린다는 당국의 이주 정책을

접한 뒤로 더욱 커졌다.58) 비판의 초점은 인구가 조밀한 조선에 억지로

일본인들을 이식하여 정작 조선인들은 집과 땅을 잃고 일본과 만주 등지

로 유랑하게 하는 정책의 부조리함에 집중되었다.59)

실제 통계상의 수치로도 1920년대 중반부터 재조일본인의 인구에 유의

미한 변화가 나타난다. 우선 여자 수에 대한 남자 수의 성비를 기준으로

조선인과 재조일본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양자 간의 격차는 1920년대

초반을 거치며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다시 1930년대가 되면 더욱 비슷해

진다.60)(<그림 2>) 또, 재조일본인의 한 세대 당 인구의 수도 1910~1920

57) 《동아일보》 1920. 05. 25. 「移民政策과 朝鮮人民의 怨恨」 ; 同 1922. 10.23. 「(사

설)우리도 살아야 할것이 아닌가 東拓移民을 廢止하라」 ; 同 1924. 11. 04. 「東拓에

對한 吾人 根本的要求」 ; 同 1926. 06. 01. 「獨逸帝國式으로 朝鮮에 大移民 불이흥

업과 동척으로 하야」 등. 그러나 실상 식민 초기부터 추진된 동척을 중심으로 한 농

업이민은 그 성적이 좋지 않아 몇 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 1928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鄭然泰, 1994 〈日帝의 韓國 農地政策(1905~1945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79쪽-87쪽).

58) 《동아일보》 1924. 07. 01. 「排日法案實施와 其影響(上)」 ; 同 1924. 07. 02. 「排日

法案實施와 其影響(下)」

59) 《동아일보》 1925. 9. 11. 「一千萬日人의 生途를 爲하야 朝鮮人은 滿蒙으로 移民」

; 同 1925. 09. 13. 「(사설) 日本憲政會의 人口策」 ; 同 1926. 12. 13. 「窮民의 가는

곳 移民의 滑稽」 ; 同 1927. 11. 06. 「(사설)日本移民獎勵와 朝鮮」 ; 《조선일보》

1928. 11. 04. 「明年에朝鮮으로 數萬의 日本 移民. 피폐한 종래의 조선 주민은 어떠케

하랴고작고 보내나, 不可解의 移民方針」 등

60) ‘접객 여성’으로 분류되는 일본인 여성들의 수가 식민지기 내내 최소 5천명 가량이

존재하였다. 이처럼 가정을 이루지 않았을 여성들의 수를 제하고 생각하면 식민지 초

기 일본인 남성들의 단신 출가 이민의 정도는 조금 더 높았을 것이다(박정애, 2009

〈일제의 공창제 시행과 사창 관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

문,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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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戶) 인구(명)
1호당 

평균인구
호수(戶) 인구(명)

1호당 

평균인구

1910 - 171,543 1927 119,219 454,881 3.82

1911 62,633 210,689 3.36 1928 122,773 469,043 3.82

1912 70,688 243,729 3.45 1929 127,300 488,478 3.84

1913 77,129 271,591 3.52 1930 126,312 501,867 3.97

1914 83,406 291,217 3.49 1931 130,349 514,666 3.95

1915 86,209 303,659 3.52 1932 129,948 523,446 4.03

<표 3> 조선재주일본인의 戶數 및 인구 

년대를 통틀어 꾸준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곧 조선에 대

한 일제의 식민지배가 그 나름대로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으로 도

항하는 일본인들 중 장기적인 정착을 꾀하는 가족 단위의 이주민들이 늘

어난 것이다.

<그림 2> 조선인과 재조일본인의 성비 비교 

※ 출전 : 《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 연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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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말~1913년말 남 53,464 여 46,584 차이 6,880

1913년말~1923년말 남 66,652 여 64,768 차이 1,884

1923년말~1933년말 남 65,657 여 74,436 차이 -8,779

1916 90,350 320,938 3.55 1933 135,705 543,099 4.00

1917 93,357 332,456 3.56 1934 141,416 561,378 3.97

1918 93,626 336,872 3.60 1935 144,814 583,417 4.03

1919 97,644 346,619 3.55 1936 152,887 608,964 3.98

1920 94,514 347,850 3.68 1937 158,344 629,481 3.98

1921 99,955 367,618 3.68 1938 158,834 633,288 3.99

1922 106,991 386,493 3.61 1939 161,400 650,104 4.03

1923 110,439 403,011 3.65 1940 165,900 689,790 4.16

1924 111,919 411,595 3.68 1941 171,610 717,011 4.18

1925 113,254 424,740 3.75 1942 179,349 752,823 4.20

1926 117,001 442,326 3.78 1943 183,029 758,595 4.14

※ 출전 : 《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 연도판.

따라서 일본인들은 1930년대가 되면 재조일본인 생활이 안정적이라고

자평할 수 있었다. 綠旗聯盟婦人部에서 행했다는 재조일본인에 대한 한

조사는 1933년까지의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다른 외지에 비해 조선에서

의 內地人 생활은 매우 안정적이며 내지의 생활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

다. 성비로 보아도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 105.2명이라는 조선의 일본인

성비는 107.2명인 대만, 125명인 華太(사할린), 164.6명인 남양군도에 비해

서 두드러지게 균형을 맞추고 있고, 102.8명인 ‘內地’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어 재조일본인의 증가 인구수를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며 남자의 증가

수가 월등했던 것이 그 격차가 차차 줄어 최근 10년간은 도리어 여자의

쪽이 증가 수가 많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게다가 일인당 租稅負擔額이나 우편저금의 보급도는 오히려 ‘內地’의

것을 넘어서며, 재조일본인의 실업률이나 窮民의 비율은 ‘內地’보다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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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생활을 고르게 영위하고 있다고 보았다.61) 또

한 재조일본인 사회는 도회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일

본인 인구가 처음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이주해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

본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도시 행정제도나 기반 시설이 구축되었기 때문

이기도 했다.62)

곧, 안정된 생계를 누리는 일본인 가정들이 도회지를 중심으로 불어났

고, 이들이 상대적으로 급료가 저렴한 조선인 가사사용인에 주목하면서

주된 수요층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특히 나날이 밀려드는 일본인들에

게 조선인들이 주인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

던 경성에서는,63) 일본인 호수가 격증함에 따라64) 북촌의 양반가에서

“요사이는 진고개에서 일본 사람이 월급을 잘 주는 통에 어멈이 어찌나

귀한지…”하고 푸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65)

이에 더해, 그 수는 매우 적지만 신여성들의 가정 역시 새로운 수요로

등장하였다. 1932년에 전문학교와 고등보통학교를 마친 부인들을 대상으

로 한 조사에서, 응답한 39명 중 5명을 제외하고는 1명 이상의 가사사용

인을 두고 있었고, 특히 ‘식모’와 ‘아이 보는 아이’를 둔다는 경우가 많았

다. 이는 따로 직업을 가지지 않는 전업주부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66)

정리하자면, 기존 조선인 상류층 가정의 수요에 더해 가족 단위로 이

61) 須江愛子 등, 〈(調査報告) 朝鮮に於ける內地人生活の考察 一․二〉 《綠人》 3號.

1935. 09.

62) 權泰煥, 1990, 〈日帝時代의 都市化〉 《한국의 사회와 문화》11, 한국정신문화연구

원

63) 《동아일보》 1923. 10. 26. 「景福宮을 中心으로 日本人의 北漸」 ; 中間人, 〈外人

의 勢力으로 觀한 朝鮮人 京城〉《개벽》 제48호 1924년 06월 01일 ; 《시대일보》

1925. 01. 15. 「潮水가티 밀려오는 日本人, 將來할 京城의 主人은 誰」

64) 《동아일보》 1928. 03. 10. 「北部와 東部一帶로 밀려드는 日本人」 ; 同 1928. 07.

14 「京城에 밀리는 日本人每年에 千餘戶激增」

65) 《매일신보》 1928. 09. 29. 「京城行進曲 (7) [行郞의 革命] 행랑어멈과 의 가는

곳 마님과 서방님의 嘆息」

66) 〈對答을보고〉《신동아》 193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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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인 가정이 늘면서 수요가 확대되었고, 새로 살림을 꾸리는 신

여성의 가정에서도 대개 가사사용인을 두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신문에

서 가사사용인 수요가 많은 것에 대해 “경성 사람이란 옛날부터 하인두

기를 좋아하고 근자의 여러 주부들의 생각이 이상스러워서 단둘이 살림

을 새로이 시작하면서도 반드시 식모를 두”며, “일본 내지사람들의 가정

에서도 조선 식모가 싸고 일을 잘하니까 말은 통하지 못하면서도 꼭 조

선사람들을 식모로 쓰게 되는” 일이라고 표현한 것과도 상통한다.67)

그런 한편으로 늘어난 수요 이상으로 그에 대응하는 공급이 존재하였

다. 시세 좋은 ‘어멈’직을 얻기 위한 구직자들 역시 연일 인사상담소로

몰리고 있었던 것이다.68) 구직자들 중에는 특히 농촌이출인구가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69)

이 시기 농촌이출인구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도시로의 흡입 요인보다도

농가의 몰락으로 인한 농촌으로부터의 배출 요인이 주요한 것이었다. 절

대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일제 식민지기에 조선 농민들은 자작

농의 경제적 몰락으로 소작농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전층적 하강

분해를 겪고 있었으며, 소작료의 고율화와 경지 면적의 영세화 등의 상

황은 각 농가의 부채를 더욱더 불려나갔다. 더군다나 1930년 초에 불어

닥친 세계 공황과 연이은 농업공황은 쌀 단작형 농업 체계가 극단적으로

발전한 한국 농촌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그 모순을 심화시켰다. 농산 물

가는 하락하였으나 각종 명목의 공과금 징수는 오히려 늘어났으며, 지주

계급은 지주 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농업 공황의 손해를 소작농에게 전가

67) 《동아일보》 1935. 10. 08. 「가정의 큰문제, 우리생활을 좌우하는 식모문제는 크

다」

68) 《조선일보》 1929. 11. 05. (석간) 「求職 1천3백명중 부녀자가 과반수, 어멈으로 들

어가는 여자 격증, 생활난의 일면상」

69) 1928년의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인사상담소를 찾아온 “구직자들은 경성 출생이 이 할

을 점하는 반면 향촌에서 올라온 경우가 약 팔 할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다. 《동아

일보》 1928. 03. 13. 「朝鮮 어멈 (一) 就職難 몰르고 昨年에만 千餘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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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70) 이처럼 각 농가의 경제적 위기가 극대화되는 상황 속

에서 하층 농민들은 본업인 농업에서의 수입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

워져 갔고, 이들 앞에는 자구책으로서 몇 안 되는 선택지만이 놓여있었

다.

우선은 농사를 짓는 외에 겸업과 부업을 더하고 남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賃勞動 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있었다. 당시 농가에서 겸업 및

부업을 더하여 생계를 도모하는 것은 일반적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마

니 짜기와 새끼 꼬기는 중요한 부업이었다. 그리고 임노동에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부근의 광산, 공사장 등에 출역하는 것과 농촌에서 농업 임노

동에 참여하는 두 종류가 있었다.71) 임노동에 종사하는 소작농은 1930년

의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우 총 소작농 비율의 41.7%였고, 충청북도

는 38.4%, 충남 50.7%, 전북 48.1%, 전남 47%, 경북 29.7%, 경남 39.7%,

황해 27.6%, 평남 24.4%, 평북 22.3%, 강원 32.8%, 함남 33.2%, 함북

24.5%의 수준이었으며, 평균 37%에 달했다.72) 그러나 같은 해의 조사에

서 春季 端境期의 때에 식량 두절 때문에 곤궁에 빠지는 소작농의 호수

가 이미 소작농 총 호수의 68%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37%만이 임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소작농의 임노동 의존 경향은 급속하게 촉진되어 가는 상

황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내 경제에 임금 수입 쪽이 본업으로서의

농업 수입보다도 한층 큰 비중을 가지기도 하였다.73)

70) 鄭然泰, 앞의 논문

71) 문소정, 1988〈일제하 농촌가족에 관한 연구 : 1920,30년대 소작빈농층을 중심으로〉

《일제하 한국의 사회계급과 사회변동-한국사회연구회논문집》12, 문학과지성사

72) 조선총독부 농림국 1933 《朝鮮に於ける小作に關する參考事項摘要》 62쪽 (문소정,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73) 印貞植, 1939 《朝鮮の農業機構》 白場社 106쪽~108쪽. 그런데 인정식은 이 책에서

조선 농촌 사회의 자본제적 발전의 전망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범주로서의 임노동자’

의 등장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해방 이후에 수정된다. 오미일,

1990, 〈1930년대 사회주의자들의 사회성격논쟁; 농업문제를 둘러싼 인정식·박문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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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가족원 중 일부가 외지돈벌이인 ‘出稼勞

動’에 나서야 했다.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주로 자식층이 출가노동을 위

해 집을 떠났다.74) 1936년 여름에 경상남도 울산의 교외 농촌인 달리 마

을에서 실시한 조사를 살펴보면, 이 마을 전체 129호 중 47호에 돈을 벌

기 위해 나간 가족이 있고, 전체 인구 605명 중에서는 93명(15.3%)이 외

지돈벌이를 위해 나가 있었다. 하층 농가에서는 약 반수가 나가 있었고,

중층 농가에서도 27%가 외지돈벌이를 나갔다는 것은 당시에 이미 외지

돈벌이가 보편적인 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외지돈벌이

는 가족원 중 차남과 삼남이 주로 나서고 집안의 기둥이 되는 장남은 가

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달리 마을에서는 장남이 29명으로 가장 다수를

점하고 차남과 삼남이 각 각 16명, 6명이었다. 이것은 자식이 성장하는대

로 무조건 외지돈벌이에 내보내야 하는 절박한 가정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며, 최초로 외지돈벌이를 나가는 연령이 어리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

었다. 뿐만 아니라, 일가의 가장이 외지돈벌이를 가는 경우도 8호나 되었

다. 또한 달리 마을은 1931년을 기점으로 1호당 평균 가족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외지돈벌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이기도 했다.75)

마지막으로는 가족 전체가 살던 농촌을 떠나는 수가 있었다. 1930년대

가 되면 농업 실패로 인해 轉業하는 농민이 급증하였다. 1927년과 1930

년의 경남지방의 농민 전업 상황을 보면, 1927년 현재 전업 원인이 밝혀

진 농민 중 41.4%인 12,676명이 농업 실패로 전업한 반면 1930년에는

72.2%인 20,020명이 농업실패로 전업하였다. 또한 전업한 총 호수를 계

논쟁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8호, 역사문제연구소

74) 문소정, 앞의 논문

75) 조선농촌사회위생조사회, 1940, 《朝鮮の農村衛生》　(임경택역, 2008, 《조선의 농촌

위생》 국립민속박물관) 163쪽~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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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별로 보면 지주나 자작농가는 각각의 총호수에 대하여 0.7%만이 전업

한 데 반하여, 자소작농가는 2.0%, 소작농가는 6.1%가 전업하였다. 소작

농일수록 전업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업

원인이 밝혀진 총 호수 중 농업실패로 인한 전업호수를 계층별로 보면

지주는 겨우 14.7%인 데 반하여 자작농가는 51.3%, 자소작농가는 64.3%,

소작농가는 72.3%에 이른다. 지주는 주로 자기 편의에 따라 상업 등으로

전업한 데 반하여 소작농가일수록 농업실패에 따라 토지로부터 放出되었

던 것이다.76) 이에 따라 1925~30년에 대략 20만(연평균 4만 명)이 이농

하였으며, 1930~35년 사이에는 대략 30만명(연평균 6만 명), 그리고

1935~40년에는 약 110만 명(연평균 22만명)이 농촌을 떠났을 것이라고

추계되었다.77)

이처럼 농촌 경제의 피폐와 계급적 모순의 심화는 농민의 다수를 점하

는 소작 빈농들이 점차 임노동자가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농촌 이

출 인구가 도시 주변의 노동 예비군으로 집적되는 결과를 낳았다.78)

이러한 상황을 각 농가의 여자 구성원들도 피해갈 수 없었음은 물론이

다. 도리어 딸들의 경우 가족의 경제 상황에 따라 가장 쉽게 가정의 울

타리 밖으로 내쳐지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적인 일은 딸을 일찍 시집을

보내는 것이었다. 당시 早婚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는 조혼의 원인에

대해 “같은 자녀라 할 지라도 아들은 依例 내 것이니까 아들은 몇이라도

경제가 곤란하더라도 견디지만, 딸은 나면서부터 남의 것이란 관념이 들

76) 鄭然泰, 앞의 논문

77) 正久宏正 〈戰時下朝鮮の勞動問題〉《殖銀調査月報》 38호.(印貞植, 1943 《朝鮮農村

再編成の硏究》 人文社 156쪽 재인용)

78) 본래 조선의 농촌 사회에서는 품을 파는 것을 천시해 왔으나 시세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이촌의 흐름이 생기고 있다는 점과 농업 노동자 중에서도 日雇 노동자가 생기고

농촌의 무산 청년들이 도시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다음의 기사에서 드러난다. 金秉

濟, 〈노동자화하는 조선의 농민〉, 《조선농민》 제5권 제7호 1929년 12월 ; 李晟煥,

〈농촌순회강연자료(3) 소농민과 노동자와의 관계〉 《조선농민》 제6권 제3호 1930

년 5월



- 35 -

어서 이왕 남의 자식이 될 것이니 한 식구라도 치이자고 어린 것을 시집

도 보내고 민며느리도 주며 심하면 팔아까지 먹”는다고 이야기되었다.79)

비슷한 시기의 다른 기사에서도 “필경 륙칠세만 되면 「아모려면 내자식

되나 이왕 남의 자식 될것이니 일즉 내어보내지」「먹기도 어려운데 한

식구라도 치어야지」하고 입에서 젖내만 가시면” 민며느리로 시집을 보

내버리며, “남도=특히 경상도에서는 딸을 많으면 몇 백원, 적으면 몇 십

원을 밧고 파는 일이 있”어서 조선 전국의 유곽이나 멀리는 북해도, 화

태, 만주 등지에서도 팔려온 여성들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80)

실제로 1925~1935년의 기간 동안 도시와 농촌 간의 性構成을 비교해보

면, 도시 인구는 14세 이하의 아동연령층에서 여성 비율이 높았다. 그리

고 이것은 10~14세 여성의 도시로의 단독 이동 규모가 남성보다 훨씬 크

기 때문이었다.81) 앞에서 언급한 달리 마을의 조사에서도 딸이 외지돈벌

이를 나간 경우는 16명인 차남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5명이었다.

그리고 그 중 절반 정도만이 행방이 확인되며, 모두 고용인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82) 곧, 농촌이출인구 중에서 이처럼 여성 가족원

이 집을 떠나 出稼勞動을 하게 되는 경우와 가족 전체가 농촌을 떠나 뿔

뿔이 흩어지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 많은 수가 가사사용인의 공급원이 되

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83)

이렇게 가사사용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부쩍 늘면서 특별히 바빠진

곳은 각 도시의 인사상담소였다. 인사상담소는 1920년대 초반 ‘민중의 생

활상의 애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조선 주요 도시에 설치되기 시작한

79) 〈조혼에 관한 좌담회〉 《조선농민》 제4권 제9호 1928. 12. 28.

80) 柳光烈, 〈농촌여성을 전망하며(一)〉 《조선농민》 제3권 제9호 1927. 09.19

81) 權泰煥, 앞의 논문

82) 조선농촌사회위생조사회, 앞의 책, 164쪽-165쪽.

83) 1931년 경남의 이농상황에서 보면 이농 중 가족이 서로 흩어진 경우는 1,170호의

4,418명으로 전체 이농 인구의 8.78%에 달했다. 姜萬吉, 1987, 《日帝時代 貧民生活史

硏究》 創作社,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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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회시설이었다. 1920년 6월 평양인사상당소가 처음 설치된 이

후 1920-25년 사이 전국 여러 지역에 인사상담소가 설치되었는데, 細窮

民救助事業의 한 형태로 세궁민과 관련된 주택, 결혼, 직업 알선 등에 대

한 생활 상담이 주요 업무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직업 소개 사업의 비중

이 컸기 때문에 상담소 내의 별도 사업으로 직업소개 업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84) 1931년 경성직업소개소장을 맡고 있던 宮原馨은 처음

경성인사상담소가 설립되고 후에 직업소개소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경위

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大正 9년[1920] 당시 일어난 財界의 불황이 그 여파를 조선에도 미쳐서 府民

생활을 위협하는 바가 점차 심해지고, 공장의 폐쇄, 사업의 정리축소, 그로 인

한 실업자의 출현은 실로 노동불안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이 때 경성부윤 吉

松憲郞씨는 이것의 대응책으로서 大正 11년[1922] 8월 明治町의 舊 한성병원

일부를 수리하고 인사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직업소개사업을 개시하여 실업자

에 대한 焦眉의 急을 구제할 준비를 했다. 그 후 昭和 2년[1927] 12월 지금의

黃金町 2丁目에 독립 청사를 신설하는 동시에 명칭도 직업소개소로 바꾸었

다.85)

경성의 노동인구가 주로 ‘서울 토박이’로 구성되어 있던 1910년대까지

는 對面的인 인적네트워크가 작동했으나 1922년 인사상담소가 설립된 이

후에는 인사상담소가 가사사용인을 비롯하여 토목 건축노동자 등의 일용

인부, 관공서나 회사의 급사, 상점 점원과 공장 직공 등의 취업을 알선하

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조선인 구직자의 경우 1920년대 중반까지는 상

점 점원 등으로 취업하는 남성이 월등히 많았지만 20년대 말이 되면 불

84) 홍순권, 1999 〈일제시기 직업소개소의 운영과 노동력 동원 실태〉, 《한국민족운동

사연구》 22,

85) 宮原馨, 〈職業紹介事業に就て〉 《警務彙報》 299, 19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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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수 구직수 취직수 광업및공업 취직수
1927  3,082 37.50% 3357 21.90%  2,111 38.70% 366 6.70%
1928 4,876 48.60% 5,740 33.60% 2,285 44.80% 349 6.80%
1929 5,734 50.60% 8,373 39.90% 2,994 47.30% 381 6.00%
1930 8,123 49.80% 9,381 32.60% 4,392 47.30% 476 5.10%
1931 9,818 54.10% 13,210 36.70% 6,195 54.60% 316 2.80%
1932 11,990 54.20% 17,099 39.70% 7,629 54.20% 1,003 7.10%
1933 14,795 54.10% 18,898 41.00% 9,424 55.60% 657 3.90%
1934 16,864 50.40% 19,039 39.80% 10,357 53.50% 1,650 8.50%
1935 16,435 54.10% 17,236 41.00% 9,955 52.80% 1,237 6.70%
1936 17,942 54.20% 17,257 38.50% 10,198 53.20% 1,734 9.10%
1937 20,896 51.70% 20,187 37.10% 12,831 51.40% 2,594 10.40%
1938 23,589 52.10% 18,016 37.20% 13,527 50.10% 3,239 12.00%
1939 21,738 46.20% 18,172 37.60% 13,417 48.30% 3,824 13.80%
1940 19,396 36.10% 15,835 30.40% 9,751 35.30% 7,905 28.60%
1941 16,182 25.60% 12,721 20.30% 7,729 22.20% 15,102 43.40%
1942 10,521 13.30% 8,453 9.60% 6,115 11.20% 37,818 69.60%

<표 4> 직업소개소를 통한 ‘戶內使用人’의 紹介成績 ( 단위 : 명) 

황으로 인해 남성 취업률이 급감했고 이를 대신해 급증한 것이 ‘어머니

おもに’나 ‘여보よぼ’등으로 일본집에 고용되는 여성들이었던 것이다.86)

인사상담소가 직업소개사업에 집중하여 직업소개소로 이름을 개칭한 후

에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직업소개소의 소개 사업에서 가사사

용인의 취업 알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는 다음의 표를

보아도 알 수 있다.(<표 4>)

※ 비고 : 각 인원수마다의 비율(%)은 전체에서 ‘戶內使用人’의 인원수가 차지

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즉, 1936년 직업소개소 전체 구인수 중 ‘戶內使用人’을

구하는 것이 54.2%에 달하는 것이다.)

※ 출전 : 1927년, 1928년, 1931년은 《朝鮮社會事業》6-9, 7-6, 10-6

86) 전우용, 앞의 책,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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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1930년, 1932~1938년은 각각《調査月報》1-1, 2-4, 4-5, 5-8, 6-7, 7-7,

8-9, 10-1, 11-2

1939~1942년은《統計年報》해당 연도판의 자료로 작성하였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全般

에 걸쳐 구인수와 취직수의 절반가량을 가사사용인이 점하고 있을 정도

로 그 비중은 압도적이었으며, (구직자수에서 상업이 앞서는 1927년,

1928년을 제외하면) 1940년까지 구인수와 구직자수, 취직자수 모두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다. 더군다나 1936년 이후로는 구인수가 구직자수를

넘어서고 그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1936년과 1937년에 구인

수가 구직자수를 넘어선 것은 가사사용인 뿐이었다.

위의 직업소개소장 宮原馨은 한 매체에서 경성의 직업소개 성적을 자

랑하며 “(1931년 3월 당시까지 보아) 성적이 가장 좋았던 작년 昭和 5년

[1930]의 구인수를 일 년 전인 昭和 4년[1929]에 비교하면 4割의 증가를

보였다. 昭和 4년은 박람회의 개최 등이 있어서 평상시 이외의 구인수가

있었던 것이지만 특별히 박람회과 같은 돌발적인 사업이 없었던 작년의

경우 4할의 증가율을 보인 것을 보면, 소개소에서 볼 때 경성의 불황은

아직 밑바닥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다”87)하고 단언하고 있지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그 증가된 구인 수는 가사사용인에 대한 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실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가사사용인 고용시장의 활성화는 언론에

서 연일 보도하고 있는 바였는데 가히 ‘어멈 全盛期’라고 부를 정도였

다.88) 고학력의 지식군들이 직업소개소로 몰려도 “문자를 해독치 못하는

87) 宮原馨, 〈職業紹介所から觀た京城生活相〉 《朝鮮及滿洲》 279, 1931. 2.

88) 《매일신보》 1929. 03. 25. 「어멈 全盛期 직업소개소 이월성적」 ; 同 1929. 06. 06.

「五月中就職紹介數는 求職者의 三割五分 취직률로는 어멈이 뎨일 량호」 ; 同 1929.

07. 05. 「求職者九百六十餘名에 就職者約三分一 칠할가량이 조선인 어멈」 ;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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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멈”들이 취직자 수의 구 할을 점령하였다 하는가 하면89), 결과적으로

직업소개소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취직률이 높아져 조선일보에서는 “조

선 사람의 사회에서는 부득이 사내는 놀고 여자는 벌이를 하여 한 집안

이 살아가는 현상을 이룬 터”라 하였으며 매일신보에서는 이것을 “女軍

萬歲 男軍不振”이라 일컬었다.90)

이에 따라 가사사용인의 알선이 직업소개소 업무의 주가 되고 다른 구

직자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일면은 노동

자가 직업소개소에 가더라도 17~18세가량의 나이가 아니면 성명도 묻지

않고 돌려보내는 등 냉정하기 짝이 없어 노동자들이 직업소개소에 가기

를 꺼려하는 지경이며, 경성부직업소개소는 일본사람의 소위 “오모니”가

아니면 “하남(下男)”외에는 다른 취직자를 보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보도

되었다.91)

2. 1930년대 ‘가사사용인’의 규모와 존재양태

각 언론들이 앞 다투어 ‘식모 전성기’를 보도할 만큼 가사사용인들은

고용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었으나, 직업소개소의 알선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들의 수는 가사사용인 전체의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였다. 특히

조선인 가정에서는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거나 먼 친척집 아이를 데려오

는 등 연고를 통한 비공식적인 경로로 가사사용인을 들이는 경우가 매우

일보》 1932. 01. 13. (석간) 「시세만난 “어멈” 구직자의 반수, 각년 12월의 통계〉」

등

89) 《조선일보》 1931. 03. 19. (석간) 「(보교이상 졸업자 육천 취업전선에서 낙오)一月

以降에도 智識群 殺到, 어멈 외에는 전부 지식군, 一,二兩月間의 調査」

90) 《조선일보》 1929. 05. 10. (석간) 「男子보다도 女子求職多數, 서울안의 현상, 어멈

의 需要로」 ; 《매일신보》 1930. 12. 06. 「十一月求職戰線偵察 어멈隊乘勢躍進 경

성부립과 화광교 두곳 조사」 ; 《동아일보》 1933. 09. 07. 「女子는 五割餘就職 男

子는 不過一二割」

91) 《동아일보》 1928. 12. 11. 「殺到하는 求職群에 冷淡한 職業紹介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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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을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 가사일을 대신 해주며 생계를 도모하고 있는 이들의 수

가 결코 적지 않음은 1930년의 國勢調査를 통해 드러났다.92) 전국에 대

대적인 직업 조사를 실시한 이 때의 國勢調査에서는 직업 대분류에서 농

업, 공업, 상업 등과 구별하여 ‘家事使用人’을 두었으며,93) 그에 속하는

소분류로 ‘주인의 세대에 거주하는 가사사용인’과 ‘통근하는 가사사용인’

의 두 가지를 두어 조사하였다.

그런데 소분류를 둔 것은 일본의 경우와 대비되는 특징이다. 일본에서

는 1920년의 제1회 국세조사 당시, ‘주인의 세대 내에 거주하는 가사사용

인’을 제외하고 ‘자신의 세대에서 통근하는 이’들만을 독립된 유업자로서

가사사용인의 분류에 넣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1930년의 조사에서는 대

분류-중분류-소분류가 단일한 ‘家事’ 항목 아래에 주인의 집에 거주하는

가사사용인들까지 포함하여 종사자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일

본 내 1930년의 ‘家事’ 종사자는 1920년의 가사사용인에 비해 1.2배 정도

증가하였다. 10년간 자연 증가가 없었고 증가분이 모두 주인 세대에 거

주하는 가사사용인을 포함한 결과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들은 통근 가사사

용인의 1/5 수준인 셈이므로, 통근하는 가사사용인 쪽이 훨씬 다수였음

을 알 수 있다.94) 조선의 국세조사에서 굳이 직업 소분류로 통근하는 가

92) 1930년에 조선에서 실시된 국세조사는 그 해 일본 ‘제국판도’ 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

로 인구를 파악한다는 일본 국세조사의 제국주의적인 취지 하에 조선에서도 일괄적으

로 행해진 것이었다. 제1회 국세조사는 1920년에 실시되었으나, 당시 조선에서는 1919

년 3.1 운동의 여파로 시행되지 못하고 임시호구조사로 대체되었다. ‘本調査’로 불리었

던 1920, 1930, 1940년의 국세조사에서는 직업 및 산업별 인구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이인 1925, 1935년에 행해진 ‘간이 국세조사’에서는 세대 및 인구에 대한 기본

사항만을 파악하고 직업 조사를 행하지 않았다. 국세조사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박명규 ․ 서호철, 2004《식민권력과 통계-조선총독부의 통계체계와 센서스》,서울대

학교 출판부. 참조.

93) 직업 대분류는 ‘1.農業 2.水産業 3.鑛業 4.工業 5.商業 6. 交通業 7.公務 ․ 自由業 8.

家事使用人 9.其他 有業者 10. 無業’으로 이루어져 있다.

94) 日本 內閣統計局, 1936 《大正九年及昭和五年國勢調査産業別人口の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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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男 女 합
28,966 91,911 120,877

연 령 별

남 여 합 총 합
0~11세 6,100 24,169 30,269

120,877

12~14세 7,687 23,866 31,553
15~19세 7,622 14,641 22,263 
20~24세 2,348 5,651 7,999
25~29세 956 3,643 4,599
30~34세 855 3,165 4,020
35~39세 686 3,095 3,781
40~44세 610 2,924 3,534
45~49세 528 2,719 3,247
50~54세 442 2,512 2,954
55~59세 374 2,106 2,480
60~64세 352 1,595 1,947
65~69세 220 1,022 1,242
70이상 186 803 989

<표 5> 1930년 전국 家事使用人의 성별 / 연령별 / 配偶關係별 인구 (단위 : 명)

사사용인과 주인집에 거주하는 가사사용인을 나눈 것은 일본과 대조적으

로 후자가 주류를 이루는 조선의 사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직업 분류의 기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1930년 12

월 27일에 발포된 內閣訓令 제3호에 준거하되, ‘조선의 특수 사정’을 가

미하여 다소 수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특히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조선의 특수 직업’인 ‘上直軍, 上直婆, 饌婆, 饌母, 饌供, 廳直’을 포함하

며, 家事 雇人으로서 그 직업이 植木職, 料理人, 자동차운전수, 抱人力車

夫, 가정교사 등과 같은 특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식되어지는 것을 제

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359. 주인의 세대에 있는 가사사용인”으로

편입시킨다는 기준을 세웠다.95) 이와 같은 국세조사의 집계로 실제 가사

사용인들의 조건별 인원수를 확인하면 <표 5>와 같았다.

95) 조선총독부, 《(昭和五年)朝鮮國勢調査報告》全鮮編. 제2권 記述報文. pp.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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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偶關係 未婚 有配偶 死別 離別 합
80,836 24,089 13,034 2,918 120,877

※ 출전 :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全鮮編

이에 따르면 조선에서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은 12만 명

을 넘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비율이 훨씬 크며, 성별에 관계없이 10세 이

하의 어린 인구가 다수를 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령구조

때문에 배우관계로는 ‘未婚’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사사용

인의 미혼 비율은 다른 대분류별 직업들과 비교해도 유독 높은 편이었

다.96)

그리고 가사사용인은 비농업 종사자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당시 조선의 산업 구조에서 농업 종사자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까닭에 전체 유업자 중에서 가사사용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4% 정

도였으나, 도시 지역에서는 이를 상회하였고 경성과 대구에서는 각각

9%, 9.4%까지 치솟았다. 특히 경성, 부산, 대구, 개성 등지에서 11세 이

하의 어린 아동이 有業者로 분류된 경우에는 80%가 넘는 인원이 가사사

용인이었다. 때문에 이들 도시에서는 11세 이하에서 女兒의 유업자 수가

男兒의 유업자 수를 훨씬 능가하고 있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아 모

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유업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과는 대조적

인 결과였다.97)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서술한 대로 농가에서 딸들이 방출

되었던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도시별로도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었다. 가령 전국 3대 도시만을 뽑

아서 보면, 경성의 경우 <표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1세 이하의 인

96) 조선총독부, 위의 책, 164쪽-165쪽.

97) 조선총독부, 《(昭和五年)朝鮮國勢調査報告》全鮮編 및 각 道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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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男 女 합
2,214 10,093 12,307

연 령 별

남 여 합 총수
0~11세          59        643 702 

12,307

12~14세        200      1,230       1,430 
15~19세        569      1,590       2,159 
20~24세        225      1,053       1,278 
25~29세        177        808 985 
30~34세        174        524 698 
35~39세        182        824       1,006 
40~44세        177        815 992 
45~49세        168        781 949 
50~54세        109        703 812 
55~59세          77        591 668 
60~64세          59        304 363 
65~69세          23        150 173 
70이상          15          77 92 

配偶關係 未婚 有配偶 死別 離別 합
4,274 4,511 2,947 575 12,307

<표 6> 1930년 경성부 家事使用人의 성별/ 연령별/ 配偶關係별 인구 (단위 : 명)

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35세 이상의 연령에서 그 이하의 연령 인구보다

다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M자형의 연령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배우관계의 양상도 다른 지역과는 상이하여 혼인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미혼 인구보다 많은 것이 눈에 띈다. 또한 각각 2,347명과 575명

이라는 사 ․ 이별 인구의 수는 경성 전체 유업자 중 사별한 인구의

30%, 이별한 인구의 20%를 점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들이 두터운

4~50대 연령층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 출전 :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道編. 제1권 경기도.

평양에서는 전체 가사사용인 1,044명 중에 통근하는 가사사용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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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女 合
조선인 28,298 88,453 116,751
일본인 145 3,391 3,536
臺灣 ․ 華太 ․ 南洋人 0 0 0
중화민국인 523 66 589
기타 외국인 0 1 1

총합 28,966 91,911 120,877

<표 7> 1930년 家事使用人의 민족별 인구 (단위 : 명)

가 71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면 다소 많은 편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조

선에서 가사사용인의 절대 다수는 주인의 집에 거주하였고, 통근하는 가

사사용인의 수는 총 3,019명으로 대략 전체의 2% 정도였다.

그리고 도시 인구에서 재조일본인들의 비율이 높은 부산에서는 전체

가사사용인 중 일본인의 비중이 30%에 달했는데,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었다. 경성만 하더라도, 1911년에 이미 993명이었던 일

본인 하녀가 1930년에 1,099명에 그쳤다. 이 기간 동안 채 5만이 되지 않

던 경성의 재조일본인의 수가 2배 이상 늘어 10만을 넘어서게 된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의 증가폭이었다.98) 따라서 2장 1절에서 서술한 대

로 늘어난 일본인 가정의 수요를 채운 것은 조선인 가사사용인들이었을

것이다. 일본인 가정에서는 일본인 하녀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초반과는 완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조선 전체에서 가사사용인들의 민족별 구성을 <표7>에서 살펴보아도,

역시 조선인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이며 노동의 성격이 비슷할 것이라고

짐작되는 일본인 여성이나 중국인 여성은 훨씬 소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출전 :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全鮮編

98) 1911년 《통계연보》에서 보이는 경성 거주 일본인의 수는 46,061명이며, 1930년

《국세조사보고》에서 보이는 경성 거주 일본인의 수는 105,63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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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적인 규모와 구별되는 질적인 측면에서 실제 가사사용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근대적 고용관계’라고 부르기 힘든 점이 많았다. 우선 일

정한 수준의 급료가 보장이 되지 않았다. 가사사용인들은 일 년을 쉬지

않고 일했지만 1930년대 중반까지도 여염집에서 주는 급료는 한 달에 3,

4원 수준이었으며, 그나마도 어른의 경우에는 이렇게 급료를 주지만 어

린 여자아이를 데려온 경우에는 의복과 음식만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었

다.99) 이 3,4원이라는 급료는 당시 시세에 비추어 봐도 극히 저렴한 수준

이었다. 비슷한 시기 여자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과 비교해보면, 煙草工場

女職工이 6원~25원, 精米會社 女職工이 10원~30원을 받았다고 하며,100)

1931년 6월에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하여 당

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방직 공장의 여자 성년공의 하루 평균 임금

이 41전 정도로 한 달 28일을 꼬박 일한다고 하면 11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다.101) ‘데파트 걸’, ‘엘레베타 걸’, ‘전화교환수’, ‘버스걸’과 같이

근대에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직 여성의 경우에는 비교적 더 많은 한 달

20~30원 가량을 받았다.102)

이 시기 가사사용인에 대한 기사는 절도에 관한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

하는데, 이들에 대한 급료가 이처럼 지나치게 낮은 것도 한 가지 원인이

었을 것이다. 도둑질하는 물건은 청소 중에 손에 넣은 현금 십 원일 수

도 있었고,103) 값비싼 귀금속이나 드물게는 토지 문서인 경우도 있었

다.104) 집에서 하인을 많이 부린다는 한 귀족 부인은 일간지와의 인터뷰

99) 《조선중앙일보》 1936. 04. 03. 「가혹! 한 달에 한번쯤은 식모에게도 노는 날을 주

자(上)」

100) 《삼천리》 1931.12.「서울 職業婦人의 報酬」

101)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1933 《工場及鑛山に於ける勞働狀況調査》

102) 강이수, 2004, 앞의 논문

103) 《중외일보》 1929. 10. 10. 「盜賊질한 어멈」 ; 《동아일보》 1929. 10. 11. 「十圓

훔친 어멈」

104) 《조선일보》 1932. 06. 15. 「엄청난 “안잠자기” 주인집 토지 증서를 훔쳐 잡히려

다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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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히 서울 하인들은 「훔친다」는 것이 일종의 副業이 되어 있다

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하인들의 보수가 일반으로 적은

탓도 영향이 되겠지만은…”하고 불평하기도 하였다.105)

또한 계약이나 업무도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고용주의 자

의적인 판단에 따라 쫓겨날 수 있었다. 까다로운 가정에 가면 애꿎은 책

임이나 누명을 쓰고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인집 식구가 유행병에 걸

리기만 해도 “정결치 못한 어멈 탓”이라고 쫓겨났다. 쫓겨나는 시기는

대개 가사사용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따뜻한 봄철이 많았으므로 이

리저리 구하러 다니다가 결국 못 구하게 되면 떠나온 고향으로 다시 발

을 돌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106)

무엇보다 이 일은 사적인 공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특성

상, 고용 관계로 맺어진 직업인으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주인집 남자에게 성적인 착취를 당하는 것은 빈번한 일이었고,107) 고용

주 측에서 신분차별적인 대우를 함으로써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계속 되

었다.108)

가사사용인과 고용주 관계의 점진적인 변화와 그에 더해지는 갈등은

상호간의 호칭에서도 나타난다. 1934년 8월 28일자 신문에는 가사사용인

105) 《중외일보》 1930. 01. 15. 「<이것만은 그만두어주엇스면> 남의 집사는 녀성들의

반듯시 고처야할 몃가지 버릇-某 귀족 미망인 洪氏 談」

106)《동아일보》 1928. 03. 15. 「朝鮮 어멈 (三) 깨여진 都會憧憬夢 離婚女子도 多數」

107)《조선일보》 1927. 05. 28. 「<가정부인> 안잠자기와 계집하인의 뎡조를 보호하자-

이런 추행은 상류가정에 흔하다」 ; 《매일신보》 1931. 07. 18. 「젊은 主人과 密交

孕胎한 어멈 오도가도못해 자살을 도모」

108) 당하는 입장에서는 “가난이 죄라” 남의 집 살림을 한다고 한탄하면서도 구시대적인

대우를 마냥 참아 주지만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어느 귀족 부인집의 ‘안잠자기’는

같은 기사에서 아직도 스스로가 양반이라고 일컫는 집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대를 하

므로 마음이 상한다고 하는가 하면, 어린 주인집 여자의 폭언과 폭행으로 싸움이 나

자, 빚을 내어 진단서를 끊은 뒤 상해죄로 고소한 행랑어멈도 있었다. 《중외일보》

1930. 01. 15. 「<이것만은 그만두어주엇스면> 사람을 돈으로 부리지말고 인정으로

대해주엇스면 - 안잠자기 金姓女氏 談」 ; 《조선일보》 1935. 10. 30. (석간) 「主婦

와 어멈이 싸우고 고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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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어멈’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논설이 등장하는데,109) ‘어멈’을

대체해 간 것이 바로 ‘食母’라는 말이었다.110) 실제로 1930년대 초까지는

신문기사 상에서 ‘어멈’ 호칭의 사용이 압도적이나 그 이후 食母 호칭의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1935-36년 무렵부터는 가사사용인을 부르는 말로

食母가 다수를 점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1940년까지도 “하인이 주

인을 부를 때는 ‘마나님’ ‘아씨’ ‘나리’ ‘서방님’의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

고 여길 정도로 인식의 변화는 더딘 것이었다.111)

1920년대 후반부터는 조선인 여성들이 일본인 가정에서 가사사용인으

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겨났다. 일본인 가정

으로 가는 조선인 여성들 중 대강이라도 일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

람은 25%정도였으며 나머지는 일본어를 전혀 몰라서 처음 한 두 달간은

말을 익히는데 고생하고 결국 단기간에 쫓겨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 밖에도 다다미방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것, 음식 만드는 방법이 다른

것, 손님의 접대 및 안내 일 등이 몇 달간의 적응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

다.1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사용인 구직자들 대부분이 조선인 가정보다는

일본인 가정으로 가기를 원했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임금의 차이가

큰 것을 들 수 있었다. 다시《통계연보》의 賃銀調査에 나타나는 하인

임금을 살펴보면, 조선인보다 일본인의 임금이 높은 가운데, 각 도시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값이 정액화되어 일본인 하녀

의 임금은 한 달 15원, 조선인 하녀의 임금은 7,8원 정도로 매겨지는 것

109)《조선중앙일보》 1934. 08. 28. 「허구 많은 말에 “어멈”이라고 부르지 맙시다(下) -

불으는 사람은 교양업서보이고 듯는 사람은 긔분이 낫븝니다」

110)《매일신보》 1938. 04. 07. 「식모問題」 기사에서 “옛날과 달러서 지금은 식모도

다른 직업부인과 독갓흔 지위에 잇다하겟스니 명칭부터도 하인, 안잠자기 혹은 부리

는 사람 또는 어멈이라고 하지안코 식모라고 하게 되엇슴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111) 〈食母를 토론하는 座談會〉, 《女性》 1940. 01.

112) 《동아일보》 1928. 03. 14. 「朝鮮 어멈 (二) 中産階級筆頭로 貴族沒落의 吊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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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다.113) 그런데 이것은 일본인 가정에서 주는 급료의 경우에

한정해 조사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문에 따르면 조선인 가정은 매월

2~3원 정도의 급료가 보통이고 많아야 5~6원을 넘지 못하지만, 일본인

가정에서는 7~8원이상 받을 수 있고 일본말을 잘한다면 초급에도 10

원~13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임금 차이가 2배 이상 나는데다가 ‘체면상의 문제’라는 것도 거

론이 되었다. 본래 중류계급에 속했으나 경제적 궁핍을 못 이겨 고향을

떠나 서울까지 올라온 많은 구직자들이 “엇그제까지 자긔도 행랑어멈을

부리고 안잠자기를 두고 지내든 사람이 아모리 재산이 업서젓다 할지라

도 말 알고 풍속가튼 조선사람의 집에 가는 것이 더욱 창피하다하야 ‘나

는 일본사람의 집이 아니면 안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으며, 간혹 귀족집

출신 부인들도 보이는데 이들은 “진고개 부근에서도 뎨일 구석진 곳을

가리어달라”고 부탁하곤 한다는 것이다.114) 조선인 가정에서 가사사용인

을 하대한다는 기사가 종종 나는 것을 보았을 때 조선인들이 같은 조선

인 가정에서 신분차별적 대우를 더 강하게 느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115) 그 결과 일본인 가정에서는 가사사용인을 골라갈 수 있을 정도

였다. 경성인사상담소를 찾았던 기자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싸구려 싸구려 멋대로 골라잡아

이 사이에는 구직하는 어멈의 수효가 하도 만흔관계로 일본 사람들은 마음

대로 골라잡는 현상인데 긔자가 인사상담소를 방문하얏든 때에 잠간 본것만

으로도 그네들이 조선어멈을 어떠케 취급하는가를 가히 엿볼수잇섯다 십여명

113) 《통계연보》 각 연도판.

114) 《동아일보》 1928. 03. 14. 「朝鮮 어멈 (二) 中産階級筆頭로 貴族沒落의 吊種」

115) 《동아일보》 1928. 05. 03. 「조선가뎡의 고용대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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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都會가 그리는 漫畵風

景(文畵 崔永秀) 진고개」

《동아일보》1933. 09. 10.

의 어멈이 늘어안진 곳에 나타난 일본남녀....혹은“이것들가운대에는 마음에맛

는것이업는걸요”하며 사무원에게 다시 부탁하는 사람도 잇섯고 어떠한 녀자

는“마리자리아라잇소? 이리자리하루거시오”하는 반벙어리소리를 하야가며 이

사람 저사람의 엇개를 치고다니는 호걸스러운 긔풍을 가진 “오가미상”도 잇

섯다 이리하야 조선랑자 조선 옷에 일본버선 “게다”라는 긔형뎍(畸形的)“스타

일”의 조선어멈이 하로이틀 그 수효가 늘어갈뿐이라 한다116)

이렇듯 일본인 가정에서 가사사용인으로 일하는 조선인 여성들이 늘면

서 “진고개의 ‘오모니’”는 당시 사회상의 하나가 되었다.(<그림1>) “치마

저고리에 게다짝을 끌면서 ‘옥상(奧さん : 부인)’ 꽁문이를 쫓어다니는 모

양은 우습기도 하려니와 悲痛한 쇼크를 받”는다는 만평 화가의 말처럼,

진고개의 ‘오모니’들은 그들을 지켜보는 경성의 조선인들에게 민족적 위

116) 《동아일보》 1928. 03. 14. 「朝鮮 어멈 (二) 中産階級筆頭로 貴族沒落의 吊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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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인한 불편한 감상을 심어주는 것이었다.117)

그리고 고용주와 가사사용인 간에 남아있던 신분적 차별 관계는 일본

인 가정에서 민족적 멸시와 차별로 쉽게 치환되었다. 가령 1930년대 초

에 조선헌병대사령부에서 조사한 일본인의 조선인 차별 사례 중에는 가

사사용인에 대한 것도 몇 가지 실려 있었다. 조선인 소녀가 실수로 1원

정도의 기구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무급으로 일을 시켰다던가,

조선인 가사사용인을 일본인 가사사용인과 차별하여 밥도 부엌에서 먹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긴 것을 주었다던가, 주인의 옷을 개어놓은

가사사용인에게 조선인의 불결한 손으로 옷에 손을 댔다고 화를 내는 등

의 사례가 보고되었다.118)

또, 해방 이후에 식민지기에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대체로 중상류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

였으며 35명 중 26명이 조선인 가사사용인을 고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인은 그 가사사용인들이 어떤 인물인지에 관심이 없었고

“‘오모니’는 ‘인격이 없는 도구, 로봇과 같은 존재’”였다고 답하기도 하였

다.119) 게다가 소학교 5학년 시절 경성으로 건너갔다는 한 일본인 여성

은 “대부분의 일본인 가정에서 조선 여성[오모니]을 가사 도우미로 고용

했는데 눈에 잘 띄는 곳에 일부러 약간의 돈을 놓아두고 청소를 시킨 다

음, 돈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으면 고용했다”고 회상했다.120)

이처럼 고용조건이 열악한 직업임에도 조선인 여성들이 이 일에 몰렸

던 것은 비농업적 직업에 종사할 수 있을만한 기회가 매우 한정적이었기

117) 《동아일보》 1933. 09. 10. 「都會가 그리는 漫畵風景(文畵 崔永秀) 진고개」

118) 朝鮮憲兵隊司令部, 1934 《(朝鮮同胞に對する)內地人反省資錄》

119) 井黑美佳, 1985 〈植民地體驗を省みて〉 미발표 논문 29쪽~31쪽. (다카사키 소지,

이규수 역, 2006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역사비평사. 175쪽에서 재인용)

120) 松岡洋子, 1975 〈朝鮮と私〉　《季刊 三千里》 여름호. 16쪽 (다카사키 소지, 위의

책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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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0,779 9,619 10,496 14,461 15,082 17,465 19,040 21,678 25,695 26,896 

<표 8> 1920~1940년 여성 공장종업자의 수 (단위 : 명)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 경제가 피폐해짐에 따라 농촌이

출인구가 증가하고 조선에서도 일정수준의 도시화를 겪고 있었으나, 그

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은 조성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920년대 중반부터 식민지 조선에서 도시빈민문제 및 실업문제가 심각하

게 대두되고, 도시 하층민들 대개가 날품팔이 직종 등을 전전하며 불안

한 생활을 영위했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이미 언급된 바가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가사서비스노동에 소요되었던 여성 노동력을 흡수해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장 노동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공업화 정도

가 미진하여 공장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희소한 것이었다. 1932년

에 일본의 공장종업자수는 17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2%를 차지하였

으나 조선의 경우 그보다 공업의 기계화가 덜 이루어져 노동력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종업자가 11만 650명에 그쳐 전체 인구의 0.56%

만을 차지하고 있었다.121) 반면에 조선에서 고용을 필요로 하는 ‘半農半

勞者’나 ‘失業及遊民’은 1920년대 후반에 이미 각 각 987,778명과 97,332

명에 달한다고 파악되었다.122) 이러한 노동 공급의 과잉 상태로 인해, 공

장의 여공 모집 공고에 모집 인원을 10배~20배씩 초과하여 구직자가 몰

려들었던 사정은 조선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30년대까지도 변하지

않았다.123) 실제 일제 하 공장노동자들 중 여성의 수를 확인해 보면 다

음의 표와 같은 추이를 보인다.

121) 이여성 ․ 김세용, 1935,《數字朝鮮硏究》第5輯, 世光社, 37쪽.

122) 이여성 ․ 김세용, 1932,《數字朝鮮硏究》第2輯, 世光社, 67쪽.

123) 《동아일보》 1933. 07. 30 「十名 募集에 志願 二百餘」 ; 同, 1933. 10. 28 「二百

名 女職工募集에 志願 二千名 超過」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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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29,569 29,472 30,716 34,726 39,960 48,668 55,161 59,129 65,104 76,550 
1940

82,047

※ 비고 : 종업자란 직원과 직공을 포함하는 말이며, 상시 직공 5인 이상을 사

용하는 공장에 한해서 조사가 실시되었다.

※ 출전 : 《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 연도판

193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고는 있지만, 전체 여성 인구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이것을 가사사용인의 인구와 비

교해보면, 1930년 당시 가사사용인 중 여성의 수가 91,911명, 1940년에

128,135명이었으므로 일제 식민지기 내내 여성 공장노동자의 수는 가사

사용인의 수에 훨씬 못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일본의 경우와도 대비되는 것이었다. 일본의 여성 비농업

직 순위에서 가사사용인은 1910년대에는 상업적 직업에 밀려 2위를 차지

하고, 1920~30년대에는 섬유 공업 노동자에도 추월당하여 3위에 머물렀

다.124) 또한 조선에서 직업소개소 구인수와 구직수의 54%여를 가사사용

인이 점했던 1932년 말에 일본의 직업소개소에서는 방직여공의 구인수가

구직자수를 1.5배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125)

결과적으로, 1910년대 말까지 농업 종사자의 수가 90%에 가까운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 조선에서 농업 종사자의 비중

은 서서히 줄어들어 1940년이 되면 80%까지 감소되었고, 그 동안에 광

공업 종사자가 급증하기는 하였으나 최고 6% 정도로 아직 전체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꾸준히 5~7%대에 머물러 있던 상업 및 운

124) Konoske Odaka, 앞의 논문.

125) 齋藤衛, 〈職業紹介所から見たる求職の實情〉 《朝鮮社會事業》 제11권 1월호.

193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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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종사자의 증가폭도 미미한 가운데, 가사사용인과 잡업 노동으로 이

루어진 ‘기타 유업자’의 증가폭만이 비농업 인구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126) 결국 농업노동을 제외하면 조선 여성들이 자신의 생계나 가족

경제의 재생산을 위해 택할 수 있는 길은 가사사용인이나 비공식적인 취

업 형태가 대다수였다고 할 수 있다.127) 특히 대개 교육을 받지 못한 농

촌 출신 여성들이었던 가사사용인들의 처지는 숙식만을 제공받고도 일을

해야 하고 식모로 들어가기 위해 자식을 버리기도 하는 등128) 절박한 것

이었다.

또, 여성노동력의 기반이 불안했던 것은 이 시기부터 시작된 ‘공-사 구

분 이데올로기’ 속에서 노동시장이 구조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곧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 ‘공적 영역’인 노동 공간이 분리되는 변화를 겪으

며 집 밖의 노동만이 인정받는 가운데, 여성의 노동은 가장 근대화가 더

디게 일어나는 부문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었다. 가사사용인은 대표적인

여성 취업 노동이라 할 수 있었지만, 이 또한 ‘사적 영역’에 소요되는 것

이었으므로,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내해야만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1930년대 중후반 종연방적, 동양방적 등 일본 독점대자본이 조

선에 진출하면서 이러한 국면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 방직공업 부문에서

126) 허수열, 1992 〈일제하 조선의 산업구조-고용기준 분석을 중심으로〉 《국사관논

총》 제36집.

127) 당시 소설에서도 절박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가사사용인이나 비공식적인 직업으

로 내몰리는 여성들이 등장하여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1938년 매일신보에 연

재된 한 소설에서는 고무 공장을 다니다가 나와 식모살이를 하던 주인공이 그 일도

더 못하게 되자 갈 길을 잃고 고민하다가 주점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는 내용이 나온

다. 진우촌, 〈식모〉(윤진현 엮음, 2006《(진우천 전집)구가정의 끝날》, 다인아트) 또

손과 발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농촌 아낙이 절름발이를 이끌고 식모살이라도 하겠다고

경성에 올라와 직업소개소를 찾아온 이야기도 보인다. 장덕조,〈젋은안해와 식모〉

《매일신보》1940. 01. 05

128) 《동아일보》 1933. 07. 13. 「밥대신 버린 子息」 ; 同, 1935. 07. 16. 「求職에 防害

되는 두 子息을 遺棄」 ; 《매일신보》 1935. 07. 16. 「어린 딸 兄弟를 街頭에 遺棄

자식둘로 식모도 할 수 업다고 버림바든 안해의 짓」 ; 《동아일보》 1939. 08. 23.

「乳兒땀에 食母못돼 남의집 門前에 棄兒」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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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공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1936-37년 사이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

다.129) 이것은 직업소개소에서 가사사용인에 대한 구인수가 구직수를 초

과하게 되는 시점 및 일본인 가정으로 가사사용인들이 몰림에 따라 조선

인 가정에서 ‘식모난’을 겪게 되는 시점과도 맞물리는 것이었다.130) 즉

대자본의 진출이 큰 규모의 기계제 공장을 설립하고 저렴한 미숙련 노동

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면서, 여성노동력이 일정 부분 ‘공적 영역’으로 수

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여

성 노동력 활용에 주목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다.131)

그러나 이것은 고식적인 측면이 있었고, 보다 본격적으로 ‘여성 노동의

공적 활용’이 모색되는 것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전시체제기 이후였다.

이후 일본 독점 자본의 이윤 추구는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으로 군수 공

업이 발흥하면서 국가권력과 결합하여 더욱 극단적으로 나아갔다.

129) 강이수, 2011, 《한국 근현대 여성노동 : 변화와 정체성》, 문화과학사. 23쪽-32쪽.

130) 《매일신보》 1937. 11. 13. 「점차구하기 힘드는식모 금년은 더욱 구하기 어려워-

“오마니”와 “식모”의 구별은 월급의 차별문에 생긴다 (경성부직업소개소장 談)」 ;

《동아일보》 1937. 11. 28. 「南村엔 食母 인풀레-本町署管內에만 二千四百名, 北村

엔 食母難의 頭痛」

131) 朝倉昇, 〈朝鮮の勞動資源問題〉　《朝鮮行政》 ,193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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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전시체제기 여성노동력 동원과 ‘家事使用人’ 억제

가사사용인이라는 직업군이 통치 권력과 맺는 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가

사사용인을 위시한 당시 여성노동력을 규정하는 주요 조건을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시체제기의 정책 변화를 통해 그 성격

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기 내내 임시사업으로, 혹은 일상 행정 업무로 한

반도와 조선 사회에 대해 광범한 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일본의 식민지

배는 그러한 조사에 기반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통계조사가 양적으

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연원이 1907년에 간행한 『통감부통계연보』

까지 올라가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는 매해 행정기구의 통계 보고들

을 종합한 것으로서 국가 행정 업무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施政의 성과

를 과시하는 자료로서의 성격이 강한 조선총독부 통계조사의 특징을 가

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었다.132) 그런데 이『통계연보』에서는 ‘現住戶口’

를 기준으로 산업별 종사자수를 매년 파악하면서, ① 농림 및 목축업 ②

어업 및 제염 ③ 공업 ④ 상업 및 교통업 ⑤ 공무 및 자유업 ⑥ 기타 有

業者 ⑦ 무직업 및 未申告의 7종으로만 나누고 ‘가사사용인’을 따로 분류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직업조사를 행하게 되는 1930년

『국세조사』 이전에는 가사사용인이 양적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

다.

정책상의 고려사항이 되지 못했던 ‘가사사용인’이라는 집단이 처음으로

통치 당국의 눈에 포착이 되기 시작하는 것은 앞서 서술한대로 1920년대

후반부터 인사상담소 및 직업소개소의 소개 성적에서 ‘호내사용인’, 곧

식모 알선 성적이 크게 두드러지면서부터였다.

132) 박명규 ․ 서호철, 앞의 책. 1쪽~2쪽, 39쪽~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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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조선총독부가 경성직업상담소를 필두로 종래 인사상담소 기능의

일부였던 직업 소개의 기능을 독립시켜 공영의 직업소개소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직업 소개 사업이 단순

한 실업 구제나 防貧 사업의 성격을 넘어 노동력 수급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기 시작한 것이다.133) 조선총독부는 “조선 내의 산미증식계획에 따

라 수리개간공사 외 治水, 철도, 항만 및 水電공사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

가 발흥해서 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직업소개기관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 내 노동자의 수급관계가 원

활하게 행해지지 못하는 恨이 있다”는 이유를 표방하여 직업 소개 사업

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곧 1927년 1월부터 조선 노동자의 승차 운임의

할인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에 총독부 사회과에 직원을 增置하여 조선

내 노동자의 과부족을 조사하고 각 道에 연락하여 소개사업에 착수하게

하였으며, 다시 그 이듬해에 지방청에도 ‘노동자소개및보호지도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늘리고 각 지방의 공설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건축비와

경상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134)

초기에는 이 무렵 크게 문제가 되고 있었던 조선인의 일본으로의 도항

을 막기 위한 목적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內地로의 도항을 무리하게

막을 것이 아니라, 구미와 일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직업소개사업

의 綱을 조선 내에도 완성하여 해결하자는 여론이 있었고,135) 이미 1927

년 9월부터 조선총독부 사회과 직영의 부산출장원 사무소가 생겨서 총독

부 직원이 부산 부두에 주재하면서 “內地漫然渡航者”에게 조선 내 취업

을 알선하도록 조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133) 홍순권, 앞의 논문

134) 〈昭和二年中職業紹介成績〉 《朝鮮社會事業》 제6권 제9호 1928. 9.

135) 〈渡航防止を撤廢し速に職業紹介綱を完成せよ(釜山 權穆)-當面の問題(3)〉 《新

民》 (《朝鮮思想通信》 제21집 제561호. 192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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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선을 粗工業 지대로 위치지어, 일본과 조선, 만주를 한 경제

블록으로 결합하고자 ‘조선공업화’를 내세우게 되는 1930년대로 이행하면

서 당국의 노무 수급에 대한 관여는 보다 강화되어 갔다.

1927년 당시 日傭紹介를 취급하는 소개소는 총독부 직영의 부산출장소

와 府에서 운영하는 4개소, 경찰서 16개소, 사설소개소 7개소가 있었고,

一般紹介를 취급하는 것으로는 府 운영의 5개소, 경찰서 18개소, 사설 10

개소가 있었다.136) 즉 초기에는 관에서 운영하는 소개소의 숫자가 적고

이 업무를 부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찰서나 사설 소개소에 다소 의존

하고 있었던 것인데, 공설 직업소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꾸준히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점차로 직업소개업무가 관공립 직업소개소 중심

으로 개편되었다.137) 조선총독부는 이들 직업소개소를 통해 1928~1934년

熊本縣 鹿本郡으로의 농업노동자소개, 1931~1933년 窮民救濟土木事業,

1932~1934년의 時局應急救濟工事, 1934년부터의 노동자이동소개사업 등

136) 〈昭和二年中職業紹介成績〉, 위의 책.

직업소개소명 소재지 경영주체 직원수 개시전임 겸임 계
경성부직업소개소 경성부 경성부 16 1 17 1922.08.01.
인천부직업소개소 인천부 인천부 2 0 2 1932.01.09.
화광교원직업소개소 경성부 재단법인

화광교원 3 2 5 1911.12.01.

경성구호회직업소개소 경성부 재단법인
경성구호회 4 0 4 1913.07.07.

군산부직업소개소 군산부 군산부 2 1 3 1935.08.01.
목포부직업소개소 목포부 목포부 2 0 2 1936.06.01.
대구부직업소개소 대구부 대구부 5 1 6 1928.05.01.
부산부직업소개소 부산부 부산부 13 0 13 1923.08.04.
평양부직업소개소 평양부 평양부 9 0 9 1922.04.01.
신의주부직업소개소 신의주부 신의주부 2 1 3 1928.12.01.
선천읍직업소개소 선천읍 선천읍 0 1 1 1929.03.20.
함흥부직업소개소 함흥부 함흥부 4 0 4 1930.10.01.
 비고 : 부, 읍립 직업소개소 10개소,  사립직업소개소 2개소
137) 1938년의 직업소개소 현황은 이와 같다. (《조사월보》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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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하였다.138) 이중 특히 노동자이동소개사업은 남부의 과잉 노동력

을 조선 북부의 장진강 水電공사, 간도성 철도공사, 만포선철도공사, 나

진만철공사, 함흥탄광, 영안탄광, 용현탄광, 고무산조선시멘트공장건설공

사 등 대규모 토목공사 및 탄광에 투여하고자 한 것으로 ‘官斡旋’ 노동력

징발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었다.139)

그러나 1930년대 후반까지도 직업소개소 사업의 일반 소개에 있어서는

당국의 이러한 의도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 앞서 <표4>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개사업에 있어서 광공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

중은 꾸준히 늘기는 했으나 비교적 미미했고, 이것은 전시체제기에 직업

소개소가 노동력 징발을 위해 국영으로 재편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

을 맞이하는 때 이전까지 계속된 상황이었다.

부산직업소개소의 주임이었던 水津正雄은 이 때의 상황에 대해 “조선

의 직업소개소는 ‘무통제, 무권위, 또 비과학적, 고식적인 존재’이다”라고

단언하면서, 전반에 통하는 법규가 없고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은 전문

적인 지식이 없으며 기설 공사립 십수개소의 직업소개소 간에 연락이나

통제가 없는데다가 심하게는 이름만 있고 실제 하는 일이 없는 곳조차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고 있다.140) 그리고 그 3년 뒤에 경성부 직업소개

소를 방문했던 익명의 필자 또한 “(인사상담소가) 황금정으로 이관하여

지금의 이름으로(직업소개소로) 불리더라도 60만 大京城의 것으로서는

다소 빈약하고 음울하여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이다. 단순히 실

직자 소개나 빈민 구제가 아닌 부업 장려기관, 사무원 및 노동자의 양성

소가 되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그 설비를 충실히 할 것을 건의하기도

138) 近現代資料刊行會, 2005 (戰前 ․ 戰中期アジア硏究資料 1) 《植民地社會事業關係資

料集 朝鮮編》21. 116쪽~251쪽.

139) 이상의, 앞의 책, 121쪽~122쪽.

140) 水津正雄,〈職業紹介所の現況及將來に對する希望〉 《朝鮮社會事業》 제11권 10월

호. 1933.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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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41)

이처럼 직업 소개 업무가 일관된 업무 체계나 기준 없이 고식적으로

운영되는 속에서 각 직업소개소는 정책의 취지상 본말을 뒤바꾸어 수요

와 공급이 용이한 ‘식모, 下男 알선’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며, 이들을 기관

의 직업 소개 성적을 선전하는 데 이용할 따름이었던 것이다. 식모 알선

에 집중한 것이 의도치 않은 우연한 결과임을 생각하면, 가사사용인에

대한 통치 당국의 입장은 일관되게 무관심과 무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었

다.

이 같은 상황이 급변하게 된 계기는 중일 전쟁의 발발이었다. 본격적

인 전시체제기에 돌입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전면적인 국가 통

제와 동원이 도모되기 시작하자 사정은 달라졌다. 그 이전까지는 가사사

용인을 쓰는 것에 대한 여론도 특별히 나쁘지 않아서, 청주의 애국부인

회조선본부 隣保舘에서 풍수해 이재민 구제 사업의 하나로 경성부내의

가정에 식모로 취직하는 것을 알선하려 한 사례가 있을 정도였다.142) 그

러나 1938년 무렵부터는 당국으로부터 식모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143)

그럼에도 식모에 대한 수요가 줄기는커녕 직업소개소 문 앞에서 식모

쟁탈전까지 벌어질 정도였으며144), 실제 가사사용인의 수도 1940년 국세

141) 一訪問者, 〈京城府職業紹介所雜感〉 《朝鮮及滿洲》 349, 1936. 12.

142) 《매일신보》 1936. 12. 09. 「愛婦忠北支部서 食母希望者幹旋」

143) 식모폐지론도 시기에 따라 그 강조점을 바꿔가며 전시체제기 담론을 반영하였다.

전시체제기 이전에는 新女性에 대한 비판이나 육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몽적’ 논

설 등으로 간혹 나타났으며, 전시체제기 경제 개편 이후에는 ‘규모있는 생활의 신체

제’를 강조하는 가정생활 개편 논의에서 빈번히 등장하였다. 그리고 전시 말기에는 가

정 부인들을 ‘총후’를 지키는 전사들에 비유하는 수사법을 더해 식모의 폐지를 역설하

는 식이었다. 그 자세한 내용 및 맥락에 대해서는 추후를 기약하고 이 글에서는 서술

하지 않기로 한다.

144) 《조선일보》 1938. 12. 21. 「主客顚倒의 奇現象, 食母의 爭奪戰激烈」 ; 《매일신

보》 1939. 07. 08. 「一人一言 - 食母饑饉 (洪善杓)」 ; 同 1940. 05. 03. 「食母도 求

得難-둘 수도 안 둘 수도 없는 두통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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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일본인 합
1930년의 

조선인+일본인
증감 증감비

男 40,041 162 40,203       28,443      11,760    1.41 
女 123,991 4,144 128,135        91,844      36,291    1.40 

合 計 164,032 4,306 168,338      120,287      48,051    1.40 
남자유업자 6353686 232134 6,585,820     6,370,859 214,961    1.03 
여자유업자 2560155 50565 2,610,720    3,320,936 - 710,216    0.79 
유업자 합 8913841 282699 9,196,540 9,691,795 - 495,255    0.95 
남자 인구 11,839,295 374,011 12,213,306 10,684,855 1,528,451    1.14 
여자 인구 11,708,170 333,326 12,041,496 10,280,269 1,761,227   1.17 

총인구 23,547,465 707,337 24,254,802 20,965,124 3,289,678 1.16 

<표 9> 1940년 가사사용인의 성별 / 민족별 종사자 수와 증감 비교 (단위 : 명)

조사에서 168,6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10년 전에 비해 48,051명,

즉 1.4배 정도 늘어나 있었다. 이것은 총인구의 증가가 1.16배에 그쳤던

것, 그리고 여성 유업자의 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

히 큰 증가 수치였다.145) (<표9>)

※ 출전 : 朝鮮總督府, 《(昭和五年)朝鮮國勢調査報告》, 《(昭和十五年)朝鮮國勢

調査報告》를 토대로 작성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압도적인 직업인 사실

은 변함이 없었다. 다만 당시 《국세조사보고》에 나타나는 家事業 종사

자의 수를 이용해 연령 분포를 유추해 보면 1930년과는 조금 다른 특징

이 나타난다.146) 곧 11세 이하의 어린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졌으나, 미

145) 1940년 국세조사에서 나타난 여성 유업자 감소에 관해서는 이견들이 있다. 허수열,

앞의 논문과 각주 4)의 연구를 참조.

146) 1940년도 《국세조사》는 현재 그 요약본만이 전하고 있으므로 1930년도 판과 같이

직업별 상세 인구를 알 수 없다. 다만 요약본에서 산업별 분류에 따른 연령별, 배우관

계별 인구를 싣고 있으며, 이 중 ‘家事業’으로 분류된 이들이 있다. 가사업 종사자는

172,813명으로 가사사용인 인구와 4,475명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가사업 종사자 중

직업이 ‘접객자’로 분류된 인구가 상당수(남 3503명, 여7936명. 합계 11,439명)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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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인구의 비중은 더욱 월등해졌음을 알 수 있다.(<표 10>)

남 여 합 총 수

연령별

0세~11세 5,057 28,624 33,681

 172,812 

12~14세 8,514 42,274 50,788

15~19세 10,430 26,521 36,951

20~24세 3,415 8,356 11,771

25~29세 1,986 5,515 7,501

30~34세 1,261 3,970 5,231

35~39세 1,015 3,308 4,323

40~44세 1,029 3,435 4,464

45~49세 1,044 3,606 4,650

50~54세 1,002 3,387 4,389

55~59세 871 2,791 3,662

60~64세 615 1,926 2,541

65~69세 374 1,183 1,557

70세이상 353 950 1,303

配偶關係
未婚 有配偶 死․離別 합

124,996 24,004 23,812 172,812

<표 10> 1940년 가사업 종사자의 연령별 / 배우관계별 인구 (단위 : 명)

※ 출전 : 朝鮮總督府, 《(昭和十五年)朝鮮國勢調査報告》

10대~20대 미혼 인구는 전시체제기 노동력 동원의 핵심 연령층이기도

했으므로, 이러한 큰 규모의 인원이 戰時에 “不要不急”한 가사사용인으

로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제 당국에 크게 문제시될 수 있었다. 따라

서 조선총독부는 이 시기에 와서 그동안의 방관적인 태도를 일변하여 최

대한 가사사용인으로의 고용을 억제하고자 하게 된 것이다.

기 때문이다. 이들은 숙박업소 등에서 일하는 하녀 등이 아닐까 생각되며 대체로 보

아 가사업 종사자와 가사사용인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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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의한 전시체제기 노동력 동원은 중일전쟁기와 태평양전쟁기로

대별할 수 있다. 중일전쟁기는 대륙침략을 위한 戰時統制經濟를 본격적

으로 가동하는 한편, 국가총동원계획을 수립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통

제와 동원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해 나간 시기라고 할 수 있었다. 일

제는 이를 위해 각 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여 1939

년 물자동원계획, 자금통제계획, 무역계획, 교통전력동원계획 등과 더불

어 노무동원계획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1940년부터는 일본으로의 노동력

송출을 위해 조선 내에서도 별도의 노무동원 계획을 설정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조선에서의 노동력 재편성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노동력의 동

원은 우선 노동력 조사와 등록을 실시하고 각 도별로 인원을 할당하여

행정기관을 통해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147)

그리고 태평양 전쟁으로 전쟁이 확대된 이후에는 여러 노동이동 제한,

노동력 배치 법령을 일원화하고,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노동력이 될

수 있는 인원을 실제로 모두 동원하고자 하였으므로, 더욱 노골적인 조

처들이 실제로 취해지기 시작했다. 1943년 10월에 발표된 <생산증강노무

강화대책>에서는 ‘遊休勞動力’, ‘不要不急 勞動力’의 군수산업 배치, 근로

보국대의 강화, 징병검사자 중 징병되지 않은 자의 노동력 동원, 여성노

동력의 적극적 동원, 囚人 ․ 사법보호대상자 ․ 포로에 대한 노동력 동

원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148)

이 때 가사사용인에 대한 조처들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조선총독부는

1941년 3월말을 기준으로 농촌 동원 인력을 파악하는 한편, 가사사용인

의 경우 접객업 및 기타 유업자와 함께 “전시하에 ‘不要不急’한 직업”으

로 인식하였으며, 가사사용인 종사자 중 50%의 노동력을 전시 산업에

동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149)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

147) 이상의, 앞의 책, 164쪽-221쪽.

148) 곽건홍, 앞의 책, 73쪽-74쪽 ; 이상의, 앞의 책, 256쪽-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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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에서는 1943년 8월 庸人稅를 신설하여, 여급과 식모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며 식모나 머슴에 대해서는 한사람에 일 년 이원씩 고용주에게 걷

겠다고 발표하였다.150)

또한 거의 같은 시기에 직업소개소의 사업 중에서 식모 알선이 폐지되

었다. 이미 공영직업소개소들은 1940년 1월에 공포된 〈조선직업소개

령〉(1940. 1. 11 제령 제2호)에 의해 국영으로 이관되고, 같은 해 말 다

시 〈朝鮮總督府勞動者斡旋要綱〉(1940. 11) 및 同 規則이 공포되어 직

접적인 노동력 동원 방식의 하나였던 ‘官斡旋’을 담당하고 있었다. 국영

으로 바뀐 이후의 직업소개소는 식모 알선 의뢰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던 참이었다.151) 당시 신문에서 경성직업소개소장은 식모 알선 업

무의 폐지를 이야기하며 “직업소개 가운데 제일 번잡하고 전직원이 불쾌

를 늣기는 것은 소위 식모알선”이었으며 그동안도 원칙적으로 식모 알선

은 자제해 왔으나 “주부들도 결전에 총궐기하여 성전 완수에 돌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기에 9월 1일부터 당분간 식모 알선 업무를 폐지하

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152) 12년 전 식모 알선 일이 아니면 찾아온 구

직자를 냉담하게 대했던 직업소개소에서 이제는 식모 알선이 전 직원이

불쾌를 느끼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력 이동에 대한 통제가 거듭 엄격해지면서 식모로 취업하

기 위해 상경하려는 사람에게 본적지 면사무소에서 퇴거증명을 해주지

않는 등 戰時의 제반 조건들이 고용시장의 자유로운 수요와 공급을 방해

149) 〈朝鮮に於ける勞務給源の調査の結果槪要〉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15,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2000, pp.318-319. 이 외에 접객업 종사자 중에서는 15%,

농업유업자 중 5~10% 정도, 무업자와 기타 종업자 등 소위 유휴노동력의 경우는

80% 정도까지 추출한다는 계획이었다.

150) 《매일신보》 1943. 08. 18.「女給,食母에도稅金 京城府서11月부터傭人,給仕稅徵收」

151) 《매일신보》 1942. 05. 22.「(家庭과 文化) 일업시 장세월 보내면서 식모 구하는 악

폐 - 젊은 식모 공장 보내고 아씨는 팔걷고 나서라」

152) 《매일신보》 1943. 08. 30. 「主婦에勤勞의振鈴 - 職業紹介所에서食母의斡旋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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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했으므로,153) 이 시기에 이르러 가사사용인 고용은 적어도 공식

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한 억제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여성 노동력의 공적인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이 시기에

이르러 전면에 부각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식모를 폐지하자는 논의

속에는 가정생활의 절약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그동안 식모

일을 해왔던 젊은 여성들은 공장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반드시 뒤따랐다. 당시 거의 유일한 언론 매체로서 당국의 입장을 대변

하던 《매일신보》는 세계 각 열강 국가는 진작부터 여성들이 중요 산업

에 정진하고 있으며, 여자도 결혼 후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다고 격려하

는가 하면,154) 집의 식모를 군수공장으로 돌려 더 급하고 긴한 일을 하

게 하자고 더 노골적으로 동원 의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155)

당국이 여성 노동력에 주목하게 된 것은 결국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으

면서 남성노동력의 동원이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이었다. 1943년에 이르

면 중남부 지역에서 더 이상의 남성을 노동력으로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조선총독부가 自認할 정도였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동원할 수

있는 잠재노동력으로서, 그리고 남성노동력의 유출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서 여성노동력에 주목했다. 여성노동력의 동원은 크게

① 농촌에서 농업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것, ② 非軍需産業에서 남성노동

력을 대체하여 남성노동력은 군수산업으로 동원하는 것, 그리고 ③ 중공

업 부문인 광산노동력에 동원하는 것의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

다.156) 특히 두 번째 방침을 위해서는 여성 노동력으로 지장이 없는 직

153) 《매일신보》 1943. 10. 05. 「식모를 없애버릴 때 여자 할 일은 꼭 자기 손으로 職

業紹介所에서 强調」

154) 《매일신보》 1943. 10. 05. 위의 기사 ; 同 , 1941. 07. 28 「내집살림은 내 손으로

! 姿態 감춘 求 ˝食母˝ 群」

155) 《매일신보》 1945. 06. 11. 「(家庭과 文化) 식모업시 손수일하자 가용절약해서저축

에협력」

156) 곽건홍, 앞의 책, 282쪽-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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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는 勞務調整令에 의해 남자 노동력의 고용, 사용, 취직, 종업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었고 ‘식모를 공장으로 보내자’는 당국의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통해 통치 당국은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을 표방했으면서도

여성노동력을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노동인 산업예비군이자 안전판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동원 양상에 있어서는 남성 이

상의 동원이 행해졌다. 전시체제기 여성들이 농업 및 광공업 부문에서

남성노동력의 공백을 대체하는 한편으로 면방직공장을 위시한 대공장들

에서는 유년노동력의 비중이 급증하였는데, 이 유년노동력의 대부분은

여성노동력이었다.157) 곧 이 때에 이르러 여성들은 가내 노동에 더해 농

업 노동, 공업 노동 등에 동원되면서 2,3중의 부담을 짊어지게 된 것이

다. 이는 전시 말기에 이르러 직접적인 동원이 전개될 때도 마찬가지였

다.

1944년 마침내 노동력 동원의 형태로 최고 수준에 속하는 징용이 실시

되었다. 그 해 2월에 전제조건으로서의 現員徵用을 거쳐 8월에 ‘현재 총

동원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 16세 이상 40세까지의 남자’를 대상으로

一般徵用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연령 16세 이상 25세까지의

미혼 여성에 대해서도 ‘징용’을 실시했으나 조선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동

원하는 것은 국민근로보국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 같은 해 11월에 ‘14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자’와

‘14세이상 25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여자’로 한정했던 근로보국대의 연

령 범위가 각각 ‘14세 이상 60세까지의 남자’, ‘14세부터 40세까지의 배우

자 없는 여자’로 확대되었다.158) 게다가 같은 달 여자정신근로령이 발포

157) 김경일, 2004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한국노동운동사》2, 지식마당. 52쪽-59쪽 ;

곽건홍, 위의 책,

158) 곽건홍, 위의 책, 76쪽-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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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해방 전까지 약 20만 명의 여성이 여자정신대로 모집되었다.159) 결

국 ‘여성 노동력의 공적 활용’이란 戰時에 남성 이상의 노동 동원이 강제

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159) 그 중 5~7만명이 ‘종군위안부’로 동원되었다. 정진성, 2004, 《일본군 성 노예제 : 일

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서울대 출판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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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한국사에 있어서 가사서비스노동자의 출현은 일제하 식민지기 동안에

일정한 도시화와 자본주의화를 거쳐 ‘가사사용인’이라는 직업군이 형성됨

에 따라 이루어졌다.

본래 전통사회의 노비에게 신분 관계를 통해 강제되었던 가사노동의

사역은 몰락한 도시민이나 가난한 지방상경민들이 다수였던 ‘행랑살이’

식구들에게 전가되었다. 행랑살이는 1910~1920년대 동안 성행하여 일제

당국으로부터나 문명화론에 입각한 조선인 지식인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실제로 識者들이 주장한 가정의 ‘各立’은 주택난으로 더

욱 집값이 폭등하고 가사 노동에 남성의 기여가 줄어듦에 따라, 행랑살

이를 내보내는 대신 약간의 급료를 제공하고 여자 홀몸의 가사사용인을

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곧 이 행랑살이와 여자 홀몸으로 주인집에

들어와 일을 해주는 ‘어멈’, ‘안잠자기’등이 ‘가사사용인’의 시작이었던 것

이다.

조선 在住 일본인들의 존재는 가사사용인들을 둘러싼 상황을 더욱 복

잡하게 만들었다. 일본인 남성이 단신으로 건너오는 경우가 많았던 식민

지기 초반에는 일본인 현지처가 성행하였고 일본인 가정의 가사사용인

수요는 대개 식민지에서의 높은 임금을 바라고 도항한 일본인 하녀들로

충당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가 그 나름대로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으로 도항하는 일본인들 중 장기적인 정착을

꾀하는 가족 단위의 이주민들이 늘어났다. 이 일본인 가정들에서 급료가

싼 조선인 가사사용인에 주목하면서, 기존 조선인 가정에서의 수요에 더

해지는 새로운 수요층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농가 경제의

몰락으로 농촌이탈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과 맞물려, 19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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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부터는 가사사용인이 고용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직업이 되었다.

그러나 이 직업은 일정한 수준의 급료가 보장이 되지 않고, 그 계약이

나 업무가 표준화되지 않으며, 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신분 차별적

대우에 직면하는 등 ‘근대적 고용관계’라고 부르기 힘든 점이 많았다. ‘어

멈’ 호칭을 직업부인의 의미가 있는 ‘식모’로 바꾸자는 논의는 고용주의

인격적 하대가 여전한 속에서 이것을 비판하며 등장하였던 것이다. 그리

고 고용주와 가사사용인 간에 남아있던 신분적 차별 관계는 일본인 가정

에서 민족적 멸시와 차별로 쉽게 치환이 되었다.

그럼에도 조선인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급료를 많이 준다는 점 때문에

가사사용인들은 대개 일본인 가정에서 일하기를 원했다. 이 시기 가사사

용인의 대다수는 교육받지 못한 농촌출신의 조선인 여성들이었으므로 이

들의 처지는 숙식만을 제공받고도 일을 해야 하고, 가사사용인으로 들어

가기 위해 자식을 버리기도 하는 등 절박한 것이었다. 이는 농촌을 떠난

조선 여성들이 자신의 생계나 가족 경제의 재생산을 위해 택할 수 있는

길은 가사사용인이나 비공식적인 취업 형태가 대다수였던 당시 사회 상

황 때문이기도 했다. 일제시기 내내 여성 공장 노동자의 수는 가사사용

인의 수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전시의 총동원 체제는 가사사용인을 둘러싼 상황을 반전시켰다. 그 이

전까지 당국은 조선노동자가 일본으로 도항하는 것을 방지하고, 북부의

공업 지대에 남부의 유휴노동력을 이동시키는 등 남성노동력을 중심으로

노동력 수급에 관여하고자 하였다. 그 정책적 시도로 건립한 직업소개소

에서 가사사용인의 고용이 활성화된 것은 의도치 않은 결과였다. 그러나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본격적인 전시체제기에 돌입하면서 가사사용인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태도는 일변하였다. 1940년에 16만을 넘어설 정도로

비대해진 가사사용인의 양적 규모는 당국에 문제시 되었고, 가사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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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고용은 각종 식모 폐지 담론들과 고용을 방해하는 정책들로 인해

공식적인 영역에서는 최대한 억제되었다. 그런 한편으로 가사사용인들의

노동력을 공적인 장으로 끌어내고자 하였는데 여성노동력을 남성노동력

에 대한 대체 노동력이자 안전판으로 파악하여 새삼 그 활용에 주목하였

기 때문이었다. 결국 식민지 조선에서 등장한 “여성노동력의 공적 활용”

이란 전시하의 강제적인 노동력 동원에 다름 아니었다.

이처럼 엄밀한 의미에서 근대적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가사사용인 역

시 초기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직종이자 임금 노동의 하나

였으며, 이촌 여성인구의 상당수가 도시에서 식모살이를 했던 만큼 도회

지를 중심으로 한 현상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또한 한국 여성들이 일정

한 자본주의화와 도시화의 진전 속에서 근대를 체험한 방식의 하나였다

고 할 수 있다. 도리어 가사사용인이야말로 비농업 직업 중에서 월등한

입지를 점하고 있었으므로, 그동안 근대를 표상하는 것으로 인식해 온

신여성들이나 공장노동자들의 방식보다도 가사사용인들의 체험이 대다수

의 노동 경험이었을 것이다.

또한 가사사용인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고찰하는 일은 당시

여성 노동력의 수급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준다. 가사사용인으로 통칭되

는 직업군은 농촌 경제의 피폐와 여성 노동력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 기

반 사이에서 그 규모가 비대해졌으며, 이들의 삶의 양태는 만성 실업의

위기 속에서 불안정한 삶을 영위해야 했던 이 시기 도시 기층민들의 모

습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당시에 ‘공적 영역’에서

는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었으므로 근대적인 합리화가 더딘

영역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사적 공간’ 안에서 수행되며, 전근대적

인 요소가 잔존했던 가사사용인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여성 취업 노동이

었던 것이야말로 이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일제하에서 여성노동력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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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역’으로 흡수하려는 정책적 시도는 전시체제기에나 나올 수 있었으

나 그마저도 남성 노동력의 대체물로서 주목을 받은 것에 불과했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이 근대적 노동에 대한 관념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

은 결과적으로 당시에 ‘공적 영역’에 편입되어 있던 일부 여성들, 즉 신

여성과 여공으로 근대 여성들을 과잉대표 해온 것이었다. 실제 일제시기

여성들 다수는 이 시기부터 가정과 노동 공간이 분리되고 근대적 ‘공-사

구분 이데올로기’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가사사용인과 같은 주변적인 부

문의 노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구조적인 문제 이면에 있는 가사사용인들의 주체적

인 움직임과 다양한 삶의 양태들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였을 뿐더러, 일

제 식민지기에 기간을 한정하여 당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가사사용인의

고용이 위축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제 말기에 일시적

으로 위축되었던 식모살이는 해방 후 남한의 산업화 과정에서 다시금 만

연하게 되는데 위의 결말로는 이러한 흐름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해방 이후의 시기까지 연결지어 가사서비스노동의 종적인 맥락을

면밀히 규명하고 그 속의 다양하고 주체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일은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또한 근대적 노동의 틀을 소급하여 적용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

기 위해서는 가사사용인이 위치한 횡적인 맥락을 규명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즉 가사사용인 이외에도 그동안의 연구사에서 배제되어 온 행상,

가내공업, 산파 등의 여성 노동을 살펴보아 근대 한국 여성의 노동이 주

변적인 부문에서 더 큰 역할을 해왔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 역시 추후의 연구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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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mergence of Housemaids and

The Aspects of Their Existence

as Marginal Workers

in Japanese colonial period

Lee, 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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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n history, the domestic service workers emerged and existed

in considerable numbers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However, the

earlier studies took little notice of it because they regarded domestic

service work as insignificant and premodern. This thesis aims to

provide a new perspective on women work in modern Korea by

studying the emergence of housemaids and the aspects of their

existence in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slaves were forced to do

household chores for their owners, but the aspects of domestic labor

changed according to the passing of time. In 1910s~1920s,

‘Haengnang-sari’(行廊살이/the life of a resident servant) was very

prevalent among the poor living in cities. The house owners shif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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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works onto the people who lived ‘haengnang-sari’ in their

house. But as time passed, the house owners tended to evict

‘haengnang-sari’ people and, instead, to employ housemaids at low

wages for the rise of house rent. The housemaids were called

‘eomum(어멈)’ or ‘anjamjaki’(안잠자기) at that time. In sum, the

Korean domestic service workers originated from ‘Haengnang-sari’

people. On the other hand, Japanese males who came to Korea in the

early colonial period tended to hire Japanese maids or to live with

Japanese mistress because many of them came over to the colony to

make money without their family.

However, as Japanese colonial rule continued, Japanese immigrants

accompanied by their family increased and they started to prefer to

hire Korean housemaids at low wages. Furthermore, in Korean cities,

there were many unemployed people who had left rural areas due to

the economic hardship caused by the agricultural crisis. Because of

growing supply and demand for Korean housemaids, it became a

remarkable work in the job market, so that the introduction of

housemaids occupied the greater part of job placements of

employment agencies.

But most of housemaids suffered from poor working conditions.

This job had elements that fail to correspond with the modern

employment relationship such as poor or no wages, non-standardized

contract and task, and contemptuous treatment. Moreover, lots of

Japanese owners treated Korean housemaids with ethnic

discrimination. Nevertheless, many Korean housemaids preferred to

work in Japanese house because of higher wages. They were mostly

uneducated rural women, so they had no choice but to work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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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maids or to find unofficial jobs for a living in those days.

Throughout the colonial period, the number of women who worked as

factory workers was much smaller than that of housemaids.

The total mobilization in wartime reversed the situation surrounding

housemaids. Until the wartime, authorities had attempted to control

the labor supply and demand focusing on the labor of men by

preventing Korean labor from going over to Japan, moving workers

of southern Korea to the industrial area in the north part of Korea,

and so on. It was unintended that housemaids took center stage in

the public employment agencies. However, under the wartime system,

the Japanese authorities made an issue of more than 160,000

housemaids in Korea, and tried to reduce housemaids as much as

possible by producing the discourse and policies for restraining the

employment of them. Meanwhile, authorities intended to draw the

labor of housemaids to public and productive sphere because they

began to pay attention to utilizing the labor of women as substitute

for that of men. After all, “utilizing the labor of women in public and

productive sphere” advocated in wartime meant nothing but the

compulsory mobilization of the labor.

To sum up, the domestic service work in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not an insignificant premodern work but a modern occupation

that newly emerg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urbanization and

capitalistic economy. And it reflected the ethnic contradictions in

colonial period.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housemaid was the

representative job of women in Japanese colonial times reveal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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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s surrounding Korean women who had to work for a living.

At that time, there were little demands for female labor in ‘public

sphere’, and most of women worked as marginal workers like

housemaids until the wartime.

keywords : housemaid, maid, housekeeper, gasa-sa-yong-in, domestic

service work, female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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