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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여군의 계층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조 선 웅

국문초록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가장 ‘남성적’이라고 여겨지는 군(軍)에서 ‘여풍’(女風)은 거세다. 여군 확대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남성 자원의 한계가 맞

물려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여군 관련 연구가 늘고 있다. 여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군의 역할, 인사

정책, 인력 활용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사용자인 군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여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주로 

담겨 있는 것이다. 또한 민간대학에서 위탁교육중인 여군에 의해 양적방법

론에 기초한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여군의 

주관적인 태도에 주목했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지만, 주관적인 태도를 

오로지 직무만족에만 한정시켰다는 한계가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군에 대한 계층의식 연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계

층의식이란 사회계층의 위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거나 특정 

계층지위에 주관적인 일체감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생산관계의 구조나 사

회경제적인 지위에 의해 단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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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경험과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즉,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많은 여성들이 직업으로서 군인을 택하는 현상의 접점을 파악하고 설명하

기 위해 계층의식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군의 계층의식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여군의 계층의식 결정 요인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위해서 

여군 장교, 부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총 299부의 설문을 실시하여 양적분

석을 시도하였다. 여군의 계층의식 및 그 결정요인의 명확한 지점을 파악

하기 위해 성별에서 공통점이 있는 민간여성(한국종합사회조사 2009), 그리

고 군인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남군’(김유진, 2008)과 비교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군의 계층의식은 민간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양 집단 간 계층

의식 격차는 여군 장교-비슷한 수준의 민간여성에서 두드러졌고, 여군 부

사관-비슷한 수준의 민간여성에서는 그 격차가 크지 않았다. 여군이 민간

여성보다 높은 계층의식을 보이는 것은 경제침체가 민간여성에게 큰 영향

을 미친 반면 상대적으로 직업안정성이 높은 여군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군과 민간여성 간 계층의식 격차가 부

사관보다 장교에게서 확연하게 나타타는 것은 여군 장교가 부사관에 비해 

확대되고 있는 여군의 입지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

다.

둘째, 여군의 계층의식은 ‘남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첫째, 전체 사

회 속에서 여성의 급여수준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것에 비해 여군의 급

여는 같은 계급에서 ‘남군’과 비슷하다는 점, 둘째, 여군은 주로 하위계급에 

포진해 있어 동일 계급에서 남군에 비해 만족도가 높다는 점, 셋째, 여군은 

남군보다 맞벌이 비율이 높아 가구총소득이 높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여군 후보생의 계층의식은 그들의 1차 목표라고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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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및 하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후보생과 소위 및 하사 간의 관계

를 연속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고, 임관 후 급격하게 변화하

는 주변 환경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여군의 계층의식 결정에 경제관련 변수, 직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변수들이 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기혼 여군의 경우 추

가적으로 배우자 관련 변수가, 여군 장교의 경우 ‘학력’ 변수가 계층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여군과 비슷한 수준의 민간여성은 ‘학력’과 경제 

관련 변수만이 계층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여군과 다소 차

이를 보였다. 민간여성에게 있어 ‘학력’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것은 

이들이 단일 직종에 근무하지 않고 ‘학력’에 따라 직종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군에 비해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취업을 

할 경우 학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 기인한다. 장교만을 대상으로 

한 ‘남군’은 ‘직업만족도’, ‘사회이동가능성’ 변수가 계층의식 결정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여군 장교는 경제 관련 변수의 영향력이 크

고, ‘직업만족도’ 변수의 영향이 약했던 반면, ‘남군’은 경제 관련 변수의 

영향력이 약하고, ‘직업 만족도’ 변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

이는 여군과 남군의 생물학적인 성별 차이와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

하는 사회적 역할, 군에서 소수자이자 비(非)기득권층인 여군의 입지가 상

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우리 군과 여군, 여성 모두에게 중요한 함의를 제공

한다. 먼저 여군의 계층의식이 민간여성과 ‘남군’보다 높다는 것은 여군 발

전을 위해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여군의 높은 계층의식은 다소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장교 후보생이 소위보다 높은 계층의식을 보이고 

부사관 후보생은 하사보다 높은 계층의식을 보이고 있다. 여군의 계층의식 

결정에 경제관련 변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직업만족도의 영향은 미미

하다. 군의 고유한 특징을 잘 함축한다고 할 수 있는 ‘계급’ 변수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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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거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만족도’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남군’과 대조적이다. 오히려 여군의 계층의식 결정요인은 직업적인 측면에

서 공통점을 갖는 ‘남군’보다 성별에서 공통점을 갖는 여성과 유사한 측면

이 크다. 상당히 높은 계층의식을 보였던 여군 소령과 상사의 경우도 군 

관련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그때까지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여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크게 두 가

지 측면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무엇보다도 여군이 군에서 갖는 비

율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과거에 비하면 여군의 규모가 커졌고, 이에 따

라 최근의 여군 연구는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는 경향

이 있다. 하지만 여군이 출산과 육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이에 따라 군

인으로서 역할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전역하는 것은 상당 부분 그들이 군에

서 소수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군이 계속해서 군 경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은 군인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 군에 입대한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여군이 되었지만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못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을 떠나야 한다.

우수한 인재를 뽑아놓고 다시 내보내야 한다는 것은 장기복무자로 선발이 

되지 못한 여군뿐만 아니라 군,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다. 장

기복무 선발뿐만 아니라 출산 및 육아 문제가 주로 여군의 경력단절을 불

러온다. 출산과 육아 문제에 맞닥뜨리면서 일부 여군들은 직업적인 역할을 

축소하거나 심지어는 전역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군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만, 현실적인 여건이 이를 허락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한

계는 다양한 여군 계급에 대한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전체적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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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결과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여군과 여

성, 그리고 군과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요어 : 육군 여군, 계층의식, 민간여성, 자원입대, 직업안정성, 출산 및 육아

학  번 : 2011-2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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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2010년도 사법시험에서 338명의 여성이 합격하여,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최초로 40%를 돌파하였고(동아일보, 2010.11.26), 지점장 이상 간부로 올라

갈수록 여성 인재들의 진출이 사실상 제한되었던 은행권에서도 최근 고위

직으로 도약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동아일보, 2010.3.29). 2010년 현재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10년 전에 비해 5배나 증가하여 공직에서의 ‘우먼파워’

도 상당하다(한겨레, 2012.3.6).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

을 일일이 언급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적

극적 진출 및 활약은 현재 진행형이고, 따라서 향후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특히 가장 ‘남성적’인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군(軍)에서의 ‘여풍’(女風)은 

더욱 거세다. 2002년 간호병과에서 최초의 여성 장군 진급자가 나온 이후,

2010년에는 군의 ‘주류’라 할 수 있는 전투병과에서도 여성 장군 진급자가 

탄생했다(매일경제, 2010.12.17). 또한 그동안 여성에게 문호가 개방되지 않

았던 학군 후보생 과정(ROTC)이 숙명여대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귀신 잡

는’ 해병대에서는 2012년 최초로 여군 영관장교 진급자가 나왔고(조선일보,

2012.7.2), 육해공군 각 분야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많은 여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여성 및 여군의 성장이 눈에 띄는 가운데 국방부에서는 향후 여군을 더

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군에서 여성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09년 10월 사회 인력환경과 미래 

군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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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군인력 확대목표를 2016년까지 조기에 달성하기로 하고 확대의 폭도 

상향 조정하였다(국방부, 2010). 또한 여성친화적인 국방정책 개발 및 여군

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확대되는 여군의 역할에 더욱 기대가 된다.

이러한 여군 확대의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다. 서구 선진국

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 인력의 장점과 중요성, 그리고 군에서의 필

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여군의 진출을 장려하였다. 여군 문제에 있어 

가장 선진적이라고 알려진 미국은 베트남전 종전 이후 지원병제를 도입하

면서 여성의 군 참여율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2010년 현재 여군이 전체 병

력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영국에서는 9.5%, 캐나다 13.6%, 프

랑스 14.6%, 이스라엘 33.3%의 비율로 여군을 활용하고 있다(김경순,

2011). 또한 선진국에서 여군이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는 보조적인 것에 국

한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

며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곳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추세이다1).

그렇다면 “왜” 이처럼 여러 국가에서 여군을 확대하려는 것일까? 선진

국의 경우 첫째, 인구감소에 따른 남성인력의 한계, 둘째, 징집제에서 지원

제로의 변화, 셋째, 여권 신장 및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가, 넷째, 과학기술

의 발전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주찬진, 2000). 여전히 징집제에 입

각하여 모든 남성들이 병역의무를 갖는 것을 제외하면 한국 역시 같은 상

황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저출산의 여파로 향후 군

에서 필요로 하는 젊은 남성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현재 

1) 미국은 전군에서 가장 남성적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해병대에서 여군 참여를 확대하고 전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지휘 방침을 2012년 4월 24일에 발표했다. 여성 해병도 지옥 훈련으로 유명한 콴

티코(Quantico) 보병학교에 입교할 수 있고, 실전에 투입되는 부대 단위인 대대급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된 것이다(조선일보, 2012.4.26). 또한 미 국방부는 2012년 2월 9월 여군을 전선에서 가까

운 일선 대대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련 계획을 의회에 통보하였다

(조선일보, 2012.2.12). 영국은 여군의 잠수함 근무를 허용키로 했으며, 선발 및 훈련과정을 거쳐 

2013년 말부터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국민일보, 2011.9.4; 연합뉴스, 2011.12.9). 호주는 2011년

부터 향후 5년에 걸쳐 군에서의 모든 남녀 차별을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이 제도가 완전히 시행

되면 여군도 특수부대 등 전투 최일선에 배치될 수 있다(한겨레, 2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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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3명에 불과하고(통계청, 2011),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젊은 세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저출산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이 높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병역자원의 주 대상 연령인 15-24세의 인구

비율이 2000년 22.8%에서 2020년 16.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이종인,

2003), 2022년 이후에는 현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정주성, 2009).

따라서 군에서는 원활한 전투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족한 남성 병역

자원을 여성인력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여성 인력이 성공적으로 부족한 남성 인력을 대

체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과거 전쟁수행에 있어 남성의 물리적 힘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만 그 중요성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초정밀 첨단무

기의 증대와 사이버전의 확대는 새로운 전장양상을 만들었으며, 여성이 버

튼(button)을 누른다고 해서 미사일의 사거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에 따

라 군에서 여성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부

족한 남성 자원과 맞물려 군에서 여성 인력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여군 확대의 당위성 역시 충분하다. 2012년 7월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은 천만 명 이상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9%에 달한다(통계청, 2012).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활

약하고 있으며, 여성의 진출에 군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진취적인 

여성에게 군은 그들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중 하나이다.

특히 그동안 군이 ‘남성성’의 상징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도전적인 여성에

게 군인은 매력적인 직업임이 틀림없다. 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

출할수록, 그동안 여성에게 개방적이지 않았던 군에 진출하려는 요구는 필

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촉발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군인을 

더욱 매력적인 직업으로 부각시켰다. 1997년 IMF 외환위기에 이어 2008년

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고용대란의 위험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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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하고 비정규직 및 출산·자녀양육기 여성들에 

대한 퇴사 압박이 가중되었다. 관련연구에 의하면 20대 중후반과 30대 여

성의 고용률 및 고용비중 하락이 두드러졌다(민현주·임희정, 2010).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에 대한 고용불안정성 증대는 안정적인 직장

에 대한 선호 증가로 이어진다. 여성에게 있어 군인은 고용불안정성을 해

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직업군 중 하나이다. 원칙적으로 여군에게도 동등한 진급 기회가 주어지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높은 계급까지 진출할 수 있으며, 전역 후에도 

군에서의 리더십을 살려 여성 분야의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 여성 군인의 매력이 증가하면서 여군 선

발에 많은 여성들이 몰리고 있다. 2012년에 여생도 및 여군 후보생 선발을 

위해 실시한 시험에서 공군사관학교는 51.4대 1, 육군사관학교 37.8대 1, 해

군사관학교 52.2대 1, 학군 후보생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한국일

보, 2012.9.21). 여군 부사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2006년 육군 여군 부사관 

선발의 경우 94명 모집에 1273명이 몰려 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아일보, 2007.3.20). 여군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뽑는 남군에 비해 모

집인원이 적어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최종 선발된 여군들은 상당히 우수

한 인재들이다. 이제 더 이상 사관학교 수석 졸업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최근 여군 관련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여군에 

대한 연구는 1990년에 여군병과가 폐지됨에 따라 여군이 군의 다양한 병과

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과 궤를 같이하여 이루어졌다.2) 여군 관련 연구의 

역사가 짧은 만큼 아직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 대부분의 연

구가 군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여군을 효율

2) 초창기의 여군은 남군들이 갖는 다양한 병과를 갖지 못했으며 ‘여군병과’라는 하나의 병과에 묶이

어 주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1989년 12월 30일부로 관련법이 변경되었고 이듬해

인 1990년 1월에 병과 전환식을 가짐으로써 여군은 본격적으로 군의 다양한 병과에 진출하기 시

작했다(육군본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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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따라서 여군의 역할,

인력 활용, 인사 정책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

들은 대부분 군 관련 기관 및 연구자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한편 이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민간대학 위탁교육중인 여군들에 의해서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여군들의 직무태도와 직업만족도

에 관한 주제들을 양적방법론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여

군들의 직무태도가 긍정적이고 직업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여군의 활용 및 인력에 관한 연구들이 사용자인 군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

었다면, 직무수행태도와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보다 여군의 입장에서 

그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여군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태도를 단순히 ‘직무’ 및 ‘직업’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사

회의 구조 및 군,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반영되는 

그들의 내면을 종합적으로 읽어내기란 쉽지가 않다.3)

바로 이 지점에서 여군 ‘계층의식’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계층의식

이란 사회계층의 위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거나 특정 계층지

위에 주관적인 일체감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계층의식은 매우 

복합적이고 가변적인 속성을 담지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생

산수단의 소유관계로만 파악하는 계급의식과 구분된다(이병훈·윤정향,

2006). 즉, 계층의식은 생산관계의 구조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의해 단선

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공통경험과 다양한 정치·경제·사

회·문화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안치민,

1992). 달리 말하면 계층의식은 국면적 조건 및 사회 구성원들의 존립여건

이 변화함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신광영, 1997; 장상수, 1996).

따라서 여군의 계층의식 연구는 여군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3) 여군 연구와 관련해서는 ‘2장 선행연구 검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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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과 그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일상생활의 요소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결과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여군의 주관적 태도에 대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직무·직업 만족도 연구’와 유사성이 있지만, “여군을 둘

러싸고 있는 직업 환경의 요소 및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그들이 어떻게 내

재화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는 차별성이 있다.

즉,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많은 여성들이 

직업으로서 군인을 택하는 현상의 접점을 파악하고 설명하기 위해 계층의

식 연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한편으로는 여성이 활발하게 사회에 진출하

여 활약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여권이 신장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성

은 여전히 낮은 직위나 단순 업무, 비정규직에 몰려 있고, 경제침체기를 겪

으면서 고용 불안정성에 노출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

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은 사회와 가정에서 요구하는 역할이 상호 

충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수의 우수한 여성 인

재들이 군에 입대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여군에 대한 높

은 지원율을 감안하면 군은 여성인력이 지원하기에 충분한 유인요소를 갖

춘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활동을 하려는 많은 여성이 그들의 자발적인 선

택에 의하여 군인을 직업으로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향후 계속해서 지속되리란 보장도 없다. 우리 사

회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고, 본격적으로 군에 진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여군이 그들의 위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그들의 심

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어쩌면 현재 여군에 대

한 높은 지원율과 인기는 여성이 군과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절대적으

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입지가 취약한 우리 사회의 영향 때문일 수

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수준이 높아지고 성숙해짐에 따라 

군에서 여성 인력은 점점 이탈하고 여군에 대한 인기도 시들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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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성이 군인을 매개로 하여 그들의 계층 지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계층의식이 다양한 사

회경제적 요소들을 반영하여 주관적으로 인지한 지표라는 점을 감안한다

면, 앞서 말한 변동을 조금이나마 예측하는데 본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

다. 즉, 여성이 어떠한 판단에 의해 직업군인이 되었고, 그로 인한 결과가 

다시 그들의 삶 전반에, 그리고 계층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를 ‘여군 발전의 제 2 도약기’4)를 맞이하려고 하는 현 시점에서 파악해보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군의 계층의식에 대해 

분석한다. 장교 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위관장교, 영관장교, 부사관 등 각 

집단이 어떠한 계층의식 분포를 보이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

한다. 또한 이를 남군 및 비슷한 수준의 민간 여성5)과 비교한다. 둘째 여

군의 계층의식 결정 요인에 대해 알아본다. 자료가 활용 가능한 범위 내에

서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변수, 군 관련 변수, 젠더 변수 등을 포함하여 그 

영향력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바는 바로 “여군의 계

층의식 및 그 결정요인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가?”이다. 설문조사를 통

해 여군의 계층의식 및 그 결정요인을 확인하고, 선행연구와의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 이 결과가 “어떠한 지점에 위치하는가?”를 가늠해본다. 또한 

4) 1950년 의용군 약 500명으로 출발한 우리 여군이 그 동안 ‘양적 확대’에 주력하였다면, 최근에는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질적’인 부분에서의 성장도 꾀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여군의 

질적 발전을 꾀하고 있는 현 시점을 ‘여군 발전의 제 2도약기’라고 표현하였다. 

5) 군인과 대비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민간인’이다. 따라서 여군과 대비되는 개념으

로 ‘민간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민간여성’이란 여군이 아닌 

모든 여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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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인 측면에서 협력의 대상자이자 잠재적 갈등 대상자인 남군과의 비

교를 통해 젠더의 차이와 함께 군에서 이들의 관계를 확인해 본다. 그리고 

여성은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100% 자원입대라는 점에 착안하여 비슷한 

수준에 있는 민간 여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여군의 계층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살펴본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민간 여성 및 남군과의 입체적인 비교 분석을 통

해서 여군의 계층의식 및 그 결정요인의 정확한 지점을 포착하기 위해 노

력한다. 차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근본적인 여군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군 발전을 위한 유용한 정책제언

을 할 수 있다면 여군 및 여성, 그리고 군과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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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직접적으로 여군의 계층의식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없다. 따라

서 선행연구 검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먼저 계층의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일반적인 계층의식 연구의 흐름을 살피고 추가적으로 여성의 

계층의식, 직업군인의 계층의식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는 여

군의 계층의식에 대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군을 여성이라

는 측면과 직업군인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여 간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다. 둘째, 여군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는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꼭 필

요하다고 판단했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였고,

여군이 ‘소수자’인 점에 착안하여 관련 이론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군의 계층의식 연구를 위해 중요한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1. 계층의식

사회학의 대표적 연구 분야인 계급·계층연구는 그동안 계층구조에 집중

되어 있었고,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김병조,

2000; 이병훈·윤정향, 2006). 김병조(2000)에 따르면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

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사회구성원이 

계층현상을 어떻게 보고, 자신을 계층구조 속 어디에 자리매김하느냐에 대

한 연구, 즉 “계층관”에 대한 연구이다. 둘째는 특정계층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 즉 “계층성향”에 대한 연구이다. 그리고 일반적

으로 두 가지 연구경향 모두 계층의식 결정요인에 대한 탐구를 동반한다

(김병조, 2000: 242).

여군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본 논문은 두 가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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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중 “계층관” 연구에 해당한다. 김병조(2000)에 따르면 계층관에 대한 

연구는 첫째, 계층귀속의식 분포에 대한 연구, 둘째, 객관적인 사회계층과 

계층귀속의식의 일치성에 대한 연구, 셋째, 계층구조 이미지 또는 계급상

(class imagery)에 대한 연구, 넷째, 계층의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등 4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계층귀속의식의 분포에 

대한 연구는 중간층 귀속의식을 나타내는 비율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중간층 귀속의식을 사회안정화 지표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중간

층 귀속의식 비율이 높아지자, 그 원인에 대한 탐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둘째, 객관적인 사회계층과 계층귀속의식의 일치성에 대한 연구는 계층의

식 개념을 정교화함으로써 객관적 노동계급이 집합적 계급행동의 담당자로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했던 기든스(Giddens, 1973)나 만(Mann,

1973)의 논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중간층 귀속의식

이 객관적 지표를 통해 추출되는 중간계층과 어느 정도 조응하느냐에 대해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대체로 중간층 귀속의식 비율이 

객관적 중간계층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홍두승(1983)

은 사람들이 사회의 계층구조 속에 자신을 중간에 위치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셋째, 계층구조 이미지 또는 계급상에 대한 연구는 

사회성원이 사회의 계층구조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

발한다. 계층의식연구가 마르크스와 베버로 대표되는 계급이론가의 계급모

형을 검증하거나, 직업척도의 구성처럼 일직선상에 사회성원을 배치하는 

하향식 연구방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계층구조 이미지 또는 계급상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에서는 김경동(1986)이 사회를 ‘계급’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계급이 존재하고, 자신은 어디에 속하

는지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넷째, 계층의식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계층

관 연구에 필수적으로 따르고 있다. 잭맨과 잭맨(Jackman·Jackman, 1983)

의 연구가 대표적으로, 분석결과 계층의식을 결정하는 요인이 직업,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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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순서라고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계층의식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

으로 직업, 소득, 교육을 꼽고 있으나(김경동·최태룡, 1983; 장상수, 1996;

Yoon and Seok, 1996), 변수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김병조,

2000:243-247). 김경동·최태룡(1983), 장상수(1996), 김병조(2000), 서광민

(2009)은 소득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Yoon&Seok(1996)은 교육

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소득을 비롯한 객관

적 요소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심리적 요소가 주

목을 받고 있다(Lundberg & Kristenson, 2008; 이병훈·윤정향, 2006; 조동

기, 2006; 서광민, 2009). 이는 객관적 요소들에 의해 파악되는 객관적 계층 

분포와 주관적 계층의식 분포 사이의 불일치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서광민, 2009:912). 이러한 연구들은 객관적 요소의 중요성을 부

정하지는 않지만, 계층의식의 형성에 있어 주관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금현섭·백승주, 2011:254). 예를 들어, 조동기(2006)는 중산층

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객관적 지표보다 소득수준과 재산정

도에 관한 주관적 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병훈·

윤정향(2006)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의 3차와 5차 자료의 횡단분석

과 종단분석을 통틀어 사회계층의식의 위계서열과 변동에 있어 생활여건 

만족도가 일관되게 유의한 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사회계층

의 귀속의식에 대해 주관적인 삶의 질 지표가 중요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

다. 서광민(2009)은 객관적 요인뿐만 아니라 소득 만족도·생활 만족도 같은 

주관적 요인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1) 여성과 계층의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남에 따라 남성 가구주와 여성 주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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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전통적인 가정모델이 줄어들고, 맞벌이 부부 또는 취업 여성이 가

족을 부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이병훈·신재열, 2009: 206). 이러한 변

화와 더불어, 남성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여 여성 배우자 및 가구 구성원들

의 계층의식을 파악해온 남성 편향적 연구관점이 비판·기각되고 있다(최문

경·이기엽, 2006). 남성 배우자가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기혼 여군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분

석 대상으로서 여군의 범주에 미혼도 포함하고 있지만, 기혼자의 경우 배

우자와의 상관관계 속에 계층의식이 결정되므로,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남녀의 계층의식에 대한 초기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가족생활을 전제로 

하여 남성 가구부양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

후, 남녀의 가족 내 노동 분업과 권력구조를 감안하여 계층의식의 성적 특

수성을 규명하려는 실증분석이 시도되었다(최문경·이기엽, 2006;

Yamaguchi & Wang, 2002).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의 계층의식을 남성 가

구주에 종속시키는 전통적 연구관점을 비판하고, 여성들이 독자적인 계층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기혼남녀의 계층의식에 

대해 상이한 결정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이병훈·신재열, 2009:208). 예를 들어 최문경·이기엽(2006)은 한

국과 스웨덴에서 공통적으로 여성들이 계층 지위를 인식함에 있어 자신들

의 특성을 중요시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남성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에 준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식한다는 가부장적 

관념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국의 기혼여성들은 주로 소득을 통해 계층적 지위를 인식하고, 자신과 남

성 배우자의 소득 모두를 고려한다. 반면 한국의 기혼남성들은 주로 직업

지위에 기초해 계층적 지위를 인식하고, 배우자의 직업지위는 거의 고려하

지 않는다. 스웨덴의 경우, 기혼남녀 모두 교육 수준에 기초해 계층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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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식하고, 오직 본인만의 교육수준을 고려한다.

이처럼 남녀의 계층의식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흐름에 접어둔 이후, 최

문경·이기엽(2006)에 따르면 계층의식 결정 과정과 관련해 검토되고 있는 

이론적 틀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독립가설(Independence

hypothesis)로서, 남녀 모두 독립적인 특성에 준해 자신의 계층적 지위를 

인식한다는 것이다(Abbott, 1987). 둘째는 지위공유가설(Status sharing

hypothesis)로서, 남녀 모두 배우자의 특성을 고려해 자신의 계층적 지위를 

인식한다는 것이다(Heath and Britten, 1984; Leiulfsrud and Woodward,

1988; Wright, 1989). 마지막은 지위차용가설(Status borrowing hypothesis)

로서, 부부 중 계층지위가 높은 사람의 특성을 그렇지 못한 쪽에서 차용한

다는 것이다(Sorensen, 1994).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박미해·홍두승(1994), 최문경·이기엽(2006), 이병

훈·신재열(2009) 등이 있다. 박미해·홍두승(1994)의 연구결과는 응답자들이 

가족계층을 상당 부분 남편의 속성에 의해 평가하고 있으면서도, 부인의 

취업이 가족의 계층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했던 최문경·이기엽(2006)의 연구결과는 기혼여성이 여전히 남성

배우자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본인의 특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계층 지위를 인식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혼 남녀의 사회계층의식에 관한 

이병훈·신재열(2009)의 연구에서는 부인이 취업하여 가계를 책임지는 경우 

미취업상태인 남성 배우자의 계층의식이 여성 배우자의 속성에 의존한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성별을 불문하고 취업여부가 부부의 계층의식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한국 

기혼여성의 계층의식에 있어 여전히 남성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본

인의 특성이 과거에 비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남

성 배우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혼 여군의 경우 

배우자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어떻게 계층 지위를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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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특히 기혼 여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부 군인 여

부가 여군의 계층의식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함으로

써,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탐구해 봄으로써, 여군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

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직업군인과 계층의식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하여 계층의식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직업군인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점에 크게 기인한다. 따라서 연구자가 

군인이거나 혹은 군과 관계가 깊은 학자에 의해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로 정선구 외(1991), 홍두승(1996), 온만금 외(2001), 온만금

(2006), 김유진(2008)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홍두승(1996)은 해군 부사관6) 36명

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직업적 위상을 밝히고 있다. 연구자

에 따르면 군복무에 대한 부사관의 전반적인 인식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었으며 각 계급 모두 직업군인으로서의 동기화 수준이 낮았다. 또한 비슷

한 수준에 있는 민간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해군 함정 근무자

들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연구자

는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 면에서 부사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으며 유사직종, 수당, 승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인 부사관의 사

회계층적 위상은 사무직 보다는 생산직 근로자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하였

다. 그리고 부사관들이 스스로 위치지우는 계층적 지위, 즉 계층의식은 매

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홍두승, 1996:95-113).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사

6) 홍두승(1996)은 ‘하사관’으로 표기하였지만, 현재 ‘하사관’이란 용어는 ‘부사관’으로 대체되었기 때

문에 본 논문에서는 ‘부사관’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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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고졸 집단, 생산직 근로자 집단보다 낮은 계층의식을 나타내고, 장교

는 대졸이상 집단보다 낮은 계층의식을 보이고 있다. 즉, 장교·부사관 모두 

비슷한 수준의 민간인보다 낮은 수준의 계층의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온만금 외(2001)는 군 복지를 논하기 위한 목적에서 직업군인의 계층의

식을 분석하고 있다.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과연 어느 

계층에 속해야 타당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

를 분석하였다. 먼저 “군대의 역할과 전문성에 비추어 직업군인의 지위는 

어느 수준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계급별로 차이가 있지만 ‘중중층’에 가

장 높은 응답 비율(46.0%)을 보이고, ‘중하층’(15.6%)보다는 ‘중상층’(33.2%)

에, ‘하층’(1.3%)보다는 ‘상층’(3.8%)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

수, 주거 등 실질적 생활여건을 고려할 때 어느 계층에 속하느냐는 질문에

는  ‘중중층’(49.2%)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중상층’(11.6%)

보다는 ‘중하층’(33.7%)에 ‘상층’(1.0%)보다는 ‘하층’(4.4%)에 대한 응답 비율

이 더 높게 나타났다(온만금, 2006:120). 직업군인이 당위적으로 속해야 한

다고 느끼는 계층보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계층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온만금(2006)은, 명확한 구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지식

과 역할, 그리고 직업지표를 고려했을 때 장교단의 사회적 지위는 전형적

인 중산층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군대에서 경력과 계급에 

따른 역할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장교들의 직업적 지위를 세분

화하면 위관급은 ‘중하층’ 또는 ‘중중층’, 영관급은 ‘중중층’ 또는 ‘중상층’,

장관급은 ‘중상층’ 또는 ‘상층’에 속한다. 생애주기와 계급에 따라 장교단의 

생활양식을 한국의 중산층과 결부시켜 보면, 위관급의 경우는 ‘중의 하층’

으로 보편적인 중산층보다 약간 낮은 수준, 중·소령급은 ‘중의 중층’으로 

중산층과 유사한 수준, 대령급 이상은 ‘중상층’ 혹은 중산층보다 높은 수준

이라고 예상한다. 즉, 장교단은 그들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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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전문 직업으로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산

층에 속한다는 것이 온만금(2006)의 결론이다(온만금, 2006:112-113).

최근의 연구로는 육군 영·위관급 장교를 대상으로 하여 계층의식을 분

석하고 있는 김유진(2008)이 있다. 김유진(2008)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군인

의 중상층 귀속비율이 무려 50.0%에 달해, 비슷한 수준의 민간인보다 전반

적으로 높은 계층의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직업군인의 계층의식 결정 요

인 분석 결과, ‘소득’, ‘소득만족도’와 같은 경제적인 변수, ‘본인학력’과 같

은 교육변수, ‘직업만족도’, ‘직업을 통한 사회이동가능성’ 등의 직업 관련 

변수 등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직업관련 변수가 계

층의식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김유진, 2008:52). 민간인은 주로 경

제관련 변수만이 계층의식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직업군인

과 대조적이었다. 그 원인에 대해 김유진(2008)은 직업군인이 민간인에 비

해 상대적으로 공조직주의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직업군인의 계층의식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지만 

본 연구를 위해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장 눈

에 띄는 점 중 하나는 1990년대에서 현재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업군

인의 계층의식이 민간인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 자체가 많

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러한 경향이 본 

연구에서도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온만금(2006)이 

장교단은 전형적인 중산층에 속한다고 했던 것을 고려하면 장교의 경우 중

간층 귀속비율이 높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부사관의 경우 홍두승

(1996)의 연구에서 다소 낮은 계층의식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직업군인의 

계층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 어떠한 결과를 보일지 예상하기가 쉽

지 않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어진 직업군인 

계층의식에 관한 연구의 뒤를 잇고 있다. 군대복지를 위한 연구가 아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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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계층의식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로서 그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

해 직업군인 계층의식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해 볼 수 있다. 특히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 예상되는 여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군 당

국에 시기 적절한 정책적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그 동

안 잘 다루지 않았던 부사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하다.

단순히 여군의 주관적 계층의식만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집단별 차이의 

원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여군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2. 여군

우리나라에서 여군의 역사는 한국전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6일, 부산시내의 성남국민학교에 모여든 여자의용군 

약 500명이 여군의 첫 출발이다(하유미, 1986)7). 이후 1955년에는 여군훈련

소가 창설되었고, 1959년에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 여군처가 설치되었으

며, 1970년에 육군본부 직할 여군단이 창설되는 등 여군은 꾸준한 발전을 

거듭했다(송경인, 2011). 여군 창설 초기에는 여군들이 주로 행정·지원병과

에 근무하면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것은 1990년 여군병과가 폐지되면

서 여군이 본격적으로 군의 다양한 병과에 진출하기 시작한 점이다(김경

순, 2011). 1997년, 1998년, 1999년에는 각각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에 여생도가 입학하였으며, 2002년에는 최초의 여군 장성이 

탄생했다(동아일보, 2001.11.8)8). 2010년 12월에는 송명순 대령이 여군 전투

7) 당시 ‘여성도 軍門으로!’라는 광고를 보고 자원했던 여성은 약 2천명이었으나 수용능력이 부족하

여 약 5백명만 선발했다. 약 5백명의 여군 1기생은 중학교를 갓 졸업한 10대, 여고 재학생, 전직 

교사, 경찰, 50대 가정주부까지 다양한 배경에서 충원되었다. 이들은 임시 막사에서 한 달 동안 

사격, 독도법 등의 기초훈련을 받고 임관했다(하유미, 1986:163).

8) 2001년 11월 8일 발표된 장성급 인사에서 간호병과장인 양승숙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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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최초로 준장에 진급하였고(한겨레, 2010.12.16), 2010년에는 최초의 여

성 학군단이 숙명여대에 설치되었다(동아일보, 2010.12.10). 2010년에 최초

의 여성 학군 후보생 60명을 6개 대학에서 선발하였으며, 2011년에는 103

개 대학에서 총 160명을 선발했다(조선일보, 2011.9.1).

이처럼 여군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출범한지 60년이 지

났지만, 학문적으로 여군에 대해 관심을 갖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1990

년도에 여군병과가 폐지되면서 여군이 다양한 병과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여군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여군에 대한 연구 역사가 짧은 만큼 아직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

으며, 그 주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여군의 역할 및 위상, 그리고 인사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이

러한 연구는 대부분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군에서 여성 인력의 증

가는 피할 수 없는 현상임을 강조하고, 어떤 방법으로 여군을 활용하는 것

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떻게 여군의 역할을 상정하고 규정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여군인력의 활용, 여군인력의 통합, 여군의 리더십, 여군을 위한 인사정

책들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 예로 김경순(2011), 김동원(2007),

김윤경 외(2005), 독고순 외(2001), 문미경·김동원(2003), 민경자(1998), 송병

주 외(2008), 오필환(2003) 등의 연구가 있다.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민경자(1998)는 여군학교장의 경험을 바

탕으로 하여 현재까지 여군이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으나 추가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여군발전은 시대가 요구하는 현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문미경·김동원(2003)은 남녀통합이 사기·단결·전투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해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여군병과로 분리되어 있던 

여군들이 남녀통합으로 운영되면서 나타난 일부 우려에 대해 실증적으로 

의 여군 장성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군의 주류라 할 수 있는 전투병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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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부대 내 여군의 증가와 역할 확대가 사기와 단

결, 전투준비태세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좀 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51.1%, 여군의 63.8%, 남군의 44%가 긍정적인 응답

을 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양성 모두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김동원(2007)은 여군 증가가 군 조직에 미치는 효과를 기능적, 문화적,

보상적 효과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남군과 여군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

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여군은 승진 문제 이

외의 전 항목에서 여군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식하였고, 남군도 여군

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 즉, 여군 증가가 군 조

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군 조직에서 여

군의 증가와 역할의 증대에 따라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실증적인 분석을 한 송병주 외(2008)의 연구도 김동원(2007)의 연구와 비슷

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송병주 외(2008)의 연구에 의하면 여군은 여군 

증가에 따른 군 조직의 질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인사제

도의 공정성에 있어서는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단순한 

여군의 수 확대뿐만 아니라 여군의 질적인 성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김경순(2011)은 국내외적인 국방환경의 변화를 

언급하고 이에 따라 여군의 역할 확대는 필연적임을 강조한다.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대만, 이스라엘 등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아직 한국 여

군의 규모와 역할이 부족하며, 추가적인 발전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두 번째는 여군의 직무만족·조직몰입에 관한 것으로, 주로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인구학적 요소, 근무환경’ 등을 독립변수로 한 실증적 연구이

다.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군 조직에서 여군들의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각 

연구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군인가족 여부, 결혼여부, 자녀여부, 가

족과의 동거여부, 근무환경, 근속년수 등에 따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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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였다. 강미영(2007), 김소진(2007), 민경자(1994, 2000), 박유석(2009),

손근형(2007), 양연실(2002), 유은희(2001), 유정아(2003), 이한우(2002) 등의 

연구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이다. 특징적인 점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양적방법론을 사용한 여군들의 학위논문이라는 것이

다.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유정아(2003)는 여군의 직무수행능력을 

여군 자신에 의한 평가와 남군에 의한 타인평가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

다. 전반적으로 남군에 의한 타인평가보다 여군 자신들에 의한 자기평가 

결과가 높긴 하였지만, 여군의 직무수행 수준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

었다. 특히 기혼 여군의 경우 미취학 자녀의 양육문제를 직무수행에 방해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하고 있다. 공군여군을 중심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직무특성, 가족지지가 조직몰입 및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강미영(2007)은 가족과 동거하고,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군인일 경

우 조직몰입 및 경력몰입 수준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장교는 규범적 

몰입이, 부사관은 경력몰입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박유

석(2009)은 육군 여군 장교를 대상으로 하여,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 내 인간관계를 중시할수록, 일과 가정 갈등이 

적을수록, 배우자 혹은 부모님이 직업군인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최근에는 여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이루

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기혼여군의 보육 및 출산에 관한 연구(김윤미,

2011; 김은정, 2002; 김해영, 2008; 오세종, 2007), 여군의 군복에 대한 연구

(허은영 외, 2011), 여군과 여성의 젠더에 관한 연구(김엘리, 2012; 류영숙,

2002)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군이 전체 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에 주목한 연구들이 서

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9). 이는 군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부에 여

9) 2011년 3월 기준으로 우리 군에서 여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원 대비 3.9%(장교 4.9%, 부사관 

3.2%)이다.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4.1%, 해군 3.0%, 공군 4.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정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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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고 남성 위주로 운영되었던 일종의 ‘금녀 집단’, 예를 들어, 법조인,

경찰, 기업 등에서 여성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소수자의 위치에

서 어떻게 조직에 적응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성장하게 되면 

소수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깊다. 칸터(Kanter,

1977)는 집단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집단 유형을 구분하는데, 한 집단이 

35%의 비중을 갖는다면 의미 있는 소수 집단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15%

이하라면 상징적 의미밖에 갖지 못하는 ‘명목적 집단’이 될 것이라 하였다.

또한 사손 레비(Sasson-Levy, 2003)에 따르면 여군의 비율이 낮은 경우 여

군은 남군 중심의 문화에 동화되어 남군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전투병의 거친 행동을 모방하거나 성희롱을 가볍게 보는 

것이다(김동원, 2007:175-176). 우리 군에서 여군의 비율은 약 4%이므로 칸

터(Kanter, 1977)의 분류를 따를 경우 여군은 ‘명목적 집단’에 해당한다.

비슷한 관점에서 베리(Berry, 1989)는 개인이 조직의 문화에 적응하는 

유형을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통합(integration), 주변화

(marginalization)의 4가지로 나누고 있다. 동화(assimilation)는 자신의 문화

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소속된 사회의 문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고, 분리(separation)는 자신의 본래 문화만을 고수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을 회피하는 것이다. 통합(integration)은 자신의 문화 유지에 관심이 있으

면서 주변 사람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고, 주변화(marginalization)는 자

신의 문화 및 정체성 유지에도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유지에도 

관심이 없는 것이다(독고순, 2002:70-73). 독고순(2002)의 분석에 의하면, 우

리 여군들은 남군의 문화와 기준에 완전히 동일시하는 동화(assimilation)

유형을 택하거나, 여군의 공동체 안에서 제한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하는 분

리(seperation) 유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여군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

독고순·김규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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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여군에 대한 연구는 현실에서의 필요성에 의

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 여군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병과에 

진출하면서, 군은 어떻게 하면 여군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들의 전력을 

100%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을 것이다. 이런 현실의 필요를 반

영하여 여군에 관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연구는 바로 인력활용, 여군

의 역할, 인사정책, 여군증가효과 등이었다. 따라서 여군의 입장에서 그들

의 생각을 듣고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즉 군

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여군을 잘 적응시킬 수 있을까?” 하는 논의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비슷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군 내 여군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으나, 좀 

더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여군의 양적·질적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이다. 특히 여군에게 제한되고 있는 병과 및 보직을 개방하여 여군이 

좀 더 핵심직위에 진출해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여군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군 관련 연구소, 군인, 군과 관련된 

학자, 여성 관련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군이라는 주제가 생소하기도 

하고 연구를 위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군 관련자들에 의해 주로 연

구가 이루어진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군 관련자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여군에 관해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매우 드물며,

자칫 이는 여군 연구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군 

관련자들의 연구가 방법적으로 잘못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

구 결과가 군에 우호적이고 유리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군 관련자가 

아닌 민간 학자들의 적극적인 후속 연구가 뒷받침 될 때에, 좀 더 풍부하

고 균형 잡힌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여군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셋째, 여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여군증가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에 초

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군 육성을 위해 해야 할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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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국내외적인 국방환경과 국제적 추세를 보았을 때 여군의 확대는 필

수불가결한 것이고, 과거에 비해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군의 규모는 더

욱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띄고 있다. 그리고 단순한 양적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위 계급에 진

출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현재 미약한 여군의 규모와 역할을 고려했을 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무리하게 여군증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오히려 부작용

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군 친화적 정책들이 도입되면서 남군들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보고가 일부 있다. 군의 효과적인 통합을 위해 여군증

가의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다루면서 지속가능한 여군증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여군에 관한 연구가 성숙해지면, 이

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 속에서 여군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여군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분석하고 있

는 연구는 없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여군 연구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여군들이 군인이라는 신분을 활용하여 여군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직무만족’에 관한 것이었다.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들이 인구통계학적 요소, 군 관련 요소들을 독립변수

로 하고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하여 양적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도 유사한 측면을 갖는다. 하지만 종속변수로 직무만족이 아닌 ‘계층의

식’을 사용하고, 이를 종단적·횡단적으로 비교하고, 그 차이를 분석하여 함

의를 도출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군 

조직 안에서의 업무수행에만 국한된 직무만족이 아닌, 이 모든 것을 포괄

할 수 있는 ‘계층의식’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여군들이 본인의 계층 지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군과 관련된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혹은 부

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앞으로 여군의 역할이 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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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될 것이라 예상되는 이 시점에, 본 연구를 통해서 여군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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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조사절차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주 연구대상은 여군이고, 그 밖에 효과적인 비교연구를 위한 

보조 연구대상은 민간여성, 남군, 여군 후보생이다. 이를 위해 여군 및 여

군 후보생은 직접 설문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민간여성은 ‘한국종

합사회조사 2009’를, 남군은 선행연구 중 김유진(2008)의 연구를 활용하였

다. 본 연구에 있어 설문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설문 구성에 많

은 노력을 기울였다. 기본적으로 계층의식에 대해 묻고 있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였고, 민간여성과의 효과적인 비교를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 

2009’ 설문을 일부 활용하였으며, 여성 및 군인으로서의 특수성을 잘 포착

할 수 있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부모 세대 및 기혼자의 경우 배우

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이 여군의 계층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질문들을 추가하였다.

설문 예비조사는 2012년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였다. 계급을 고

려하여 15부를 배부한 후 9부를 회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되는 일부 설문 문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

던 사항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여군으로서 겪는 혜택이나 

차별에 관한 문항’의 경우 기존에는 혜택과 차별을 한 문항에 묶어서 제시

했다. 하지만 많은 여군이 혜택과 차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조언해

주어 본 설문에서는 두 개의 문항으로 분리하여 혜택과 차별을 각각 답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귀댁의 월평균 총소득’에 관한 문항의 경우 미혼 여

군이 부모 세대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혼

란스러워 했다. 따라서 미혼자는 부모 세대의 소득과 합산해서 답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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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수정하여, 혼란을 최소화하였다10). 예비조사 대상자는 <표 3-1>과 

같다.

<표 3-1> 예비조사 대상자

대상자 계급 연령 결혼유무

1 하사 20대 기혼

2 중사 20대 미혼

3 중사 30대 기혼

4 상사 30대 기혼

5 소위 20대 미혼

6 중위 20대 미혼

7 중위 20대 기혼

8 대위 30대 기혼

9 소령 30대 기혼

본 조사는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하여 장교 116부,

부사관 97부, 장교 후보생 37부, 부사관 후보생 49부 등 총 299부를 회수하

였다. 2010년 현재 육군 여군이 4,324명임을 감안하면(국방부, 2010), 후보

생을 제외한 213부의 여군에 대한 설문은 모집단 대비 약 5%에 해당한다.

또한 전·후방, 야전부대 및 교육기관, 도시 및 읍·면 이하, 기혼자와 미혼

자, 전투병과와 비(非)전투병과 등 다양한 여군을 포함하여 전체 육군 여군

에 대한 대표성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설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부대에 근무하는 여군들을 조사하게 되어 더욱 대표성을 높였다. 얼마 되

지 않은 여군이 전국의 각 부대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 한 개 부대에 근무

10) 여군 본인의 소득이 필요하다면 계급과 복무기간을 고려해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부모 세대의 

소득이 필요하다면 설문에서 응답한 소득에서 추정된 여군의 소득을 제외하여 구할 수 있다. 기혼

자의 경우 ‘귀댁’에 대한 의미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로 명확하여서 설문에 혼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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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여군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설문 조사 간 여군이 없는 부대도 많았고,

1-3명 정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약 100개의 부대로부터 

설문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부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았다. 이들이 

훈련된 연구원은 아니지만 우편을 통해 설문을 직접 회수하였으므로 문제

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장교 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은 해당 기관을 

필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하였다11). 구체적인 표본의 현황은 <표 

3-2>와 같다.

<표 3-2> 설문조사 여군 분포(계급별)
(단위: 명)

장교(116)
부사관(97) 후보생(86)

총계위관(100) 영관(16)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하사 중사 상사 장교 부사관

16 35 49 9 7 42 48 7 37 49 299

양적 분석을 시도하기에 충분한 양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제한적인 범

위 내에서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다만 소령 이상 장교,

상사 이상 부사관의 표본이 각각 16부, 7부로 다소 제한적이다. 대령 및 원

사에 대한 설문은 단 1부도 획득하지 못했는데, 이는 여군이 주로 하위계

급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2006년 현재 육군 여군 장교 중 소령이상 비

율은 12%, 부사관 중 상사 이상 비율은 6.4%에 불과하다(한국여성개발원,

2006). 이러한 비율만을 고려했을 때 표본의 계급 구성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소령 이상 장교 및 상사 이상 부사관의 절대표본량이 적은 관

계로 양적 분석에 있어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여군과 같은 성별이라는 측면에서 비교를 위한 민간여성 자료는 ‘한국

11) 설문조사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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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조사 2009’를 활용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ry)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매년 실시하

는 전국 표본조사로서, 한국인의 주요 가치 및 태도, 속성, 행동 방식, 일상

생활 양태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한다12).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최신 자

료인 ‘한국종합사회조사 2010’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2009년도 자료가 계층

의식 비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었기 때

문이다. 계층의식에 대해 논하고 있는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공정성 및 불

평등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 2009’ 자료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최신 자료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종합사회조사 2009’ 자료

를 선택함으로써 여군과 민간여성의 계층의식을 좀 더 폭 넓은 시각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여군과의 적절한 비교를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 

2009’ 자료 중 여성, 취업 집단만을 선택했을 때 사용가능한 표본 수는 397

명이었다. 여기에 연령, 학력, 소득을 기준으로 여군과 비슷한 수준을 대상

으로 추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본은 311부였다.

또한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 2009’의 자료를 일부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 2009’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층의

식은 10점 척도이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층의식 척도는 6점 척

도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비교를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 2009’의 계층의식 

10점 척도를 <표 3-3>과 같이 6점 척도로 변환하였다.

<표 3-3> 한국종합사회조사 2009 계층의식 척도 변환

기존 1 2 3 4 5 6 7 8 9 10

변환 하의 하 하의 상 중의 하 중의 상 상의 하 상의 상

여군과 직업적 측면에서 비교하기 위한 남군 자료는 선행연구 중 김유

12) 한국종합사회조사 홈페이지 참조(kgss.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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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2008)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였다. 김유진(2008)은 육군 영·위관 장교를 대

상으로 하여 계층의식과 그 결정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표집대상은 당

시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교들로 선정하였다13). 하지만 표집대상의 

성별에 관하여 밝히고 있지는 않아서, 표본 중 여군이 얼마나 포함되었는

지를 알 수가 없다. 다만, 그가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교를 표집대

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여군이 소수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전체 군에서 여군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했을 때 표본 392

명 중 약 5-20명 정도 포함되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김유진(2008)의 

연구 결과를 정확히 남군의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군의 특성을 많

이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를 남군이 주가 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

고, 편의상 ‘남군’으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이 밖에 김유진(2008)의 연구는 부사관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여군과 

‘남군’의 비교는 장교 집단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여군은 2012년에,

‘남군’은 2007년에 각각 설문조사했기 때문에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계층의식 측정에 있어 김유진(2008)은 5점 척도를, 본 연구는 6점 척도를 

사용하였다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군과 ‘남

군’의 비교를 통해, 여군의 계층의식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양적분석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기 위해서 총 19명

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주로 계층의식 및 그 결정요인의 차

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심층면접을 실

시하였다. 9월 8일, 15일, 22일, 11월 17일에는 직접 대면하여 면접을 진행

하였고, 추가적으로 인터넷 메일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심

층면접 대상자는 성별, 계급, 연령, 결혼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13) 김유진(2008)은 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표집하였을 경우 이들이 충분히 군

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군에서 교육인원을 선발할 때 계급, 출신, 병과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다양한 집단에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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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현황은 <표 3-4>와 같다.

<표 3-4> 심층면접 대상자

대상자 성별 계급 연령 결혼유무 비고

A 여성 하사 20대 미혼

B 여성 하사 20대 기혼

C 여성 중사 20대 기혼 부부군인

D 여성 중사 30대 미혼

E 여성 중사 30대 기혼

F 여성 중사 30대 기혼

G 여성 상사 30대 기혼

H 여성 소위 20대 미혼

I 여성 중위 20대 미혼

J 여성 중위 20대 기혼 부부군인

K 여성 대위 20대 미혼

L 여성 대위 20대 기혼

M 여성 대위 30대 미혼

N 여성 대위 30대 기혼

O 여성 대위 30대 기혼 부부군인

P 여성 소령 30대 기혼

Q 여성 장교후보생 20대 미혼

R 남성 중위 20대 미혼

S 남성 소령 30대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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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군의 계층의식 및 그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

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양적분석을 시도하였다. 집단별 계층의식을 파악

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계층의식 결정요인 파악을 

위해서 계층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주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일반적인 사회

경제적 변수, 군 관련 변수, 젠더 변수 등이다. 민간여성의 계층의식을 종

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의 경우 최대한 여군 분석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를 포

함하여, 공정한 비교가 되도록 하였다. 양적 분석 결과 여군의 계층의식 및 

결정요인이 특화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명확한 

의미파악을 위해 노력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및 심층면접 내용을 활용하여 

이를 검증하거나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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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먼저 여군의 계층의식을 살펴본 후 그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계

층의식 및 그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민간여성, ‘남군’과의 비교를 포함하

고 있으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였다.

1. 여군의 계층의식

본 연구에서는 ‘상의 상’부터 ‘하의 하’까지 6점 척도의 계층의식을 사용

하였다. 계층의식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표시하

였으며, 따라서 그 합이 100%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표 4-1> 여군의 계층의식
(단위: %)

계층의식 전체 여군 장교 부사관 위관장교 영관장교

상의 상 0.5 0.9 · 1.0 ·

상의 하 6.1 8.6 3.1 7.0 18.8

중의 상 44.6 55.2 32.0 54.0 62.5

중의 하 45.1 33.6 58.8 36.0 18.8

하의 상 3.3 1.7 5.2 2.0 ·

하의 하 0.5 · 1.0 · ·

계
100.0

(213)

100.0

(116)

100.0

(97)

100.0

(100)

100.0

(16)

주 1: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 따라서 각 열의 합

은 100.0%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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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은 여군의 계층의식을 전체 여군, 장교, 부사관, 위관장교, 영관

장교로 나누어서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여군의 

계층의식이 중간층에 높은 귀속비율을 보인다는 점이다. ‘전체 여군’의 중

간층 귀속비율이 약 90%에 달하고 있으며 세부 집단 역시 비슷한 중간층 

귀속비율을 보인다. 또한 상층 및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여군의 비율이 낮

게 나타나 계층의식의 편차가 작음을 알 수 있다. 여군 장교의 중간층 귀

속비율 역시 전체 여군과 비슷하게 약 90%를 보이고 있다. 중간층과 중산

층이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장교단은 전형적인 중산층”이라고 주장했던 

온만금(2006)의 논의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

서 다소 낫게 나타나고 있는 부사관의 계층의식이 장교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중간층 귀속비율이 90%를 넘고 있다.

둘째, 부사관, 위관장교, 영관장교 순으로 계급이 높아질수록 그에 상응

하여 계층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계급에 따라 보직 및 급여가 결정되고 위

계서열이 명확한 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놀랍지 않은 결과이다. 특히 표본

의 제한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영관장교의 계층의식은 ‘중의 상’ 비율이 

62.5%에 달하는 등 상당히 높고, ‘상의 하’, ‘중의 상’, ‘중의 하’에 몰려 있

어 위관장교 및 부사관과 다소 구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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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직업군인 계층의식의 시계열적 변화
(단위: %)

계층

의식

1991년1) 2001년2) 2007년3) 2012년

장교 준·부사관 장교+부사관 장교
여군 

장교

여군 

부사관

상 1 0 1.0 4.3 9.5 3.1

중의 상 26 4

11.6(중의 

상) 50.0 55.2 32.0

49.2(중의 

중)

중의 하 60 44 38.3 33.6 58.833.7(중의 

하)

하의 상 12 44
4.4

6.4 1.7 5.2

하의 하 1 8 1.0 · 1.0

출처: 1) 정선구 외(1991);  2) 온만금 외(2001);  3) 김유진(2008)

주 1: 음영은 필자. 

셋째, 직업군인의 계층의식을 분석하고 있는 선행연구에 비해 본 연구

를 통해 분석한 여군의 계층의식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를 

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직업군인의 계층의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높아지고 있다. 2012년에 이루어진 본 연구도 2007년에 이루어진 연구에 

비해 높은 계층의식을 보이고 있다. 연구자별로 조사방법 및 계층의식 척

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선행연구가 남군 위주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경향성을 확대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약 20년 간 이루어진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

화가 직업군인의 계층의식을 높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

게 일관된 경향을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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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여군 각 계급별 계층의식
(단위: %)

계층의식
부사관 위관장교

영관장교
하사 중·상사 소·중위 대위

상의 상 · · · 2.0 ·

상의 하 · 5.5 2.0 12.2 18.8

중의 상 16.7 43.6 54.9 53.1 62.5

중의 하 76.2 45.5 39.2 32.7 18.8

하의 상 4.8 5.5 3.9 · ·

하의 하 2.4 · · · ·

계 100.0 (42) 100.0 (55) 100.0 (51) 100.0 (49) 100.0 (16)

주 1: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 따라서 각 열의 

합은 100.0%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표 4-3>은 여군의 각 계급별로 계층의식을 나타낸 것이다14). 표본이 

제한됨에 따라 일부 계급은 부득이하게 통합 제시하였다. 앞의 <표 4-1>에

서 부사관, 위관장교, 영관장교 순으로 계층의식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표 4-3>을 통해 계급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살펴도 계급이 높

아짐에 따라 계층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군에서 계급이 갖는 절대적

인 의미와 단단한 위계적인 구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상사의 계층의식을 한 범주로 묶지 않고 분리하였을 경우, 상사

의 계층의식은 중사와 큰 격차를 보일뿐만 아니라 위관장교보다 높고 영관

장교와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15). 표본이 제한된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여군 상사는 ‘중의 상’에 약 70%의 귀속비율을 보이고 ‘하’에 대한 

14) 일부 계급에 대한 설문이 통계로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상사 7명, 소령 9명, 중령 7명 등). 따

라서 몇 개 계급을 통합해서 제시할 수 밖에 없었다. 좀 더 설문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면 각 계급

별로 계층의식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보다 풍부한 연구가 되었을 것이다. 

15) 상사의 계층의식이 중사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홍두승(1996)이 ‘국가보훈처 미간행 정책보고

서’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와 유사하다. 그에 따르면 ‘중하층’과 ‘하층’을 합한 비율이 상사가 64%, 

중사가 82%로, 양 계급 간 계층의식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홍두승,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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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은 전혀 없어서 상당히 높은 계층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확인했

듯이 계급이 높아짐에 따라 계층의식이 높아지는 직업군인의 특징을 감안

하더라도 상사의 계층의식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

하여 여군 상사 G를 심층면접하면서 그 원인을 일부 찾을 수 있었다.

G, 여군 상사, 30대, 기혼.

처음 하사로 임관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이 높은 계층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부대에서도 가장 막내였고, 이런 저런 잡일을 

많이 했었거든요...(중략)...상사로 진급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연륜도 있고, 경험도 쌓이다보니까 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 특별히 어렵다

거나 힘들지 않아요. 후배 부사관들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선배 대접을 받

는 것 같습니다...(중략)...주변에 친구들을 보면 지금 제 나이에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는 경

우가 별로 없어요. 당연히 저만큼 급여를 받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기혼인 여군 상사 G에 따르면 부대에서 자신의 위치뿐만 아니라 동성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본인의 현 상황을 만족스럽게 인식하고 있다. 특

히 주변의 친구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의 직업보다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대적인 만족감

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여성으로서 군 경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

았겠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현재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렇

지 못한 여성들보다 비교우위를 점하면서 높은 계층의식에 기여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군 경력이 쌓이면서 업무에 능숙하게 되고 후배 부사관

이 많아짐에 따라 부대 근무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요

소들은 여군 상사가 본인의 계층 지위를 높게 인식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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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일선 부대에서 상사는 최소 군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Veteran)으로서 

부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으며 부대원들

로부터 존경 받는 위치이다. 부사관이라서 젊은 장교들이 무시하거나 반말

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

하우(know-how)를 전수해 주는 입장이다. 또한 2006년 현재 육군 여군 부

사관 중 상사의 비율은 5.9%(한국여성개발원, 2006)에 불과하다. 즉, 하사 

및 중사가 대부분(2006년 현재 93.6%; 한국여성개발원, 2006)인 여군 부사

관에서 상사로 진급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성공’을 의미한다.

상위계급의 표본이 부족한 가운데 여군 계층의식의 특징을 온전히 파악

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계급이 높아짐에 따

라 계층의식이 높아진다는 점, 둘째, 여군 상사의 계층의식이 상당히 높다

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의 특징은 군에서 계급에 따라 위계서

열이 명확하고 보직 및 급여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하지만 상사의 계층의식이 중사와 확연하게 구분되고 영관

장교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은 예상외의 결과였다. 비록 표본의 부족

으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직업군

인의 계층의식에 있어 계급뿐만 아니라 복무기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사의 계층의식이 객관적으로 더 높은 계급인 위관장교

보다 높은 것은 계급의 영향력보다 오랜 기간 근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 민간여성 비교

여군과 민간여성은 성별이 같다는 근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리고 여성은 남성과 달리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굳이 군에 입대하지 않



- 38 -

아도 된다. 이를 달리 말하면 군에 입대하는 여성은 군인을 직업으로 생각

하는 것이다. 즉,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은 많은 직업 중의 하나로서 군인을 

고려하게 된다. 군은 징병제에 기초하여 남성 병역자원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충원할 수 있지만, 의무복무가 없는 여성을 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반 직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군과 민

간여성 간 계층의식을 비교하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 여군과 비슷한 수준

의 민간여성은 한국종합사회조사 2009년도 자료에서 여성 취업자 중 연령,

학력, 가구총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전체 여군의 기준을 적용하

여 연령 ‘19세-56세’, 학력 ‘고졸이상’, 가구총소득 ‘100만원 이상’을 대상으

로 하였고 그 사례수는 311명이다.

<표 4-4> 여군과 민간여성 간 계층의식 비교
(단위:%)

여군 민간여성

상의 상 0.5 ·

상의 하 6.1 2.9

중의 상 44.6 21.9

중의 하 45.1 57.9

하의 상 3.3 16.4

하의 하 0.5 1.0

계 100.0(213) 100.0(311)

주 1: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 따라서 각 열의 합

은 100.0%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표 4-4>는 여군과 민간여성의 계층의식을 비교한 것이다. ‘중의 하’에 

대한 귀속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양 집단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지

만, 전반적으로 여군의 계층의식이 민간여성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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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중의 상’, ‘중의 하’에 약 90%가 몰려 있고, 민간여성 역시 중간층에 

약 80%가 몰려 있어 양 집단 모두 중간층 귀속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여군 위관장교, 영관장교, 부사관에 

상응하는 민간여성 집단을 추출하여 비교해 보았다.

<표 4-5> 여군 위관장교와 민간여성 간 계층의식 비교
(단위: %)

계층의식 위관

한국종합사회조사 2009년

22-43세 대졸이상
소득 

150만 이상
교집합

상의 상 1.0 · · · ·

상의 하 7.0 1.9 6.3 3.2 3.1

중의 상 54.0 23.0 33.1 20.5 36.0

중의 하 36.0 58.7 50.0 57.0 54.6

하의 상 2.0 15.5 9.8 17.4 6.2

하의 하 · 0.9 0.7 2.0 ·

계 100.0(100) 100.0(213) 100.0(142) 100.0(351) 100.0(97)

주 1: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 따라서 각 열의 합

은 100.0%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표 4-5>는 여군 위관장교와 민간여성 간 계층의식을 비교한 것이다.

여군 위관장교와 비슷한 수준의 민간여성을 추출하기 위하여 소위로 임관

할 수 있는 최소나이와 대위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나이, 장교로 임관하기 

위한 최소학력 및 소위 임관 시 급여를 고려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그 교집

합은 97명이다. 여군 위관장교는 ‘중의 상’(54.0%)에 대한 귀속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민간여성의 경우 ‘중의 하’(54.6%)에 대한 귀속비율이 가장 높아 

양 집단 간 계층의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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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여군 영관장교와 민간여성 간 계층의식 비교
(단위: %)

계층의식 영관

한국종합사회조사 2009

32-56세 대졸이상
소득 

300만 이상
교집합

상의 상 · · · · ·

상의 하 18.8 3.7 6.3 4.1 8.7

중의 상 62.5 21.4 33.1 24.1 41.3

중의 하 18.8 52.4 50.0 61.1 44.6

하의 상 · 19.9 9.8 10.0 5.4

하의 하 · 2.6 0.7 0.7 ·

계 100.0(16) 100.0(271) 100.0(142) 100.0(270) 100.0(92)

주 1: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 따라서 각 열의 합

은 100.0%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표 4-6>은 여군 영관장교와 민간여성 간 계층의식을 비교한 것이다.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연령, 학력, 가구총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영관장교와 

비슷한 수준의 민간여성을 추출하였으며, 그 사례수는 92명이다. 영관장교

는 ‘중의 상’(62.5%)에 대한 귀속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민간여성은 ‘중의 

하’(44.6%)에 대한 귀속비율이 가장 높아 양 집단 간 계층의식 격차가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관장교와 비교하기 위해 선정한 민간여성 집

단이 여군 위관장교보다 낮은 계층의식을 보이고 있어 여군 장교와 민간여

성 간 계층의식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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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여군 부사관과 민간여성 간 계층의식 비교
(단위: %)

계층의식 부사관

한국종합사회조사 2009

19-55세 고졸이상
소득 

100만 이상
교집합

상의 상 · · · · ·

상의 하 3.2 2.9 3.1 2.9 2.9

중의 상 31.6 20.2 21.3 19.3 21.6

중의 하 58.9 55.5 57.1 55.5 58.0

하의 상 5.3 19.3 17.6 19.3 16.4

하의 하 1.1 2.0 0.9 2.9 1.0

계 100.0(95) 100.0(346) 100.0(324) 100.0(373) 100.0(310)

주 1: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 따라서 각 열의 합

은 100.0%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표 4-7>은 여군 부사관과 민간여성 간 계층의식을 비교한 것이다. 연

령, 학력,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민간여성 집단을 추출하였으며 그 교집합

은 310명으로 앞의 경우와 비교해서 다소 많은 편이다. 여군 부사관이 민

간여성보다 높은 계층의식을 보이고 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양 집단 

모두 '중의 하‘에 대한 귀속비율이 약 60%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는 여군 장교와 민간여성 간 계층의식 격차가 컸던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여군의 계층의식이 비슷한 수준의 

민간여성보다 상당히 높고, 둘째, 이는 특히 장교에게서 두드러진다. 그렇

다면 이러한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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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직업군인과 민간인 간 계층의식의 시계열적 비교
(단위:%)

연도
계층

의식

직업군인 민간인

장교 준·부사관

사회통계조사(1988) 생산직 

근로자

(1990)

전국

인구

대졸

이상
고졸

1991
1)

상층 1 0 2 6 2 2

중상층 26 4 22 46 23 19

중하층 60 44 39 38 44 41

하상층 12 44 25 8 23 28

하하층 1 8 12 2 8 10

2007
2)

계층 

의식
장교 위관 영관

한국종합사회조사(2005)

장교 

비교집단

위관장교 

비교집단

영관장교 

비교집단

상층 4.3 3.4 5.3 4.7 3.5 6.0

중상층 50.0 42.2 58.5 34.8 29.1 43.2

중하층 38.3 43.1 33.0 54.3 59.3 47.8

하상층 6.4 9.3 3.2 5.2 7.0 3.0

하하층 1.0 2.0 · 1.0 1.2 ·

2012

계층 

의식
장교 위관 영관

부사

관

한국종합사회조사(2009)

장교 

비교

집단

위관장교

비교집단

영관장교

비교집단

부사관

비교집단

상의 

상
0.9 1.0 · · · · · ·

상의 

하
8.6 7.0 18.8 3.2 6.1 3.1 8.7 2.9

중의 

상
55.2 54.0 62.5 31.6 34.8 36.0 41.3 21.6

중의 

하
33.6 36.0 18.8 58.9 50.0 54.6 44.6 58.0

하의 

상
1.7 2.0 · 5.3 8.3 6.2 5.4 16.4

하의 

하
· · · 1.1 · · · 1.0

출처: 1) 정선구 외(1991:124); 경제기획원(1991:297); 경제단체협의회(1990:39); 

        홍두승(1996:113)에서 재인용. 

      2) 김유진(2008: 42-45)에서 재구성. 

주 1: 음영은 필자. 

   2: 좌측 연도는 직업군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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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직업군인 계층의식의 시계열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8>은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연구된 직업군인과 민간인 간 

계층의식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상이한 연구자에 의해 분석이 이루어진 

만큼 계층의식 척도 및 비교집단 선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정선구 외(1991)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직업군인의 계층

의식이 민간인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장교는 ‘중하층’에 대한 귀속비

율(60%)이 가장 높은 반면, 비슷한 수준의 민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졸

이상 집단은 ‘중상층’에 대한 귀속비율(46%)이 가장 높다. 준·부사관은 ‘중

하층’ 및 ‘하상층’에 대한 귀속비율(각각 44%)이 가장 높은 반면, 비슷한 

수준의 민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졸집단과 생산직 근로자집단은 ‘중하

층’에 대한 귀속비율(44%, 41%)이 가장 높고, ‘하상층’에 대한 귀속비율

(23%, 28%)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오히려 장교는 고졸과 생산직 근로자 

집단과 비슷한 계층의식을 보여, 당시 직업군인의 계층의식이 민간인에 비

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김유진(2008)에 의해 이루어진 2000년대 중반의 연구에서는 이러

한 현상이 역전되었다. <표 4-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위관장교 및 영관장

교는 각각 비슷한 수준의 민간인보다 높은 계층의식을 보이고 있다. 오히

려 영관장교 비교집단 민간인은 위관장교와 비슷한 계층의식을 보이고 있

다.16)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유진(2008)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

관장교의 경우 동년배들에 비해 일찍 취업을 했고, 따라서 소득이 높을 뿐

만 아니라 직장에서 지위도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관장교와 비

슷한 수준의 민간인은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정, 소득감소, 자산 가

16) 김유진(2008)이 선정한 위관 비교집단 및 영관 비교집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관비교집단: 대졸이상, 신중간계급, 소득 200만원 이상, 근무년수 10년 미만의 교집합(한국종합사

회조사 2005) 

영과비교집단: 대졸이상, 신중간계급, 소득 300만원 이상, 근무년수 10년 이상의 교집합(한국종합사

회조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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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하락 등의 영향이 큰 반면 영관장교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미미했

다는 것이다(김유진, 2008:81).

<표 4-9>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단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1/4

2012 

2/4

실질GDP 

성장률
2.3 0.3 6.3 3.6 2.8 2.4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검색일: 2012.10.4)

여군의 계층의식이 민간여성보다 높은 것도 이러한 일련의 흐름과 무관

하지 않다.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인

한 금융위기, 유럽의 경제위기 등이 연달아 발생했으며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 국내의 경제침체도 장기화 되고 있다. 2010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은 3%전후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은 2013년 우리 경

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3.4%로 크게 낮추는 등(조선일보,

2012.9.17) 향후 경제성장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침체에 따른 타격은 경제활동인구 중 남성보다 여성에

게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문직보다는 비전

문직, 상용직보다는 일용직 및 시간제로 근무하는 비율이 더 높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경제사정에 따라 고용의 불안정성이 커진다. 2000년

부터 2009년까지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민현주·임희정

(2010)에 따르면, 2008년 경제위기를 전후로 하여 20대 중후반 및 30대 여

성의 고용률 및 고용비중 하락이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 이러한 사실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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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최근 5년간 육사 여생도 경쟁률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37.7대 1 35.5대 1 37.5대 1 40.4대 1 37.1대 1

출처: 육사 홈페이지(http://enter.kma.ac.kr/)

이처럼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2013년도 육사 73기 생도 모

집에 6403명이 지원해 23.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985년 이후 사상 최대

치를 기록했다. 특히 여생도 경쟁률은 37.8대 1로 남생도에 비해 상당히 높

은 수치를 보인다(국민일보, 2012.7.26). 최근 수년동안 여생도 경쟁률은 40

대 1에 육박하는 등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여군의 인기를 반증한다.

사관학교는 학비 부담이 적고, 졸업 후 장교로 바로 진출할 수 있다는 

직업 안정성 덕에 경제침체기에 더욱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러한 현상은 비단 육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여군 장교 및 부사관

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경기침체가 깊어질수록 반대급부로 

여군들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커지고 이에 따라 

이들의 계층의식이 민간여성에 비해 높게 유지될 개연성이 크다. 반면 민

간여성은 경제위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본인의 의

사에 반하여 직업의 하향이동을 경험하는 등 고용불안정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군에 대한 인기는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여군의 계

층의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군의 계층의식이 민간여성에 비해 높은 것이 단순히 경제적 

요인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여군에 

지원한 동기는 상호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관련성이 있을 수 있

다. 예를 들어 경제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직업군인이 된 여성은 경제변수

가 계층 지위 인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진급에 중

점을 두어 높은 계급까지 진출하는 것이 꿈이라면 계급이 계층 지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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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표 4-11> 여군이 된 동기
(단위:%)

동기 여군 장교 부사관

본인의 적성 40.4 42.2 38.1

군인가족의 영향 14.6 9.5 20.6

경제적 안정성 19.7 19.0 20.6

직업적 전문성 18.3 22.4 13.4

기타 7.0 6.9 7.2

계 100.0(213) 100.0(116) 100.0(97)

주 1: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표시. 따라서 열의 합이 100.0

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표 4-11>를 참고하면, 여군이 된 동기로 경제적 안정성을 택한 비율은 

약 20.0%에 불과하다. 즉, 경기침체로 인해 여군의 계층의식이 높다는 논

리의 설명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40%에 해당하는 여군이 ‘본인의 

적성’에 의해 직업군인의 길을 걷고 있다. 지원동기를 위의 경우와 같이 획

일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지만, 여성들이 ‘본인의 적성’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경향은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부사관보다 장교에게서 높게 나타나

고 있고, 부사관은 ‘군인가족의 영향’ 및 ‘경제적 안정성’이 장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M, 여군 대위, 30대, 미혼.

제가 육사에 지원했을 때 집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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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여성적’인 직업을 갖길 원했어요...(중략)...처음에는 여군 장교가 되어서 

남성 부하들도 거느려보고 싶은 묘한 마음도 있었고...(중략)...여성이 군인

이 된다는 것이 생소하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지금정도는 아닐지라도 ‘군에 

불어치는 여풍’ 이런 비슷한 기사들도 있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제가 여군 

장교가 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활달한 제 적성과도 여군이 맞다고 생

각을 했구요...(중략)...이제 거의 군 생활 10년차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솔직

히 처음과는 마음이 많이 변했습니다만, 군에서 여성의 역할이 점점 커지

고 높은 계급으로 진급하시는 분들 소식을 접하게 되니, 저도 할 수 있다

는 생각과 하고 싶다는 성취욕이 생겼습니다.

K, 여군 대위, 20대, 미혼.

뭐랄까? (여성에게 있어 군이) 생소한 것도 있고, 여권 여권 하고 여성

이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고위직? 어디 그런 거 보면 많이 있지는 않자

나, 진출하기도 쉽지 않고...(중략)...군대에서 여군 장교면 꽤 높자나, 나와

서도(전역 후) 여성계 이런대로 가서 지도층으로 계속 활동할 수도 있고.

C, 여군 중사, 20대, 기혼, 부부군인.

제 아버지도 육군에서 원사로 전역하셨습니다...(중략)...제가 여군이 된 

데에는 아버지의 추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이 

썩 좋은 곳은 아니었는데 졸업한다고 해서 마땅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사관으로 지원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어

도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입이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

실 아버지를 통해 봤을 때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 

큰 어려움 없이 지냈으니까요. 아버지도 그 점을 강조하셨고, 근무환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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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더 좋아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중략)...저희 남편도 중사이고 저

희는 부부군인인데 맞벌이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 여유도 있는 것 같습니

다. 아버지가 혼자 벌어서 저희 네 가족이 지낼 때는 부족함은 없었지만,

넉넉함도 없었는데, 저희 부부가 아끼고 열심히 한다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과 K, C의 면접 사례를 여군 전체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M의 경우 본인의 적성에 의해 여군 장교의 

길을 선택했고, 여군 장성 진급자가 나오는 등 최근 군에서 여군의 입지가 

점점 커지는 것에 자극을 받아 본인도 높은 계급으로 진출하고 싶은 바람

을 드러냈다. K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입지를 고려할 때, 여군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요소가 여군 지원에 영향을 미쳤

다고 했다. 반면 C의 경우 직업적인 성취보다는 ‘경제적 안정성’에 주안을 

두고 여군이 되었다. 육군 원사 출신인 아버지가 직업군인을 추천한 이유

도 상당 부분 ‘경제적 안정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처럼 여군 장교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여군의 입지에 대해 적극적으

로 인식하고 본인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갖는 데 반해,

여군 부사관은 비교적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군의 입지가 강화

된 것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 역시 부사관보다 장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

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7). 특히 여군 

최초의 장성 진급 및 전투병과 최초의 장성 진급에 대해 각 언론은 심도 

깊게 보도했다. 따라서 여군 장교는 비교집단에 비해 본인의 계층 지위를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본인의 현재 객관적 상황뿐만 아니라 향

후 진출 가능한 수준을 고려하여 계층 지위를 인식하는 것이다.

17) 미디어 가온(http://www.kinds.or.kr/)에서 전국종합일간신문, 제목+본문, 2000.1.1-2012.10.18 

조건으로 ‘여군 장교’에 대해 검색하면 919건, ‘여군 부사관’에 대해 검색하면 412건이 나온다. 

보도 내용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언론의 관심이 여군 부사관보다 장교에 맞추어져 있음

을 알 수 있다(검색일: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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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여군의 계층의식이 비슷한 수준의 민간여성에 비해 높은 점

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요인은 경기침체의 

영향이다. 민간여성은 경기침체의 영향이 크게 다가온데 반하여 비교적 고

용안정성이 높은 여군에게 그 영향은 미미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여군이 

민간여성에 비해 높은 계층 지위를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둘째, 군 

내에서 여군의 역할이 확대된 것과 관련이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고, 특히 최근 몇 년간 군에서 여성의 발전은 상당했다. 여

군의 양적 규모가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여성 장군 진급자가 나오는 등 상위계급으로의 진

출도 늘어나고 있다. 그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여군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

다. 여군의 발전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는 부사관보다 장교에게 초점이 맞

추어져 있고, 여군 장교는 부사관보다 확대되고 있는 여군에 대해 적극적

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군 장교들이 본인도 상위계급으로 

진출하고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하여 높

은 계층 지위를 인식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2) 남군 비교

여군의 계층의식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남군과의 비교는 

필수이다. 남군과의 비교를 통해 부대 안에서 여군의 역할과 지위, 그리고 

남군과의 관계가 계층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군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으며 최근에 본

격적으로 여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군 대비 여군의 계층

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차이가 있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가

에 대한 고민이 시기 적절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남군

에 대한 설문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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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의 분석결과를 참조하여 간접비교하도록 하겠다.

<표 4-12> 여군(2012)과 남군(2007)1)의 계층의식 비교
(단위: %)

계층의식
장교 위관 영관

남군 여군 남군 여군 남군 여군

상의 상
4.3

0.9
3.4

1.1
5.3

·

상의 하 9.4 7.8 18.8

중의 상 50.0 53.8 42.2 52.2 58.5 62.5

중의 하 38.3 34.9 43.1 37.8 33.0 18.8

하의 상 6.4 0.9 9.3 1.1 3.2 ·

하의 하 1.0 · 2.0 · · ·

계
100.0(39

2)

100.0(10

6)

100.0(20

4)

100.0(10

0)

100.0(18

8)

100.0(1

6)
주 1: 남군은 김유진(2008)에서 활용. 엄밀히 말하면 여군이 소수 포함되어 있으나, 

비교의 편의 를 위해 ‘남군’으로 지칭. 

   2: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 따라서 각 열의 

합은 100.0%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표 4-12>를 보면, 여군의 계층의식은 ‘남군’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다.

위관·영관장교 모두에서 여군의 계층의식이 ‘남군’보다 높은데, 특히 위관

장교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군 문화가 남성 위주이고, 여군이 군에 진

출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에 포진해 있는 것을 고

려한다면 의외의 결과이다. 그 원인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

이 있다.

첫째, 여군과 남군을 각 계급에 따라 직접 비교하는 것보다 전체 여성 

속에서 여군이 갖는 위치와, 전체 남성 속에서 남군이 갖는 위치에 따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2년 7월 현재 

74.1%, 평균 임금은 2010년 현재 2,648,052원이다.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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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율은 2012년 7월 현재 50.9%, 평균 임금은 2010년 현재 1,771,724원으

로 남성대비 약 66.9% 수준이다18). 물론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꼭 높은 계층의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층 지위를 인식

함에 있어 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

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같은 계급에 있는 남군과 여군은 

보직에 따라 수당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

받는다. 하지만 이를 성별로 분리해서 보면 전체 남성 중에서 남군이 받는 

급여보다 전체 여성 중에서 여군이 받는 급여가 보다 상위 집단에 위치한

다.

M, 여군 대위, 30대, 미혼.

저는 돈에 목매는 편은 아닙니다만, 제 주변 친구들과 비교해봤을 때 

소득이 부족하다거나 제가 소비하는데 모자람이 있지는 않아요...(중략)...만

약 결혼을 하고 제 소득만으로 가정을 꾸려나간다며 문제가 되겠지만 결혼 

후에도 가능하면 맞벌이를 하려고 생각중이기도 하구요.

J, 여군 중위, 20대, 기혼, 부부군인.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저는 일찍 취업을 했고, 일찍 결혼을 한 편입니

다. 맞벌이를 하니까 수입이 많은 편이고, 남편 수입을 제외하더라도 친구

들에 비해서 제가 많이 버는 편입니다. 사실 아직 취업을 못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제 삶이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 경제활동 참가율은 통계청(2012) 『2012년 7월 경제활동인구월보』에서, 평균 임금은 통계청

(2011) 『한국통계연감』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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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과 J의 면접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이들이 주로 주변의 동성 친구들

과의 비교를 통해서 소득의 많고 적음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군 상

사 G와의 심층면접에서도 확인한 내용이다. M과 J, G뿐만 아니라 심층 면

접한 여군들이 대부분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부대 내 동료 남군과의 

소득 비교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즉, 여군은 남군과의 비교를 통

해서 본인의 계층 지위를 인식하기보다는 다른 여성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계층 지위를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들이 남성

들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고 급여가 적음을 감안할 때, 전체 

여성 속에서 여군이 갖는 위치는 전체 남성 속에서 남군이 갖는 위치보다 

높은 것을 판단되며, 이는 여군이 높은 계층 지위를 인식하는데 긍정적으

로 작용한다.

<표 4-13> 계급별 장교 비율
(단위:%)

구분 합계 장군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합계 100.0 0.0 0.3 2.2 8.2 40.0 32.9 16.8 0.3

육군 100.0 0.0 0.3 2.5 9.2 40.5 29.9 17.1 0.3

해군 100.0 0.0 0.0 0.9 5.0 22.4 53.7 17.9 0.0

공군 100.0 0.0 0.0 0.4 3.0 39.8 39.0 17.8 0.0

출처: 『국방여성의 GEM 향상방안』, 2006, 한국여성개발원, p.51; 김경순. 2011에

서 재인용.  

<표 4-14> 계급별 부사관 비율
(단위:%)

구분 합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합계 100.0 0.4 4.2 38.0 57.4

육군 100.0 0.5 5.9 51.7 41.9

해군 100.0 0.0 0.0 1.8 98.2

공군 100.0 0.0 0.0 2.0 98.0

출처: 『국방여성의 GEM 향상방안』, 2006, 한국여성개발원, p.51; 김경순. 2011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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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여군과 남군 간 상이한 상위계급 진출률을 고려해야 한다. <표 

4-13>과 <표 4-1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군은 비교적 상위계급으로 많

이 진출하지 못했으며 대부분 하위계급에 포진해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장교의 경우 대위 이하가 87.8%, 부사관의 경우 중사 이하가 93.6%이다.

따라서 여군으로서는 ‘장기복무19)’에 선발이 되고 장교의 경우 ‘소령’, 부사

관의 경우 ‘상사’에 진급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

다. 여군 소령 이상 장교, 상사 이상 부사관은 주변 여군과 비교했을 때 해

당 계급까지 진급한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인식

을 가지고 있고, 이는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남군의 경우 

상위계급으로의 진출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동일 계급에서 만족감은 여

군에 비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P, 여군 소령, 30대, 기혼.

19) 군 인사법에 의하면 장교와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된다. 장기복무로 선발이 되면 

계급에 따라 정해진 연령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단기복무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기

에 군복을 벗어야 한다. 장기복무 장교는 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도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

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③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④해군의 항

공과 장교 또는 공군의 조종과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단기복무 장교는 ①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사관후보생, ③「병역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④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이다.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다. 단기복무 부사관은 ①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②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장학생으로 선발

된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③「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

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 사람, ④「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

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⑤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

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

람이다. 장기복무 선발은 연도별로 군에서 필요한 인력과 공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

다. 일반적으로 임관 2년차 이후부터 장기복무에 지원할 수 있고 연도별, 병과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30%에서 40% 정도가 장기복무로 선발이 된다(이는 공식적인 통계가 아니다. 군의 인력운

영에 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관계로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추정된 대략적인 수치이다). 최

근 여군의 충원방법을 다양화하면서 각 과정 간 장기복무선발비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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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군 생활을 했던 동기 들 중 6명이서 마음이 맞아 친하게 지냈는

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현역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단 2명이

에요. 이런 저런 이유로 4명이나 전역을 했고, 현역으로 있는 동기는 대위 

계급입니다. 특별히 제가 뛰어나서 진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결과적

으로 6명 중에서 저 혼자 영관장교가 되었습니다. 급여수준이 나쁜 편도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G, 여군 상사, 30대, 기혼.

여군 상사 자주 보셨습니까? 아마 거의 못 보셨을걸요. 여러 가지 생각

하지 않고 그냥 여군 상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는 가끔씩 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타 부대 간부들을 마주치게 되면 여자가 상사 계급장 달고 

있으니까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나름대로 뿌

듯합니다.

셋째, 기혼자의 경우 ‘맞벌이 효과’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

성은 결혼 후 출산과 육아 문제 때문에 한 직장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쉽

지가 않고 역할 갈등으로 인해 직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높다.

직업적 경력의 단절로 인해 전문직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는 재취업을 포기

하거나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기준을 한 단계 낮춰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

다. 남성 배우자가 직업군인인 경우, 출산과 육아 문제 뿐만 아니라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동해야 할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고,

이는 더욱더 여성 배우자가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제약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혼 남군은 외벌이인 경우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여군의 경

우도 남군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근무지 이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

부분의 남성 배우자들이 경제활동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외벌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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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맞벌이일 개연성이 더 크다. 따라서 기혼 직업군인의 경우 남군보다 여

군이 비슷한 나이나 계급에서 가구 총소득이 더 높다고 판단되며, 이는 여

군의 계층의식이 남군보다 높은 현상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설명을 해준다.

(3) 후보생 비교

후보생 과정은 일반문화에 익숙한 민간인에게 군 교육을 통해 군인으로

서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군대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준다. 군인으

로서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며, 소위 혹은 하사로 임관하기 위해 필요한 지

식을 이론 및 실기를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다. 앞서 살펴본 여군 장교 및 

부사관의 계층의식이 상위계급에서 더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장교 후보

생은 소위보다, 부사관 후보생은 하사보다 계층의식이 낮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4-15> 여군과 후보생의 계층의식 비교
(단위: %)

계층의식 부사관 후보생 하사 장교후보생 소위

상의 상 2.0 · · ·

상의 하 4.1 · 5.4 ·

중의 상 55.1 16.7 48.6 43.8

중의 하 34.7 76.2 40.5 56.3

하의 상 4.1 4.8 5.4 ·

하의 하 · 2.4 ·

계 100.0 (49) 100.0 (42) 100.0 (37) 100.0 (16)

주 1: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 따라서 각 열의 합

은 100.0%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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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반대였다. 부사관 후보생의 계층의식은 하사보다 

높고 장교 후보생의 계층의식은 소위보다 높다. 이처럼 후보생의 계층의식

이 그들의 1차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및 하사보다 높은 원인은 무엇일

까?

먼저, 후보생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후보생 과정은 민간인을 군인화(化)하는 것이고, 따라서 후보생은 아직 완

전한 군인이라고 할 수 없다. 군 관련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층 지위

를 인식함에 있어 군 관련 요소보다는 민간 요소에 의존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아직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고 보기 어려워 계층 지위를 인식함

에 있어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생 과정을 끝내고 

직업군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모와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

하게 되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게 되는 등 부모의 영향이 약

화된다. 따라서 부사관 후보생 과정과 하사 간, 장교 후보생 과정과 소위 

간 계층의식의 연관성을 논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의 후보생 과정과 일선부대에서의 직업군인 

간 일종의 ‘문화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교육기관에서는 후보생들에게 직

업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로 원칙만을 가르친

다. 후보생들이 처음으로 군문에 들어섰기 때문에 직업군인의 역할을 자각

하고 그 사명을 인식하며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

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집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후보생들은 직업군인

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며, 임관 후에 멋지게 근무하여 국가에 충성하리

라는 다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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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후보생 시절에 비해 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
(단위: %)

임관전과 

임관후의 

괴리

문화생활 

기회부족

과도한 

업무

여군에 대한 

복지 부족

남성중심  

군 문화
계

34.0 30.2 18.9 11.3 5.7 100.0(53)

주 1: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표시. 따라서 행의 합은 

10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임관 후에 이들이 겪게 되는 근무환경은 후보생 과정에서 배웠

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

을뿐더러 부대에서 가장 하위계급으로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맡

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후보생 시절에 직업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키

우고 큰 일을 해보겠다는 다짐에 비해 현재 사소한 일을 맡고 있는 본인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직업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후보생 시절에 주로 대접받고 훈육요원들이 많은 일들을 대신 해주던 것에 

비해 임관 후에는 본인이 직접 모든 일을 챙겨야 하며, 일을 배우는 과정

에서 ‘대접’보다는 ‘꾸중’을 듣는 경우가 많다. <표 4-16>을 보면, 후보생 

시절에 비해 현재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여군 53명 중, 그 원인이 ‘임관

전과 임관후의 괴리'라고 답한 비율이 34%에 달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

한 요소들은 후보생이 하사 및 소위보다 높은 계층의식을 보이는 것을 일

정 부분 설명해준다.

(4) 소결

이상으로 여군의 계층의식을 세부집단별로 살펴보고 이를 민간여성, ‘남

군’, 후보생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군

의 중간층 귀속비율이 약 90%에 달할 정도로 높고, 직업군인의 계층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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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계층의식 분포

를 보인다. 부사관, 위관장교, 영관장교 순으로 계층의식이 높아지고 있으

며, 세부계급별로 살펴보아도 계급이 높을수록 계층의식이 높아지는 경향

을 나타낸다. 다만 ‘상사’의 계층의식은 중사보다 확연히 높을 뿐만 아니라 

위관장교보다 높고 영관장교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는 현재 여군 부

사관 중 상사까지 진출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해당계급까지 진출했을 경

우 갖게 되는 일종의 ‘성공의식’의 영향과 오랜 기간 근무함으로써 받게 

되는 비교적 높은 급여, 부대에서 업무에 능통한 점 등이 계층의식에 긍정

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변의 동성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함으

로써 그 만족감은 극대화되어 높은 계층 지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

다.

둘째, 여군의 계층의식은 비슷한 수준의 민간여성보다 높은 분포를 보

였다. 특히 장교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민간여성보다 상당히 높은 계층의

식을 나타냈고, 부사관은 민간여성보다 다소 높은 계층의식을 나타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

회의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성이 증대되었고, 특히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경

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고용불안정성이 더욱 커진 것과 관련이 깊다. 상

대적으로 직업안정성이 높은 여군은 그 충격이 미미하였지만 민간여성은 

경제위기에 따른 충격이 심각하게 다가왔다. 또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여

군의 입지를 장교는 적극적으로 인식하는데 반해, 부사관은 다소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군 장교와 비슷한 수준의 민간 여성 간 

계층의식 격차가 부사관의 그것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여군 장교의 계층의식은 ‘남군’ 장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통적으

로 군은 ‘남성적’인 집단이었고, 현재까지도 남군이 다수자이자 기득권층임

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이다. 하지만 심층면접 결과 여군들은 주로 남군

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동성의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계층 지위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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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군과 남군을 군인이라는 범주로 묶지 않

고 성별로 분리하여 전체 여성 속에서 여군이 갖는 위치와 전체 남성 속에

서 남군이 갖는 위치를 비교했을 때, 여군의 계층의식이 남군보다 높은 점

이 이해가 되었다. 게다가 상위계급으로의 진출률이 낮은 여군의 계급적 

특성상 동일계급에서 만족도가 여군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령이

상 장교, 상사이상 부사관에 대한 여군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군은 맞벌이 비율이 남군보다 높아 가구총소득이 높다. 이러한 점

들은 여군이 남군보다 높은 계층의식 분포를 보이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여군 후보생의 계층의식은 그들의 다음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하사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물론 임관전인 후보생과 임관후인 

여군을 연속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후보

생이 그들의 1차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및 하사보다 계층의식이 높은 

것은 의외의 결과였다. 이는 간접적으로 임관 후 맞이하게 되는 환경 및 

군의 근무여건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다는 것을 반증한다. 후보

생 시절에 비해 현재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여군들 중에서 그 원인으로 

‘임관 전과 임관 후의 괴리’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도 이를 뒷

받침한다.

2. 여군의 계층의식 결정요인20)

여군의 계층의식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모든 변수들 간의 상

관분석을 실시했다. <표 4-17>은 계층의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

20) 후보생의 계층의식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왜

냐하면 연령이 낮은 후보생은 주로 부모 관련 요인 및 가정 변수에 의존하여 계층 지위를 인식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특징적인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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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상관관계는 높지 않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수를 포함한 상관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변수를 공통된 특징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표 4-17> 계층의식과 주요 변수간 상관분석 결과(여군)

독립변수 전체 여군 기혼 여군 여군 장교

사회경제

적 변수

학력 .305** .394** .290**

가구총소득 .497** .508** .510**

자가주택 소유여부 .127 .005 -.068

군 관련 

변수

계급 .301 .369** .268**

복무구분 .395** .315** .455**

복무기간 .321** .213 .312**

부모님 

변수

부모님 직업 .142* .165 .099

부모님 학력 .210** .406** .099

부모님 직업군인 여부 .051 .031 .013

배우자 

변수

배우자 직업 · .450** ·

배우자 학력 · .474** ·

태도 

변수

직업 만족도 .247** .267* .383**

경제상태 만족도 .504** .578** .557**

사례수 213 83 116

주 1: (  )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2: *p<.05, **p<.01, ***p<.001

   3: 전체 여군과 기혼 여군의 계급은 부사관을 0, 장교를 1로 가변수화 함

   4: 복무구분은 단기를 0으로 하여 가변수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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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여군 범주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는 ‘경제상태 만족

도’, ‘가구총소득’의 경제관련 변수, ‘복무구분’, ‘복무기간’의 군 관련 변수 

등이다. 기혼 여군의 경우 경제관련 변수와 더불어 ‘배우자 직업’, ‘배우자 

학력’의 배우자 관련 변수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군 장교는 ‘경제상

태 만족도’, ‘가구총소득’의 경제관련 변수와, ‘복무구분’, ‘직업 만족도’ 등

의 변수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상관분석은 이름 그대로 양 변수 

간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일 뿐 어떤 변수가 그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를 밝

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6점 척도의 계층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높은 상

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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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계층의식과 주요 변수간 회귀분석 결과(여군)

독립변수
전체 여군 기혼 여군 여군 장교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사회 

경제

적 

변수

학력 .121
(.140)+

.118
(.135)+

-.203
(-.261)

-.126
(-.162)

.360
(.238)*

*

.375
(.243)*

*

가구총소득
.001

(.255)*
**

.000
(.138)*

.002
(.491)*

*

.001
(.395)*

.001
(.314)*

*

.001
(.176)+

군 

관련 

변수

계급 .127
(.089)

.153
(.107)

.094
(.067)

.091
(.066)

-.098
(-.152)

-.066
(-.102)

복무구분

(연장)

.155
(.063)

.126
(.052)

.094
(.029)

-.023
(-.007)

.204
(.092)

.058
(.026)

복무구분

(장기)

.301
(.199)*

.275
(.182)*

.326
(.154)

.281
(.132)

.550
(.370)*

*

.415
(.279)*

*

복무기간 .122
(.191)*

.097
(.152)*

-.150
(-.262)

-.169
(-.295)

+

.063
(.120)

.041
(.077)

부모

님 

변수

부모님 직업 .030
(.078)

-.010
(-.025)

-.010
(-.028)

-.020
(-.056)

.005
(.014)

-.034
(-.103)

부모님 학력 .072
(.121)

.076
(.129)+

.184
(.289)*

.175
(.274)*

.015
(.029)

.044
(.085)

배우

자 

변수

배우자 직업 · · .010
(.222)*

.009
(.203)* · ·

배우자 학력 · · .281
(.318)*

.166
(.188) · ·

태도 

변수

직업만족도 · .092
(.094)+ · .121

(.104) · .122
(.133)+

경제상태만족

도
·

.337
(.350)*

**
·

.316
(.308)*

*
·

.355
(.380)*

**

수정된 R2 .348 .463 .449 .558 .320 .467

사례수 213 213 83 83 116 116

주 1: (  )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2: +p<.1, *p<.05, **p<.01, ***p<.001

   3: 전체 여군과 기혼 여군의 계급은 부사관을 0, 장교를 1로 가변수화 함

   4: 복무구분은 단기를 0으로 하여 가변수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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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여군의 계층의식 결정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 배우자 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여군과 기혼 여군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장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남군’과의 원활

한 비교분석을 위해 여군 장교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도 실시하였다. 모

델 1은 태도변수를 포함하지 않았고, 모델 2는 태도변수를 포함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최근 계층의식 결정에 있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주관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결과를 보면 첫째, 경제 관련 변수가 여군의 계층의식 결정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전체 여군의 범주에서 모델 1의 경우 ‘가구총소득’이 계층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태도변수까지 포함한 모델 2의 경우 

‘경제상태만족도’가 계층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혼 여군과 

여군 장교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문경·이기엽(2006)에 따르면 

한국의 기혼 여성들은 주로 소득을 통해 계층 지위를 인식한다고 했는데,

기혼 여군 역시 다른 변수보다 경제 관련 변수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다. 즉,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여군의 계층의식 결정에 경제 

관련 변수가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객관적인 ‘가구총소득’보

다 주관적인 ‘경제상태만족도’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

근 계층의식 결정요인에 있어 주관적·심리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

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김경동·최태룡(1983), 장상수(1996), 김병조(2000),

서광민(2009)이 주장했듯이 소득이 계층의식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둘째, 학력 변수가 미미하지만 계층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전체 여군

과 기혼 여군의 경우 학력이 계층의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

만 여군 장교의 경우 학력이 계층의식에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군 

장교의 최소 학력은 ‘대졸’이고,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대학원 교육의 

수학 여부이다.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는 이상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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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을 받

게 되는 것은 대부분 군에서 선발하여 위탁교육을 보내는 것이다. 주로 우

수한 인재들이 위탁교육에 선발되어 대학원 교육을 받게 되고, 취득한 학

위는 다시 이들이 해당분야에서 능력발휘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같은 

직업군인이라는 범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학력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위탁교육에 선발되어 대학원 교육을 받

게 되고 이를 토대로 더 능력발휘를 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학력이 일정부

분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장기복무자와 비(非)장기복무자로 분류한 복무구분 변수가 계층의

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못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업군인으로 계속 복무할 수 없다. 따라서 복무구분 변

수가 계층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상된 결과이다. 하지만 기

혼 여군의 경우 학력 변수와 마찬가지로 복무구분 변수가 계층의식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복무기간이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복

무기간이 길어질수록 계급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급여가 높아지는 군 조직

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그 영향력이 미미하고 장교집단에

서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상보다 복무기간이 계층의

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계급 변수 역시 계층의

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군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

는 변수들의 영향력이 다소 약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부모 관련 변수가 계층의식에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

님 직업’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부모님 학력’ 변수

가 기혼 여군 범주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혼자

에게서 부모 관련 속성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의아한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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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관련 변수가 계층의식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 ‘배우자 직업’과 ‘배우자 학력’ 모두 기혼 여군의 계층의식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체 여군과 여군 장교의 경우 ‘복무 구

분’ 변수나 ‘학력’ 변수 등이 계층의식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

지만 기혼 여군은 그렇지 않다. 경제관련 변수, ‘부모님 학력’ 변수, 배우자 

관련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혼자와 다소 구분된다. 앞

서 여성과 계층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

어남에 따라 기혼 여성들이 남성 가구주에 의존해 계층 지위를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본인 관련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계층 지위를 인식함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기혼 여군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여전히 

남성 배우자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직업만족도’ 변수가 계층의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

다. 직업만족도는 직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과 객관적인 요인들이 총

체적으로 작용하여 주관적으로 인지한 결과이다. 계층의식 역시 본인의 지

위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만족도는 계층의식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 이는 앞서 

‘계급’ 및 ‘복무기간’ 등 군 고유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변수의 

영향력이 미미한 것과 관련이 깊다. 여군 증가가 군 조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한 김동원(2007)에 의하면 여군은 승진 문제 이외의 전 항목에서 

여군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식하였다. 하지만 군에서 계급이 갖는 절

대적인 의미를 감안한다면 여군이 승진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군의 계층의식 결정에 ‘직업만족도’,

‘계급’, ‘복무기간’ 변수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

으로 볼 수 있다.



- 66 -

(1) 민간여성 비교

<표 4-19>는 민간여성의 계층의식과 주요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이다.

여군과의 원활한 비교를 위해 가능한 같은 변수를 포함하려고 노력했지만,

일부 변수의 누락은 불가피하였다. 여군과 마찬가지로 기혼자를 따로 제시

하였다.

<표 4-19> 계층의식과 주요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민간여성)

독립변수 전체 민간여성 기혼 민간여성

사회

경제적 

변수

학력 .144* .146*

가구총소득 .237** .311**

직업 

관련 

변수

직종 .187** .175*

고용형태 .158* .214**

근무기간 .109 .150*

부모님 

변수

부모님 직업 .188** .239**

부모님 학력 -.083 .005

배우자 

변수

배우자 직업 · .166*

배우자 학력 · .141*

태도 

변수

직업만족도 .068 .133

경제상태 만족도 .356** .347**

사례수 311 219

주 1: (  )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2: *p<.05, **p<.01, ***p<.001

   3: 고용형태는 임시·일용직을 0으로, 상용직을 1로 가변수화 함.

전체 민간여성은 경제관련 변수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

고, 그 밖에 ‘부모님 직업’과 '직종', '고용형태', '학력'이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다. 기혼 민간여성이 전체 민간여성과 유사한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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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배우자 변수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고 있다.

<표 4-20> 계층의식과 주요 변수 간 회귀분석 결과(민간여성)

독립변수
전체 민간여성 기혼 민간여성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사회경제

적 변수

학력 .175
(.253)**

.191
(.278)***

.134
(.204)+

.184
(.283)*

가구총소득 .012
(.173)**

.011
(.167)**

.013
(.151)+

.013
(.151)+

직업 

관련 

변수

직종 .026
(.057)

.006
(.014)

.003
(.007)

-.023
(-.053)

고용형태 .161
(.104)

.171
(.104)

.170
(.109)

.212
(.132)

근무기간 .003
(.026)

.001
(.005)

.009
(.075)

.003
(.031)

부모님 

변수

부모님 직업 .020
(.058)

.014
(.042)

.045
(.133)

.039
(.118)

부모님 학력 -.002
(-.059)

-.003
(-.076)

-.001
(-.016)

.000
(-.010)

배우자 

변수

배우자 직업 · · .010
(.027)

.004
(.010)

배우자 학력 · · .001
(.001)

-.027
(-.045)

태도 

변수

직업만족도 · -.048
(-.058) · .010

(.011)

경제상태만족도 · .163
(.242)*** · .162

(.234)**

수정된 R2 .158 .227 .136 .189

사례수 311 311 219 219

주 1: (  )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2: +p<.1, *p<.05, **p<.01, ***p<.001

   3: 고용형태는 임시·일용직을 0으로, 상용직을 1로 가변수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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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은 민간여성의 계층의식을 종속변수로, 주요 변수를 독립변수

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여군과 동일하게 기혼자를 분리하여 제시하

였고, 태도 변수 포함여부에 따라 모델 1, 2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를 보

면 첫째, ‘학력’ 변수가 민간여성의 계층의식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기혼 민간여성의 범주에서 그 영향력이 다소 약해지기는 하나 전

반적으로 민간여성의 계층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는 ‘학

력’이다. 둘째, 경제관련 변수가 학력 다음으로 민간여성의 계층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구총소득’과 ‘경제상태 만족도’ 변수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주관적 변수인 ‘경제상태 만족도’가 객관적 변

수인 ‘가구총소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밖에 직업관련 변수,

부모 관련 변수, 배우자 관련 변수들은 민간여성의 계층의식에 거의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여성의 계층의식 결정요인을 여군과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존재한다. 먼저 공통점은 양 집단 모두 계층의식 결정에 있어 경제관

련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군에게 있어 경제관련 변수가 계층

의식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민간여성은 경제관련 

변수가 ‘학력’에 이어 두 번째로 계층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양 집단 간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전체 여군의 경우 ‘경제상태만

족도’ 변수가, 기혼 여군의 경우 ‘가구총소득’이 계층의식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전체 민간여성 및 기혼 민간여성은 ‘경제상태 만족도’가 계

층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양 집단 모두 객관적인 ‘가구

총소득’보다 주관적인 ‘경제상태만족도’가 계층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연구에서 태도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과 유

사한 흐름이다.

여군과 민간여성 간 계층의식 결정요인의 차이는 첫째, ‘학력’ 변수가 

여군보다 민간여성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학력’ 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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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의 계층의식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과 달리 민간여성의 계층의식 결정에 있어 ‘학력’ 변수의 영향력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정 부분 여군이 민간여성에 비해 동일한 집단

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군이 되기 전에는 학력이 직업을 구

하거나 기타  활동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중요하지만, 군인이라는 직업

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학력은 예전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여군

이 된 이후에는 학력보다 본인이 부대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근무하는지,

그리고 자기관리를 열심히 하는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적정기간이 지

난 후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진급을 할수 있다. 물론 학력 차이에 따라 수

행할 수 있는 임무가 다소 차이 날 수도 있지만 그 차이는 민간여성에 비

해 크지 않다. 따라서 여군이 된 이상 모두 같은 출발선에 선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이는 D와 N의 심층면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D, 여군 중사, 30대, 미혼.

저는 고졸이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뭘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요즘 애들(여군 부사관)은 대학 나온 애들이 많다고 하던데 사실 

부대에서 업무 하는 건 그거(학력)랑 별개 아닙니까?...(중략)...(저는) 나름대

로 대학 나온 친구들보다 제가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진급도 할 겁니다.

N, 여군 대위, 30대, 기혼.

학력? 그거 중요하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글쎄요. 지금은 크게 

와 닿지 않는데요. 나야 뭐 이미 직업이 있으니까 내 일 하면 되는 거고,

굳이 학력이 중요할려면 그것보다는 출신이 더 클 거 같은데, 육사출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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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사 출신의 차이는 여전히 크니까...(중략)...관두고 어디 회사에 들어간

다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별 상관 없는 거 같아요...(중략)...만약 그만

두더라도 어디 들어가기보다는 남편하고 애들 뒷바라지 하는게 나을 거 같

기도 하고.

하지만 민간여성의 경우는 여군의 경우와 같지 않다. 여군이 단일직종

인데 반하여 ‘한국종합사회조사 2009’에서 추출한 민간여성은 다양한 직종

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학력에 따라 직

종 및 직책이 다르고 이에 따라 급여와 근무환경이 차이가 날 것이다. 민

간여성의 계층의식 결정에 ‘학력’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해

당 변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학력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직업과 직장에서의 지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민간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경우 여군보

다 직업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최근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고용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고용상황의 변동에 따라 비자발적인 실업을 

겪게 될 경우 재취업을 위한 기준으로서 학력은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고졸의 부사관과 대졸의 장교가 직무의 범위 및 역할에 있어 차

이가 있을지언정, 여군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는데 반

하여, 고졸의 민간여성과 대졸의 민간여성의 경우 성격이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게 될 개연성이 크며, 따라서 민간여성의 경우 학력에 따라 직업안

정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차이날 수 있다.

또한 여군과 민간여성 모두 기혼자의 경우 학력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과 함께 본인의 계층 지위를 인식함에 있어 

이전에 작용하지 않았던 배우자의 영향력이 생긴 결과이다. 가정을 갖게 

됨으로써 이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요소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직장에서

의 경력이 연속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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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은 계층 지위를 인식함에 있어 남성 배우자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게 되고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은 약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군은 군 관련 변수가 계층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반

해 민간여성은 직업 관련 변수가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군은 ‘복무구분’, ‘복무기간’, 그리고 ‘직업만족도’21)가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민간여성은 ‘고용형태’, ‘근무기간’, ‘직업만족도’ 등 어떤 직업관

련 변수도 계층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직업적 특성과 큰 관련이 있다. 여군은 100% 자발적인 선택에 의

해 직업군인이 되었지만 장기복무자로 선발이 되지 못할 경우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군을 떠나야 한다. 남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아직 장

기복무자로 선발이 되지 않은 여군의 경우 직업적 안정성을 기대하기 힘들

지만, 장기복무자로 선발된 여군은 계급에 따른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

할 수 있다. 특히 여군은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

택에 의하여 입대하였기 때문에 남군보다 장기복무 선발에 대한 욕구가 강

하다. 진정한 의미에서 본격적인 직업군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장기복무자로 선발된 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여군의 계층의식

에 ‘복무구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I, 여군 중위, 20대, 미혼.

(복무구분이 중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음, 지금 제 

상태는 비정규직이랑 똑같은 거 같습니다. 장기 (선발이) 안 되면 전역해야

하는데 다른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중략)...(다소 격정적인 어조로) 이

거 진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싶어하고 다들 능력도 있

는데 관두라고 하니, 군에서도 이거 손해 아닙니까?

21) 여군의 ‘직업만족도’는 p<.1 범위에서 유의미하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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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에게 있어 ‘복무기간’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남군도 동일하

다고 볼 수 있다. 직업군인이 된 이상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단번에 높

은 계급으로 진급할 수 없으며, 하위 계급에서부터 차근차근 경력을 쌓고 

적정기간을 근무한 후에 자격이 되면 상위 계급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호봉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길수록 높은 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군은 전통적으로 위계서열이 명확하고 상급자에 

대한 존중 및 대우가 좋은 집단이다. 복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혜택

들을 누릴 수 있으며, 따라서 ‘복무기간’이 여군의 계층의식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민간여성의 경우 ‘고용형태’, ‘근무기간’, ‘직업 만족도’ 등 어떠한 

직업관련 변수도 계층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 여군의 경우와 

대비된다. 민간여성이 여군에 비해 직업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

더라도 경제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관련 변수가 계층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은 민간여성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근무기간’ 변수가 유의미하

지 못한 결과는 일정부분 수긍이 간다. 하지만 임시·일용직과 상용직을 구

분한 ‘고용형태’ 변수가 민간여성의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다소 의외이다.

이처럼 여군과 민간여성의 계층의식 결정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여군이 

계층 지위를 인식함에 있어 군 관련 요소의 영향을 받는 것이 곧 민간여성

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여군이 계속해서 

군에서 경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장기복무자로 선발이 되어야 하고, 따

라서 ‘복무구분’이 직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군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군의 

고유한 특성에 바탕하고 군에 적성이 맞아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여군들

이 많다면 ‘직업만족도’ 같은 변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야 하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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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다. 민간여성 역시 ‘직업만족도’가 계층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게 있어 군이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직업 중 하나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셋째, 기혼자의 경우 여군은 배우자 관련 변수가 계층의식에 유의미하

게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민간여성은 그렇지 못하다. 기혼 여군은 ‘배우자 

직업’ 및 ‘배우자 학력’이 계층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기혼 민간

여성은 배우자 변수 중 어느 것 하나도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복합적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군의 

결혼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군은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대에 ‘취

업’을 하여 민간사회와 다소 격리된 군 부대에서 근무하다보니 직업군인 

이외에 다른 남성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 자연스럽게 부대에서 남군과 만

나 교제하는 경우가 많고 직업군인으로서의 애환을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 덕에 부부군인이 될 확률이 높다. 구체적인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기혼여군은 2,168명이고, 이중 76%(1641명)가 부부

군인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2011.5.20)22).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부 

중 남성의 연령이  더 높은 점을 감안하면, 부부군인 중 남군이 여군의 선

배일 가능성이 높다23). 계급 및 근무기간에 따라 위계질서가 강한 군 조직

의 특성상 후배인 여성 배우자가 선배인 남성 배우자의 지위를 차용하기 

좋은 조건인 셈이다. 특히 부부군인이 같은 부대에 근무할수록 이러한 특

성이 쉽게 발현될 수 있다.

남성 배우자가 직업군인이 아닌 경우에도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여군의 계층 지위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남성 배우자의 직

업이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여군은 미래에 대한 불안 없

22) 이 통계는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각 군 부부군인 현황' 자료에 의한 것으로 육·해·공

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23) 2011년 현재 남성과 여성의 초혼 연령은 각각 31.9세, 29.14세로 남성이 여성보다 2세 정도 높

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검색일: 20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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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의 자아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가정의 생계를 일정부분 담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 지위를 인식할 확률을 높인다. 또한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군 복무가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남성 배우자의 직업이 안

정적이고 소득이 높다면 군 복무 중단 여부를 선택하는데 부담이 없을 것

이다. 하지만 이는 민간여성의 경우도 동일하기 때문에 여군과 민간여성의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처럼 여군과 민간여성의 계층의식 결정요인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

도 존재한다. 이는 양 집단의 근본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여성이라는 것이고, 가장 큰 차이점

은 한 집단이 직업군인인데 반해 다른 집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

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양 집단 간 계층의식 결정요인을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다. 양 집단은 연령, 학력, 소득을 기준으로 유사한 집단이

고, 여성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한 집단은 직업군

인이 되는 것을 택했고, 다른 집단은 그렇지 않았다. 여성은 병역의무가 없

기 때문에 군인이 되는 것은 오로지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민간여성

이 군을 택하지 않은 것 역시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여성에게 익숙

하지 않은 군인을 직업으로 택했을 때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결정적

인 동기 및 진취적인 도전정신이 없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소

득은 직업을 선택한 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연령 및 학

력을 근거로 했을 때 이들은 직업 선택 전에도 사회경제적으로 유사한 집

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 집단이 군을 택하면서 이들은 점점 이질적인 집단으로 변하

였다. 군은 민간사회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군과 민간사회의 접촉이 잦아지고 군이 개방됨에 따라 과거처럼 군과 

민간사회의 문화 격차가 크지는 않지만, 군은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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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여전히 민간사회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

고 있다. 급박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리더의 결단이 하

위집단에 전파되는 의사결정시스템을 선호하고, 구성원들은 반복적인 훈련

을 통해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숙달한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고위험에 노

출되고 개인의 목숨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한 군 부대

는 주로 거주여건이 좋은 도시에 위치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

단되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주 측면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하지만 많은 직업군인들은 그들의 역할이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

요한 것임을 알고 있고, 따라서 업무수행에 있어 마음속 깊이 자부심을 품

고 있다. 게다가 일정기간 이상을 복무하면 평생 연금이 나오고, 현역으로 

복무 중에도 비급여적인 측면에서 복지혜택이 있으며24), 넉넉하지는 않더

라도 안정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호봉이 올라가고 상위계급에 진출함에 

따라 급여도 오르게 된다. 따라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크게 무리가 

없는 선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이처럼 업무 수행 간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것과 문화혜택을 받기 어

려운 지역에서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단점이 될 수 있고,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직업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증대된 고용 

불안정과 최근의 경기 침체 및 장기적인 불확실성은 직업군인의 경제적인 

안정성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이는 많은 언론 및 선행연구에서 지

적하고 있는 내용이며, 본 연구에서도 여군들이 주로 경제적 요인에 의존

해 계층 지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여성도 마찬가지이며,

자본주의의 이념에 입각하여 경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현실과 무관하

지 않다. 여군과 민간여성 모두 경제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아 계층 지

24) 대표적으로 관사 제공이 있다. 오래되고 낡은 관사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과도한 주거비용을 감안하면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수요를 100% 따라가지

는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관사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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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인식하는 것은 군의 독특한 특징이 구성원에게 더 이상 절대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여성에게 있어 군은 수많은 직업 중 하나라는 것을 반증

한다. 심층면접 간 많은 여군들이 경제적 요인이 군인을 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현재의 경제적 상태가 대체로 만족스러우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

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 여군 소위, 20대, 미혼.

제가 장교에 지원한 동기 중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가정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중략)...소위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앞으로 제가 계속 근무하면 월

급도 오르고 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O, 여군 대위, 30대, 기혼, 부부군인.

결혼 전만 해도 여유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둘째까지 출산하고 나니 사

정이 달라졌습니다. 남편과(부부군인) 근무지가 달라서 생활비도 2배로 들

고 교통비도 무시 못하고, 시어머니가 육아를 거들어주시다가 사정이 생기

셔서 최근에는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중략)...맞벌이

를 안 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하거든요. 솔직히 현재의 경제적 형편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지금 고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점차 좋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군의 계층의식 결정에 있어 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크고, 군 

관련 요인의 영향이 다소 약하다고 해서 여성에게 군이 완전히 직업집단화 

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심층면접 간 군인으로서 애국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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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감 등을 강조하는 여군도 적지 않았다.

K, 여군 대위, 20대, 미혼.

막말로 전역하면 돈이야 더 받지 않겠냐? 어쩌네 저쩌네 해도 우리의 

자부심은 그 있자나? 뭐 그런거...(중략)...엄마, 아빠도 자랑스러워하시고,

나도 어디가서 부끄럽지 않고.

P, 여군 소령, 30대, 기혼.

군인이 월급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자나요. 단순히 월

급이 제때 나온다, 안정적이다, 노후가 보장된다 이런거 때문에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어느 정도 영향이야 있겠지만, 단체를 위해서, 군을 위

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마음이 없으면 오래 근무하기 힘들지 않

나요?

<표 4-21> ‘보수를 더 줄 경우 이직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단위:%)

구 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아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계

여군 9.9 34.3 29.1 19.7 7.0
100.0

(213)

민간

여성
14.8 17.1 25.5 28.2 14.4

100.0

(216)
주 1: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표시. 따라서 행의 합은 100%

가 되지 않을 수 있음.

   2: 민간여성 자료는 한국종합사회조사 2009년도 자료를 분석한 것임.

또한 “더 많은 보수를 보장하는 직장이 있으면 이직할 것이냐?”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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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군은 약 29%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민간여성은 약 43%가 그렇다

고 답해 경제적 보상에 여군이 다소 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여성

이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것에는 경제적인 것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중요함

을 말해준다.

이처럼 여군과 민간여성은 계층의식 결정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

시에 갖고 있고, 이는 이들의 본질적인 차이인 직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여성은 경제적 요인과 학력 변수 이외에 어떠한 변수도 계

층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여군은 군 관련 변수가 계층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하지만 군 관련 변수

가 계속해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복무구분’

등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 민간여성은 계층의식 결정에 배우자 관

련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여군은 배우자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여

군의 배우자가 대부분 직업군인이라는 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여성에게 ‘학력’ 변수가 계층의식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영

향을 미쳤던 것에 반해, 여군에게 그 영향력이 다소 약한 것은 직업군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안정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

다.

(2) 남군 비교

본 연구에서 남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유진

(2008)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김유진(2008)의 연구결과는 장교만으로 한정

되어 있어서 부사관을 포함한 비교 분석은 불가능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변수, 교육변수, 직업관련 변수가 ‘남군’의 계층의식과 높은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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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보이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남군’ 전체 집단에서 ‘직업만족

도’, ‘사회이동 가능성’, ‘소득만족도’가 계층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관장교의 경우 ‘교육수준’이, 영관장교

의 경우는 ‘월 소득’ 및 계급이 계층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유진(2008)은 직업군인이 전반적으로 군에 대한 소명의식을 

비교적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직업만족도’ 변수가 계층의식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여군과 비교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존재한다. 먼저 공통

점부터 살펴보면 첫째, 여군과 ‘남군’ 모두 ‘학력’ 변수가 계층의식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군’은 위관장교와 영관장교로 나누어서 살피

고 있는데, ‘학력’ 변수는 위관장교에게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

군은 영관장교의 표본이 제한되어 위관·영관장교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

지 않지만, 장교 116명의 표본 중 위관장교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교에 큰 무리가 있지는 않다. ‘학력’ 변수가 계층의식에 유의미한 것은 

전역 시에 학력이 재취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우수인재를 위탁교

육에 선발하기 때문에 해당인원이 이에 자부심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여군의 경우 자원에 의해 군에 들어왔고, 김유진(2008)의 ‘남군’은 장기

복무자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전역하고 재취업을 고려할 가능성은 낮다. 따

라서 군에서 경쟁을 뚫고 위탁교육에 선발되어 학위교육을 했다는 자부심

과 함께 이 교육이 밑거름이 되어 군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제 관련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군과 ‘남군’ 모

두 경제관련 변수가 계층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중요한 

함의가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 군을 ‘직업’으로서 인식하는 측면이 과거에 

비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이상 애국심과 소명의식만을 강조해서는 

효과적으로 임무달성을 위해 동기를 부여하거나 인력획득이 어려움을 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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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군과 ‘남군’의 계층의식 결정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직업만족도’의 

영향력이 양 집단 간에 상이하다는 것이다. 여군은 ‘직업만족도’ 변수가 오

차범위 10% 수준에서 유의미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직업만족

도' 변수가 여군의 계층의식에 작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

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남군’은 ‘직업만족도’ 변수가 계층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조적이다. 또한 ‘사회이동 가능성’ 변수가 계층의

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제관련 변수의 영향력은 여군에 비

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여군과 ‘남군’의 계층의식 결정 요인이 이처럼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

는 것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 및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

다. 이들의 공통점은 먼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슷한 사회·경제적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이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첫째, 성별이 다르다는 점, 둘째, 군 내에서 여

군은 소수자이자 비(非)기득권층이지만 남군은 다수자이자 기득권층이라는 

점, 셋째, 대체적으로 여군은 가정의 보조부양자이지만 남군은 가정의 주부

양자라는 점 등이 있다. 여군과 ‘남군’이 계층의식 및 그 결정요인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들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생

물학적으로 성별이 다르다는 점은 기혼 여군이 출산의 문제를 떠안아야 함

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해 사회에서 제공하는 도움이 

부족할 경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저출산 및 육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

의 출산 및 육아 문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이 직

장생활과 출산 및 육아를 병행하기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그 직장생활이 

항상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직업군인이라면 직장과 출산 및 육아의 병

행은 더욱 어려워진다25). 군에서도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발하고 적극



- 81 -

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여군들이 직접적인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가 보장하더라도 부대 분위기가 여의치 않

을 경우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실태이다.

L, 여군 대위, 20대, 기혼.

5개월 됐어요. 애기를 낳아도 마땅히 봐줄 사람도 없고 해서, 육아 휴직

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도 미리 말을 좀 해두었구요. 다행히 

과장님도 흔쾌히 허락하셨고, 윗선까지 잘 보고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부대 사정 뻔히 아는데 결국 남은 사

람들이 제 일을 대신해야 하자나요. 미안하기도 하고...(중략)...저도 소령까

지는 진급을 해야 할 텐데 혹시나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요.

E, 여군 중사, 30대, 기혼.

그동안은 친정엄마가 애기들을 봐줬는데 당뇨로 병원을 다니게 되면서 

다시 고민이 생겼습니다...(중략)...결국 저 어린 것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거의 남편이 데려옵니다. 부대랑 어린이집이 멀고, 제가 퇴근시간이 불규칙

적이니까 어쩔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남편이 늦게 끝나는 날엔 우리 애

들만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남아있기도 하고...(중략)...애들이 갓난아기일때

도 휴직을 안했는데 이제 와서 휴직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여군이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

25) 유정아(2003)의 연구에서는 기혼여군의 직무수행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로 미취학 자녀의 양

육문제를 꼽고 있다. 기혼여군에 관한 그 밖에 연구에서도 출산 및 육아가 여군의 근무에 많은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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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힘들어하는 것은 군 내에서 소수자라는 입지와 맞물려 더욱 증폭된다.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심층면접 결과 ‘나 혼자만 

튀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자이자 기득권

층인 남군들 중 일부는 여군이 가정 및 육아 문제로 부대에 다소 소홀하거

나 육아 휴직을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

부 남군들은 여성이 군에 진출함에 따라 본인에게 피해가 돌아온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R, 남군 중위, 20대, 미혼.

여군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치만 무작정 여군을 늘리는게 좋

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중략)...(여군)정훈장교가 육아휴직해서, 결국엔 제

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그거 뭐 필요한거 같긴 하지만, 피해를 왜 

제가 다 받아야 합니까? 제 일도 아닌 것까지 하려니 저도 힘듭니다.

다수자이자 기득권층인 남군의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 봉착하여 여군은 

태도변화를 보인다. 군 경력이 얼마 되지 않거나 미혼인 경우 문제를 정면

으로 돌파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결혼이후 출산과 육아 문제에 부딪치면

서 현실과 타협하려는 경향으로 바뀐다. 군인으로서 성취하려는 직업적 욕

심은 다소 자제하고 가정에서의 안정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기까지 여군은 많은 역할갈등을 겪게 되고, 남성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과의 마찰을 통해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축소하고 아내이자 엄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는 이처럼 역할갈등을 겪게 되면서 심각하게 전역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남성배우자를 가정의 주부양자로 인식하고 본인은 언제든지 가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만둘 수 있는 보조부양자로 인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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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뚜렷했다.

F, 여군 중사, 기혼, 30대.

사실 애들한테 미안한게 많습니다. 남편한테도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볼

까 했는데, 요즘 시어머니 눈치가 좀 그래요. 신혼때는 ‘둘이 벌어야 살림

이 핀다’ 하시면서 저를 응원해주셨는데, ‘이제 벌만큼 벌었고 애들도 있는

데' 하시면서 은근히 제가 관뒀으면 하는 눈치입니다.

N, 여군 대위, 기혼, 30대.

너도 한번 애 낳아봐, 전쟁이다 전쟁. 연년생으로 나니깐 이거 뭐 감당

이 안돼...(중략)...나도 나름 잘나갔었는데, 인정도 받고. 하긴 내가 지휘관

이라고 해도 일찍 퇴근하고 그러면 이쁘진 않을 거 같애. 그러니 주요 보

직을 맡길 수 있나. 집에 가야 되는데. 애보러...(중략)...하는데까지 해보고 

안되면 관둬야지, 어쩌겠어. 그 전까지는 돈이나 열심히 모아야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한 결과가 군에서 

소수자이자 비기득권층인 여군의 위치를 더 ‘주변화’시키고, 군에서의 여군

의 좁은 입지는 다시 가정에서 여성의 의존적인 위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군은 계층 지위를 인식함에 있어 주로 경제적 

요인에 입각하게 되고 직업만족도의 영향은 약해진다. 주변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학습하거나 주변의 선·후배 및 동료

들을 통해 배움으로써 직업적인 성취에 대한 욕구는 줄어들고 가정의 보조 

부양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경제적인 분야에 한정짓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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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군의 입지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대적으로 

비(非)기득권층이고 상위계급으로의 진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에 

더욱 강화된다. 반면 남군의 경우는 직업군인을 통해 경제적인 보상도 중

요시 여기지만 직업적인 성취 및 진급 등에 좀 더 주안을 둠으로써, ‘직업

만족도’가 계층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S, 남군 소령, 기혼, 30대.

군인하면 그래도 장군 아니겠냐. 진급하면 나도 좋고. 부모님이나 주변 

친척들도 (관심 및 의견) 무시 못한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도 참고 힘내서 하게 되지...(중략)...요즘에는 가족이 기본이라는 생각을 해.

그래도 가장이 직장에서 출세도 하고 해야 폼도 나고...(중략)...부대 일도 

화끈하고 재밌자나. 남자답고.

즉, 여군과 남군의 계층의식 및 그 결정요인의 차이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인 차이,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 군에서 소수자이자 

비(非)기득권층인 여군의 입지가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작용하고 상호 강화

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군은 군인으로서

의 역할을 축소하고 필요하다면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함에 따라 부대

에서 직업적인 성취나 만족보다는 경제적인 보상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이다. 반면 남군은 본인이 가정의 주부양자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고 

상위계급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직업적 욕심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점들이 작용하여 여군과 남군의 계층의식 결정요인이 다소 차

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 85 -

(3) 소결

여군의 계층의식 결정요인을 민간여성, ‘남군’과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여군은 군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지만 군의 고유한 특징에 의한 영향은 다소 약한 것

으로 보인다. 여군이 군의 영향을 직접 받는 것은 ‘복무구분', '복무기간'

변수에 의한 것으로 이는 직업적인 성격이 강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대부분의 여군들이 남군을 배우자로 맞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남성 배

우자인 남군을 통해 군은 간접적으로 여군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회귀분석 결과 기혼 여군이 계층 지위를 인식함에 있어 배우자 관련 변수

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군의 고유한 특징

을 잘 함축한다고 할 수 있는 '계급' 변수는 여군의 계층의식에 거의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직업만족도' 변수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남군‘의 경우에는 ’직업만족도‘ 변수가 계층의식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있어 대조적이다.

한편, 군에서 다소 금기시하고 있는 경제관련 변수가 여군의 계층의식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민간여성과 상당히 유사한 현상이

다. ‘남군’의 경우에도 경제관련 변수가 계층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고 있지만, 여군에 비하면 그 영향력이 약한 수준이다. 전통적으로 군에서

는 경제적 보상보다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애국심, 희생정신 등을 강조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회귀분석 결과는 경제관련 변수가 여군의 계층

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군의 특징이 

여군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군에게 병

역의무가 없고 애초에 군을 직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여군은 직업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는 

‘남군’보다 성별에서 공통점을 갖는 민간여성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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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결과 여군은 민간여성보다는 경제적 요

인에 다소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 군의 전통적인 영향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여군에게 있어 군은 상당 부분 '직업집단화'되었고, 전

통적인 군의 영향과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군의 영향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소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결론이지만, 우리 사회의 구조

적인 변화 속에 여성에게 있어 군이 갖는 의미는 일정하지 않고 변화중인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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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여군의 계층의식 및 그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군 장

교, 부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총 299부의 설문을 실시하여 양적분석을 시

도하였다. 여군의 계층의식 및 그 결정요인의 명확한 지점을 파악하기 위

해 성별에서 공통점이 있는 민간여성, 그리고 군인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

이 있는 ‘남군’과 비교분석하였다. 민간여성은 한국종합사회조사 2009년도 

자료를, ‘남군’은 김유진(2008)의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또한 양적분석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19명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를 통해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군의 계층의식은 민간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군은 ‘중의 상’

에 44.6%, ‘중의 하’에 45.1%의 응답비율을 보인 반면, 민간여성은 ‘중의 

상’에 21.9%, ‘중의 하’에 57.9%를 보여 여군이 민간여성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계층의식을 나타냈다. 양 집단 간 계층의식 격차는 여군 장교-비슷한 

수준의 민간여성에서 두드러졌고, 여군 부사관-비슷한 수준의 민간여성에

서는 그 격차가 크지 않았다. 여군이 민간여성보다 높은 계층의식을 보이

는 것은 경제침체가 민간여성에게 큰 영향을 미친 반면 상대적으로 직업안

정성이 높은 여군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IMF 이후 증대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정성은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

면서 여성취업자에게 비자발적 실업 혹은 노동의 하향이동을 강제하였고,

역으로 여군의 직업적 안정성과 위상은 증대되었다. 여군과 민간여성 간 

계층의식 격차가 부사관보다 장교에게서 확연하게 나타타는 것은 여군 장

교가 부사관에 비해 확대되고 있는 여군의 입지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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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언론에서 여군 부사관보다 장교에게 초첨을 맞추어 

보도하고 있는 것도 여군 장교가 그들의 입지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상위계급으로의 진출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군 장교는 본인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적극적으로 갖게 되었으며, 이는 높은 계층 지위를 인식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여군의 계층의식은 ‘남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남군’은 ‘상층’에 4.3%, ‘중의 상’에 50.0%의 응답비율을 보인 

반면, 여군 장교는 ‘상층’에 10.3%, ‘중의 상’에 53.8%을 보여 전반적으로 

‘남군’보다 높은 계층의식을 나타냈다. 군이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었

고, 현재까지도 남군이 다수이자 기득권층인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였

다. 이처럼 여군의 계층의식이 남군보다 높은 것은 여군과 남군을 직접비

교하지 않고 전체 여성 속에서 여군의 위치와 전체 남성 속에서 남군의 위

치를 비교했을 때 수긍이 갔다. 2010년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평균

임금은 1,771,724원으로 남성대비 약 66.9% 수준에 불과하지만(통계청,

2011), 군에서 여군과 남군은 계급이 같다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는다. 남

군이 여군보다 상위 계급으로 더 진출했기 때문에 전체 남군의 평균 급여

보다 여군의 급여가 다소 부족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계급 간 상

호비교를 하고 있다. 또한 심층면접 결과 여군은 남군보다 주변의 동성 친

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본인의 계층 지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급여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전체 여성 속에서 여군이 갖는 위치가 전체 남

성 속에서 남군이 갖는 위치보다 높았고, 이는 여군이 ‘남군’보다 높은 계

층의식을 점유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여군이 주로 하위계급에 포진해 있는 점이 동일계급에서 

남군보다 높은 계층의식을 갖게 하는데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현재 여군 장교의 경우 대위 이하가 87.8%, 부사관의 경우 중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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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 93.6%이다. 따라서 여군 장교의 경우 소령, 부사관의 경우 상사까지 

진급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여군에 비해서 많은 진출을 한 셈이고, 심층면

접 결과 해당 여군들은 일종의 ‘성공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남군의 

경우는 이미 소령 및 상사까지 진급한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여군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동일계급에서 여군의 계층의식이 높게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군의 가구총소득이 남군에 비해 높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 역시 

여군의 계층의식이 ‘남군’보다 높은 것을 일정 부분 설명해준다. 군인은 근

무지 변경에 따라 주거지 이동이 잦기 때문에 배우자가 온전한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다. 남군의 여성 배우자는 이러한 환경에 직면하여 

경제활동참여를 중단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여군의 남성 배우자는 상대적

으로 경제활동참여를 중단할 확률이 낮다. 통계적으로도 2012년 7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9%인데 반해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4.1%이다(통계청, 2012). 우리 사회에서 남성은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남성이 외벌이인 가정은 정상적으로 보는 데 반해 

여성이 외벌이인 가정은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남성을 무능력자로 매

도하기 일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여군의 남성 배우자가 직업을 그만

두기보다 여군 본인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더 쉬워 보인다. 따라서 남군 

가정보다 여군 가정이 맞벌이일 개연성이 더 높다. 맞벌이에 따라 희생해

야 하는 삶의 가치들이 있지만 반대급부로 높은 가구총소득을 얻게 되고,

이는 일반적으로 높은 계층 지위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

인에 의거해서 군 내에서 소수자이자 비(非)기득권층인 여군은 다수자이자 

기득권층인 남군보다 높은 계층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여군 후보생의 계층의식은 그들의 1차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및 하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군의 계층의식이 계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진 

것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 하지만 후보생은 아직 임관 전이라 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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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고, 따라서 후보생과 소위 및 하사 간의 관계를 

연속적으로 이해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즉, 후보생은 본격적인 군 경험

이 없기 때문에 여군과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여군이 되기

로 결심하였다는 측면에서 동질성은 있지만, 계층의식 결정에 있어 군보다

는 민간 요소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아직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

지 않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관 후 급격

하게 변화하는 주변 환경도 소위 및 하사의 계층의식이 후보생보다 낮은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후보생 시절에 비해 여군으로 임관한 현

재가 불만족할 경우 그 원인을 묻는 질문에 ‘임관 전과 임관 후의 괴리’라

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를 뒷받침한다.

넷째, 여군의 계층의식 결정에 경제관련 변수, 직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변수들이 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태도 변수를 포함하

지 않았을 경우 객관적 변수인 ‘가구총소득’이 여군의 계층의식에 가장 유

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태도 변수를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주관적 변수인 

‘경제상태 만족도’가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계속해서 직업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를 판가름하는 ‘복무 구분’ 변수 역시 여군

의 계층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기혼 여군의 경우 추가적으로 배

우자 관련 변수가, 여군 장교의 경우 ‘학력’ 변수가 계층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여군과 비슷한 수준의 민간여성은 ‘학력’과 경제 관련 변수만이 

계층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여군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여군은 경제 관련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것에 반해 민간여성은 ‘학

력’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여군은 ‘복무구분’, ‘복무 기간’ 등의 직업

적 요소가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쳤던 반면 민간여성은 그렇지 않았다. 민

간여성에게 있어 ‘학력’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것은 이들이 단일 직

종에 근무하지 않고 ‘학력’에 따라 직종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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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군에 비해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취업을 할 경우 학력

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 기인한다. 여군의 계층의식 결정에 있어 민

간여성과 유사하게 경제 관련 변수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점, 군의 고유한 

특징을 집약한다고 볼 수 있는 ‘계급’ 변수의 영향이 약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여성에게 있어 군은 그들이 선택 가능한 많은 직업 중 하나

인 것으로 판단된다. ‘복무 구분’ 등의 군 관련 변수는 군의 고유한 특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고, 직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도 이

를 뒷받침한다. 즉, 여군에게 있어 군은 상당 부분 ‘직업집단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직업군인이라는 측면에서 동질성을 갖는 ‘남군’과 계층의식 결정요인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 역시 뚜렷하다. 장교만을 대상으로 한 ‘남군’은 ‘직업

만족도’, ‘사회이동가능성’ 변수가 계층의식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다. 추가적으로 위관장교는 ‘교육수준’이, 영관장교는 ‘소득’과 ‘계급’이 계

층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여군 장교는 경제 관련 변

수의 영향력이 크고, ‘직업만족도’ 변수의 영향이 약했던 반면, ‘남군’은 경

제 관련 변수의 영향력이 약하고, ‘직업 만족도’ 변수의 영향력이 크게 나

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여군과 남군의 생물학적인 성별 차이와 우리 사회

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 군에서 소수자이자 비(非)기득권층인 

여군의 입지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군인으로서의 역

할에 최선을 다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직

업군인의 특성과 근무지가 대부분 읍·면 지역으로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부부가 모두 직업군인일 경우 근무지가 달라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점 등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했다. 현재 군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군 

부대 내 혹은 주변에 어린 자녀양육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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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력중이고, 부부군인이 동일한 부대나 근거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부대의 여건이 가용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임무를 대신 수행할 인원이 없다면 

본인의 빈 자리는 주변동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되고, 여군이 소수인 

상황에서 본인만 유별나게 굴어 지휘관 및 동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여군은 심각한 역할갈등을 겪게 되고 진지하

게 전역을 고려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가

정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정신과 직업적인 성취욕은 사

라지고 가정의 보조부양자로서의 역할을 군에 투영해 부대에서 본인의 활

동에 스스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

사회적으로 부족한 육아 서비스, 군에서 소수자인 여군의 위치 등이 맞물

려 여군은 군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 혹은 주변화 되는 것이다.

2. 함의

이상의 분석결과는 우리 군과 여군, 여성 모두에게 중요한 함의를 제공

한다. 먼저 여군의 계층의식이 민간여성과 ‘남군’보다 높다는 것은 여군 발

전을 위해서 고무적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반영하여 여군이 스스

로 위치지우는 그들의 계층 위상은 상당히 높은 것이다. 최근 여군의 인기

가 높고 많은 여성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몰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 

시점에서 군은 여성을 군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요소를 충분히 갖추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 군의 여성인력확대 목표는 큰 

어려움 없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군의 높은 계층의식은 다소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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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후보생이 소위보다 높은 계층의식을 보이고 부사관후보생은 하사보다 

높은 계층의식을 보이고 있다. 여군의 계층의식 결정에 경제관련 변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직업만족도의 영향은 미미하다. 군의 고유한 특징을 

잘 함축한다고 할 수 있는 ‘계급’ 변수의 영향력도 거의 없다. 이러한 결과

는 ‘직업만족도’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남군’과 대조적이다. 오히

려 여군의 계층의식 결정요인은 직업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는 ‘남군’

보다 성별에서 공통점을 갖는 여성과 유사한 측면이 크다. 상당히 높은 계

층의식을 보였던 여군 소령과 상사의 경우도 군 관련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그때까지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군의 계층의식이 다소 불완전한 것은 

상당 부분 군의 영향보다 우리 사회의 영향이 크다. 직업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챙

기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 대부분이 겪어야 

하는 공통된 문제이다.

3. 정책제언

앞으로 여군을 더욱 확대하려고 하는 군에서는 더 우수한 여성 인재를 

모집하고 이들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군에서 여군의 

발전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여성 발전을 선도할 도의적 책임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무엇보다도 여군이 군에서 갖는 비율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과

거에 비하면 여군의 규모가 커졌고, 이에 따라 최근의 여군 연구는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군이 출산과 

육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이에 따라 군인으로서 역할을 축소하거나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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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전역하는 것은 상당 부분 그들이 군에서 소수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

다. 여군의 확대 규모와 전체 군에서 여군이 갖는 비중에 대해서는 정책적

인 판단과 함께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현재 약 4%에 해당하는 

비율은 여군이 스스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너무 낮은 것이 사실이

다. 칸터(Kanter, 1977)가 말한 조직 내에서 의미있는 집단이 되기 위한 비

율 35%는 다소 급진적인 것으로 여기더라도, 여군이 스스로 소수자의 위

치에서 벗어나 좀 더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규모를 더 키워 군

에서 여군이 자치하는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은 장기

적인 안목에서 여군을 확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안정적으로 여군의 

비율을 확대하고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여군을 충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여

성에게 군인이 되기 위한 문호가 많이 개방되었지만 아직 삼사관학교가 남

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성에게 삼사관학교를 개방하는 방안에 대

해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여군이 계속해서 군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은 군인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 군에 입대

한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여군이 되었지만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못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을 떠나야 한다. 우수한 인재를 뽑아놓고 다시 

내보내야 한다는 것은 장기복무자로 선발이 되지 못한 여군뿐만 아니라 

군,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다. 국방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21세기에 군이 성공적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다. 군 인력구조의 특성상 하

위계급의 비중이 높다는 것과 장기복무 선발에 관한 사항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이해된다. 하지만 자원해서 입대한 우수한 여군이 적정계급까

지 진출하여 군에서 복무할 수 있는 직업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군과 개인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 단기간에 변화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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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여군의 장기복무 선발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장기복무 선발과 더불어 출산 및 육아 문제가 여군의 원활한 직무수행

을 크게 방해한다.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가지고 군에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직업군인이 되었지만 결혼을 하고 출산과 육아 문제에 맞닥뜨리면서 

일부 여군들은 직업적인 역할을 축소하거나 심지어는 전역을 고려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여군이 된 후 장기복무자로 선발이 된 

우수한 인력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군에서 그 역량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는 비단 군에서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군에서 

여군의 출산 및 육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여성 및 사회의 발전

을 이끌 수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환경에 좀 더 잘 적응하여 효과적

인 임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준비가 되었고 

시행중에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이를 허락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한

계는 다양한 여군 계급에 대한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전체적인 통

계 결과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소령 이상 장교, 상사 이상 부사관에 

대한 표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관련된 논의를 충분하게 전개하지 못하

였다. 여군이 주로 하위계급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간 상위계급

에 대한 표본 확보가 쉽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개인에 의해 수행

되기보다 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

람직해 보인다.

또한 민간여성과 ‘남군’과의 비교가 다분히 여군의 입장에서 이루어졌다.

민간여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남군의 측면에서 여군을 조명하고 다양한 지

점에서 이들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좀 더 심도 깊은 분석이 되

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드러난 현상만을 여군의 입장에서 다루

다 보니 편협한 분석이 되어 버렸음을 부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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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지 못하여 2007년에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 차용하

다보니 시기적인 차이가 있고, 대상에 여군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등의 문

제도 있다. 이 밖에 여러 문제점들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지경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여군과 여성, 그리고 군과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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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의 계층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위탁교육중인 조선웅 대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후방 각지에서 임무수행중인 여군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

다.

먼저 본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육군 여군의 계층의식에 관한 연구”를 위해 수행

하고 있습니다.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설문

내용은 SPSS를 활용하여 통계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누설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설문은 6쪽에 걸쳐 장교 및 부사관은 48문항, 후보

생(생도)은 39문항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다소 민감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예를 들어 경제 사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통해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면 본 연구가 여군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

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연구자: 조선웅(010-6203-6465)

이메일: skingsuper@naver.com

소속: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지도교수: 홍두승(010-3265-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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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번의 문항은 후보생(생도), 장교, 부사관 모두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 먼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1.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몇 세이십니까?

__________세

2. 귀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___①기독교  ___②천주교  ___③불교  ___④기타 종교  ___⑤없음

3. 귀하가 성장한 곳의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①대도시  ___②중소도시  ___③읍·면이하

4. 귀하의 계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1) 후보생의 경우: ___①장교 후보생(생도) ___②부사관 후보생 

2) 장교의 경우: __①소위 __②중위 __③대위 __④소령 __⑤중령 __⑥대령 __⑦장군

3) 준·부사관의 경우: ___①하사  ___②중사  ___③상사  ___④원사  ___⑤준위

5. 귀하의 임관구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후보생의 경우: ___①육사  ___②학군  ___③부사관

2) 장교의 경우: ___①육사  ___②여군사관(학사) ___③간부사관  ___④특수사관

3) 준·부사관의 경우: ___①민간  ___②특수  ___③장교출신 부사관(재입대)

※ 다음으로 귀하의 주관적인 태도에 대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6. 귀하는 본인의 학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___①매우 만족 한다    ___②약간 만족 한다    ___③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___④약간 불만족 한다  ___⑤매우 불만족 한다

7. 군인이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___①본인의 적성 ___②군인(경찰 등)가족의 영향 ___③경제적 안정성 

___④직업적 전문성 ___⑤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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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는 향후 배우자로서 남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기혼 여군의 경우 생략)

___①적극 고려하고 있다     ___②기회가 된다면 생각해 볼 것이다

___③가능하면 피하고 싶다   ___④적극적으로 피하고 싶다

9. 만약 귀하에게 딸이 있고, 그 딸이 여군에 지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___①적극 찬성 한다    ___②약간 찬성 한다    ___③중립이다  

___④약간 반대 한다    ___⑤적극 반대 한다

*10. 귀하는 지금 사회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__①크게 성공 __②약간 성공 __③그저 그렇다 __④약간 실패 __⑤크게 실패

11. 고등학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여성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군인을 직업으로

택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①매우 잘 선택했다    ___②잘 선택했다    ___③보통이다 

___④잘못 선택했다       ___⑤매우 잘못 선택했다

12. 동료 남군과 비교했을 때, 귀하가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특별한 혜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___①대단히 많다    ___②많은 편이다    ___③별로 없다    ___④전혀 없다

13. 동료 남군과 비교했을 때, 귀하가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은 어느 정도라고 생

각하십니까?

___①대단히 많다    ___②많은 편이다    ___③별로 없다    ___④전혀 없다

14.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귀하는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

니까?

___①매우 만족 한다    ___②약간 만족 한다    ___③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___④약간 불만족 한다  ___⑤매우 불만족 한다

15. 귀하는 앞으로 여군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①대폭 확대해야 한다   ___②약간 확대해야 한다   ___③현 수준을 유지한다

___④약간 축소해야 한다   ___⑤대폭 축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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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귀하의 직장에 대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6. 귀하는 군으로부터 받는 대우가 다음 사항별로 어느 정도 공정 또는 불공정

하다고 느끼십니까?

귀하의 _____에 비해 매우
공정

약간 
공정

그저 
그렇
다

약간 
불공
정

매우 
불공
정

1) 두뇌(능력) ① ② ③ ④ ⑤

2) 일과 관련된 기술 ① ② ③ ④ ⑤

3) 노력 ① ② ③ ④ ⑤

4) 학력 ① ② ③ ④ ⑤

5) 경력 ① ② ③ ④ ⑤

6) 성과 ① ② ③ ④ ⑤

7) 책임 ① ② ③ ④ ⑤

8) 스트레스 ① ② ③ ④ ⑤

*17. 귀하는 군에 대한 다음의 말들에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찬성

다소 
찬성

찬성
도 

반대
도아
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1)
나는 군의 발전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열
심히 일할 생각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군에서 일하는 것
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직장에서 돈
을 상당히 더 많이 준다
고 해도 현 직장에서 계
속 일할 생각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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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귀하는 군에서 인사정책에 관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불공정 또는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공정

약간 
공정

그저 
그렇
다

약간 
불공
정

매우 
불공
정

1) 보수 ① ② ③ ④ ⑤

2) 승진 또는 진급 ① ② ③ ④ ⑤

3) 부서 이동 ① ② ③ ④ ⑤

4) 인사 고과 ① ② ③ ④ ⑤

5) 업무 분담 ① ② ③ ④ ⑤

6) 제반 인사규정 ① ② ③ ④ ⑤

7) 교육 및 훈련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19. 귀하는 군에 대한 다음의 말들에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찬성

다소
찬성

찬성
도

반대
도

아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1)
나는 군에서 계속 경력
을 쌓아 나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군인은 내가 평생 할 만
큼 이상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시 시작하더라도 군인
을 선택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으로 귀하의 부모님에 대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 귀하의 부모님 중 가정을 주로 부양하신 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은퇴하셨

다면 은퇴전의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마지막 페이지의 직업분류표를 참고

해 주십시오)

직업번호:_______ 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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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귀하의 부모님이 직업군인으로 복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현재 복무하고 있는 경

우도 포함)

___①있다  ___②없다

1)직업군인으로 복무하신 적이 있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가. 군별: ___①육군  ___②해군  ___③공군  ___④해병대

나. 신분별: ___①장교  ___②준·부사관

22. 귀하의 부모님 중 가정을 주로 부양하신 분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중퇴 포함)

___①중학교이하  ___②고등학교  ___③전문대  ___④대학  ___⑤대학원이상

※ 다음으로 귀하의 경제생활에 대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3. 귀하는 군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보상(봉급 및 수당)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

십니까?

___①매우 만족 한다    ___②약간 만족 한다    ___③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___④약간 불만족 한다  ___⑤매우 불만족 한다

*24. 귀하는 귀하가 받아야 할 보수보다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

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___①내가 받아야 할 보수보다 훨씬 적게 받는다  

___②내가 받아야 할 보수보다 적게 받는다  

___③내가 받아야 할 보수만큼 받는다  

___④내가 받아야 할 보수보다 더 받는다  

___⑤내가 받아야 할 보수보다 훨씬 더 받는다

*25. 지난 몇 년 동안 귀댁의 경제 상태는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

각하십니까?

___①상당히 좋아졌다  ___②다소 좋아졌다    ___③차이가 거의 없다  

___④다소 나빠졌다    ___⑤상당히 나빠졌다

*26.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귀댁의 소득은 평균보다 어느 정도 높

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___①평균보다 훨씬 높다  ___②평균보다 약간 높다  ___③평균이다  

___④평균보다 약간 낮다  ___⑤평균보다 훨씬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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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앞으로 10년 이내에 귀댁의 경제 상태는 어느 정도 좋아지거나 또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①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__②다소 좋아질 것이다  __③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___④다소 나빠질 것이다     ___⑤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28. 귀댁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 하십니까?

___①매우 만족 한다    ___②약간 만족 한다    ___③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___④약간 불만족 한다  ___⑤매우 불만족 한다

29. 귀댁의 월평균 총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미혼자인 경우 부모님 소득 포함)

____________________만원

30. 부동산을 포함하여 귀댁의 재산은 어떻게 되십니까?(미혼자인 경우 부모님 재산 포함)

____________________만원

※ 다음은 귀하의 계층귀속의식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1. 한국사회를 6단계로 계층화한다면, 귀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___①하의 하  ___②하의 상  ___③중의 하  ___④중의 상  ___⑤상의 하  

___⑥상의 상

*32. 한국사회에는 최상층과 최하층에 속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

을 10으로 한다면 귀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숫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

*33. 귀하가 성장할 당시(15세 전후)에 귀하의 가족은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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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귀하의 현재 직업은 귀하가 15세(중학교 시절)이었을 때 부친께서 가졌던 직

업과 비교해서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___①아버지보다 훨씬 더 높다   ___②아버지보다 약간 더 높다   ___③거의 비슷하다

___④아버지보다 약간 더 낮다   ___⑤아버지보다 훨씬 더 낮다

35. 한국사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면, 귀하는 어느 계급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①노동자 계급    ___②중간(중산)계급    ___③자본가 계급

36.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계층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__①소득 __②직업 __③학력 __④삶에 대한 만족도 __⑤기타( )

37∼48번의 문항은 질문은 장교 및 부사관에게만 해당됩니다.

후보생의 경우는 49번 문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37. 귀하의 병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①전투(보병, 기갑, 포병, 방공, 정보, 공병, 정보통신, 항공)

___②기술(화학, 병기, 병참, 수송)

___③행정(부관, 헌병, 경리, 정훈)

___④특수(의무, 수의, 간호, 법무, 군종, 군악)

38. 귀하의 복무구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①단기    ___②복무연장    ___③장기

39. 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부대의 지역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___①대도시    ___②중소도시    ___③읍·면이하

40. 귀하의 군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①5년미만   ___②5~9년   ___③10~14년   ___④15~19년   ___⑤20년이상

41. 귀하는 여성으로서 군 복지(보건휴가 및 출산휴가 등)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___①매우 만족 한다    ___②약간 만족 한다    ___③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___④약간 불만족 한다  ___⑤매우 불만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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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후보생 시절과 현재를 비교해봤을 때, 군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___①매우 만족 한다    ___②약간 만족 한다    ___③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___④약간 불만족 한다  ___⑤매우 불만족 한다

43. 불만족 하신다면(위의 문항에 ④, ⑤선택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___①과도한 업무   ___②남성중심 군문화 ___③문화생활 기회 부족 

___④이상(임관 전)과 현실(임관 후)의 괴리  

___⑤여군에 대한 복지 부족(출산 및 육아 등)

___⑥기타( )

44.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___①기혼    ___②미혼    ___③기타

45.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1) 배우자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마지막 페이지의 직업 분류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직업번호:________ 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배우자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①고등학교  ___②전문대  ___③대학  ___④대학원 석사  ___⑤대학원 박사

가. 이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___①재학  ___②졸업  ___③중퇴

3) 배우자의 월평균 총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만원

46.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①고등학교  ___②전문대  ___③대학  ___④대학원 석사  ___⑤대학원 박사

1) 이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___①재학  ___②졸업  ___③중퇴

47. 귀하의 월평균 총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만원

48.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___①소유  ___②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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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번의 문항은 후보생에게만 해당합니다.

49. 귀하는 군에 입대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___①매우 만족 한다    ___②약간 만족 한다    ___③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___④약간 불만족 한다  ___⑤매우 불만족 한다

50. 귀하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하십니까?

___①매우 만족 한다    ___②약간 만족 한다    ___③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___④약간 불만족 한다  ___⑤매우 불만족 한다

51. 귀하는 향후 몇 년 동안 군 복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___①5년미만    ___②5년~9년    ___③10년~19년    ___④20년 이상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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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have been participating actively recently in many different

fields, including the military,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masculine job. The expansion of female ratio in military is worldwide

phenomenon and it seems that this trend will continue,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female population entering the social affairs, and limitation

of male personnel. Considering this we need to study the class

consciousness in order to explain the nexus between structural changes

and increasing female participation within military.

The specific goals of this research are followed. First, examine the

class consciousness of female soldiers. Second, define the key factor that

decides the class consciousness of female soldier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noted above, 299 surveys were

conducted against female officers, NCOs and cadets. In order to

examine the class consciousness of female soldiers and the ke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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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decides it, comparison analysis against female civilians; considering

the sex similarity, and male soldiers; considering profession similarity

were used.

Main results of the survey can be analyzed as below.

1. The class consciousness of female soldiers' was found out to be

higher than that of female civilians'. There was a wide disparity

between female officers and civilians. On the other hand the gap

between the female NCOs and civilians was not that significant.

The global economic slowdown seems to be the main reason of

female soldiers showing higher class consciousness. Global economic

slowdown had effects on mostly female civilians, whereas hardly any

effect was on female soldiers because of their relatively higher

occupational stability.

The reason of gap difference between "female officers - female

civilians" and "female NCOs - female civilians" can be explained by the

result, that female officers are tended to acknowledge the expending

female role within the military.

2. The class consciousness of female soldiers was found out to be

higher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This result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A) The income of the female soldiers match the income of male

counterparts within the same rank, while socially male workers tend to

get more income than female workers.

(B) The majority of female soldiers are currently stationed at lower

ranks within the military and therefore their job satisfaction is higher

compared to male counter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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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female soldiers' spouses have higher probability of working,

compared to male counterparts', and therefore their overall family

income is higher.

3. The class consciousness of female officer candidates and NCO

candidates was found out to be higher than that of second lieutenants'

and staff sergeants', which are their immediate future. The sudden

change in environment after being commissioned as a officer or an

NCO seems to have negative impact on class consciousness of female

soldiers.

4. In the determination of the class consciousness of female soldiers,

factors such as 'economic matters' and 'continuity within military career'

had the most effect. For married female soldiers 'spouse' factor and for

female officers 'level of education' factor had additional effect.

Whereas for the female civilians 'educational level' and 'economic

matters' was found out to be most influential factors that determines

their class consciousness. The 'education level' is an important factor to

them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actually determines their level of jobs

and income, and furthermore their probability of reemployment.

In the determination of the class consciousness of male soldiers,

factors such as 'job satisfaction' and 'continuity within military career'

had the most effect. Overall female soldiers tended to consider the

factor 'economic matters' more important than 'job satisfaction', whereas

male soldiers tended to consider that latter factor more. This difference

is a consequence of the interaction between gender difference, expected

social role, and current position within the military, of male and female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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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e analysis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military, female soldiers and overall females.

First of all, the fact that the class consciousness of female soldiers is

higher compared to male counterparts' is encouraging. However, there

are some defects in female soldiers higher class consciousness. For

instance, officer candidates show higher class consciousness than that of

second lieutenants', and NCO candidates show higher class

consciousness than that staff sergeants. Also, 'economic matters' is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class consciousness of female soldiers

while 'job satisfaction' is comparably insignificant. And besides, the

'rank' factor, which i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military does not

attain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female soldiers. It is contrary to male

soldiers, who consider rank and job satisfaction as important factor

which determines class consciousness.

The factor that determines the class consciousness of female soldiers

seems to have more common with the female civilians, than with the

male soldiers. It can be applied same to female majors and senior staff

sergeants who showed considerably high class consciousness. The

economic factors had more effect than military factors.

Considering this study result, two measures must be taken for the

development female soldiers' role within the military.

First, it is urgent to expand the ratio of female soldiers within the

military. As the ratio and role of female soldiers within the military

have been expanding, recent research have a tendency to focus on the

qualitative growth rather than quantitative. However, female soldiers

remains a minority within military, as long as the issue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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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birth and infant care prevents them from expanding their role

within the military.

Second, the government needs to institute policies that guarantees

the career continuity of female soldiers within the military. Females

who don't have obligatory military service join the military to make it

their career. However regardless of the high competition rate to become

a female soldier, when they get eliminated from the long term service

selection, they are forced to leave the service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 Getting talented females picked for be military service, and

losing them, is a serious loss, not only for the female soldiers who

were eliminated from the long term service selection, but also for the

military and the society.

Not only the selection of harshness of long-term career soldiers but

also the issue of childbirth and infant care are the main causes of the

female soldiers' career discontinuity. When faced with the issue of

childbirth and infant care are some female soldiers were found to be

considering being discharged from service.

Currently the military is working hard to prepare the policies

considering the issues above, but the application is not yet relevant.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such policies further measures are needed.

Key words: Female soldiers within the miliary, class consciousness,

Female civilians, Voluntary military service, Occupational stability,

Childbirth and chil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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