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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은퇴기 여성의 생애이야기를 통해 일-가족과
은퇴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논문에서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과
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들은 생애노동경험과 자기 서사, 은퇴 경험에서 차
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다.
중간계급 여성의 일-가족 생애 경험과 자기서사는 다음과 같다. 중간계급 여성
은 대학 진학시 결정한 학과가 직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당시 종사했던 일자리에서 경력단절 없이 근무하였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노동자 정체성을 강하게 나타냈으며, 일과 가족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
의 삶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고, 생계부양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일-가족 양립을 어려운 과제였다고 서술했다. 대부분은 친정
부모나 시부모가 아이 양육을 도와주었지만 안정적으로 돌봐 주는 경우는 극소수
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도움의 조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중간
계급 남편들의 대부분은 가사와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성들은 이것을 시대
적 상황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가사분담 문제가 갈등의 요소가 되지는 않았다. 중
간계급 여성들은 일하는 엄마로서 자신의 삶이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자녀들에게 시간과 관심을 적게 쏟은 것에 대해 미안한 양가감정을 드러내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주된 서사는 자신의 일에 대한 것으로, 특히 자기
개발 노력과 직장생활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직
장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와 여성이기 때문에 받았던 차별이
나 어려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노동계급 여성의 일-가족 생애 경험과 자기서사는 다음과 같다. 노동계급 여성
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생산직⋅무급 가족종사자⋅단순 사무
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이들은 대부분 결혼퇴직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으며,
결혼 당시의 일자리가 퇴직 시까지 지속된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다. 노동계급 여
성들이 다시 일을 하게 된 것은 경제적인 필요 또는 우연한 계기에서였다.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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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성들에게 자신의 경제활동은 생계에 보조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일부 여성
들은 실질적인 생계부양을 하고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남편이 생계부양자라는 인
식을 가지고 있었다. 노동계급 여성들 대부분은 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
데, 이들에게는 ‘어떤’ 일에 종사하느냐 보다는 현재 ‘무슨’ 일이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일-가족 양립을 힘들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이들은 경력단절
을 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했고, 노동시장 재진입시 시간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삶에서 일-가족 양립보다 힘든 일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일과 가
족을 양립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 노동계급 여성은 가사나 양
육에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본 논문의 노동계급 여성
들은 남편이 가사와 양육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퇴직에 이를 정도로 일을 할 수
있었다. 노동계급 여성은 일하는 엄마로서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자신이
가계의 경제적인 책임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교육시키고,
양육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자신의 생애이야기를 가족, 특히
남편과 시집 식구들을 중심으로 서술했고,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남편과
시집에서의 부당한 대우가 주된 서사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은퇴 과정과 은퇴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중간계급 정년퇴
직 여성들은 30년에서 40년을 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해 온 반면에, 노동계급
여성들은 무기계약직에서 정년퇴직했고, 상대적으로 근속년수가 짧았다. 중도퇴직
한 중간계급 여성들은 여러 가지 퇴직 사유를 들었고, 직장과 관련한 비가족적 요
인이 주가 되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이 퇴직 사유로 제시한 것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에 불과했으며, 상대적으로 가족 관련 요인이 더 많았다. 중간계급 여성들 중
일부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경제적인 활동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서
술했고, 퇴직 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나 시간 운용이 자유로운
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의 대부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도 당연히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고, 단절 없이 일을 하고자 했
다. 노동계급 여성 대부분은 퇴직 후 전일제로 일하고 있었고, 퇴직 전 직종과 유
사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노동조건은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은퇴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여성들은 공공부문에서 정년퇴직한 사례
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퇴직을 곧 은퇴로 인식했다. 이 외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 ii -

퇴직한 것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상태를 선뜻 은퇴한 것으로는 규정짓지 않으려고
했다.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은 은퇴를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 사회적으
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 하는 것,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 하는 것, 은퇴는 없는 것,
은퇴는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은퇴를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정의한 여성들은 가사노동, 손자녀 돌봄도 노동의 영역에 포함해
서 논의하고 있었는데,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둘 다를 포함한 개념으로 노동을 상
정하는 것은 여성의 은퇴 정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
이 은퇴에 부여하는 의미는 새로운 시작, 여유로움, 상실, 양면적인 의미였다. 중간
계급 여성들은 은퇴를 삶의 새로운 시작, 여유로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노동계급 여성들은 은퇴를 상실로 의미화한 경우가 많았다.
본 논문을 통해서 여성들은 계급과 관계없이 남성에 비해 훨씬 더 가족에 고착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간계급 여성들과 노동계급 여성들은 일-가족에 대
한 협상력에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여성이 가족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는 기존 설명의 선후관
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고,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쉽게 경력단절을 선택하게 되고, 일-가족 양립에서 협상
력을 발휘하지 못 하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 은퇴 연구에서는 노동계급 여성의 경험이 여성일반의 경험으로 분석되어
졌고, 남성과 여성 간 은퇴의 차이점이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들과 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들의 은퇴 과정과 은퇴 경험은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요한 일자리에서 장기간 경력을 가진 여성들의 은퇴
경험은 남성 노동자들의 은퇴 경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본 논문의 발견으로 볼
수 있다.

주요어: 여성 은퇴, 일-가족, 젠더/계급, 여성 노동, 중고령 여성, 중간계급 여성, 노
동계급 여성, 생애이야기
학 번: 2009-30840

- iii -

목

차

국문초록 ··················································································· ⅰ
1장 서론 ······················································································1
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2절 선행연구 검토 ·················································································· 6
1. ‘은퇴’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 ···························································· 6
2. 여성의 은퇴 연구 ··················································································· 9
1) 여성의 은퇴 과정 ············································································· 9
2) 여성의 은퇴 경험 ··········································································· 10

3절 용어 정의와 분석틀 ······································································· 13
1. 용어의 정의 ·························································································· 13
1) 은퇴 ································································································· 13
2) 퇴직 ································································································· 14
3) 계급 ································································································· 15
2. 분석틀 ··································································································· 17

4절 연구 방법 ························································································ 19
1. 질적 연구의 설계 ················································································· 19
2. 면접조사 과정 ······················································································ 20
3. 연구참여자의 특성 ··············································································· 23

2장 여성의 일-가족 경험의 사회적 조건: 1970년대-현재 ···· 28
1절 젠더 관계에 영향을 준 사회 변화 ··············································· 28
2절 기혼 여성의 가족적 삶 ································································· 32
1. 근대적 주부 역할의 성립 ···································································· 32

- iv -

2.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사이에서 ·················································· 38

3절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기혼 여성 노동의 성격 ······················ 40
1. 미혼 여성 위주의 여성 노동시장: 1970년대 ····································· 41
2. 기혼 여성 노동자의 약진: 1980년대 ·················································· 45
3. 기혼 여성의 노동 참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시기: 1990년대 ·· 47
4. 중고령 여성 노동자의 증가: 2000년대 이후-현재 ···························· 51

4절 일-가족 생애의 유형들 ·································································· 56

3장 노동자로서의 생애 경험 ··················································62
1절 노동 이력 ························································································ 62
1. 미혼 여성 노동 ···················································································· 63
1) 고학력 여성 ···················································································· 63
2) 저학력 여성 ···················································································· 66
2. 기혼 여성 노동 ···················································································· 69
1) 일자리의 지속 ················································································ 69
(1) 경제적 필요성 ········································································· 69
(2) 일자리의 특성 ········································································· 71
(3) 주변의 지지 ············································································· 74
2) 일자리의 단절 ················································································ 76
(1) 여성의 생애 사건에 의한 단절 ············································· 76
(2) 경력 복귀 후의 일자리 ·························································· 80

2절 유급노동의 의미 ············································································ 90
1. 노동자 정체성 ······················································································ 90
1) “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 ························································· 91
2) 생계부양의 당연함 ········································································· 94
3) 가족의 성공이 아닌, 나의 성공 ···················································· 96
2. 생계 보조자 ·························································································· 97
1) “도움은 되겠죠” ············································································· 97

- v -

2) ‘어떤’ 일이냐가 아니라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함 ·········· 101

4장 기혼 여성으로서의 생애 경험 ·······································104
1절 가족 내 역할 ················································································ 104
1. 일-가족 양립 문제 ·············································································· 104
1) 일-가족 양립은 어려운 과제 ······················································· 105
(1) 초기 양육기의 어려움 ·························································· 105
(2) 도움의 조직을 위한 노력 ····················································· 109
(3) 남편: 의무의 면제 ································································· 113
2) 일-가족 양립은 사소한 일 ··························································· 116
(1) 힘들지 않음: “다른 문제가 더 힘들었지” ·························· 116
(2) 일-가족 양립: 나 아니면 가족 ············································· 120
2. 일하는 엄마 ························································································ 123
1) 미안함과 뿌듯함 ··········································································· 124
2) 자랑스러움과 보람 ······································································· 127

2절 주된 서사 ······················································································ 131
1. 노동 중심 서사 ··················································································· 131
1) 자기개발 노력 ··············································································· 131
2) 직장생활에서의 경험 ··································································· 135
2. 가족 중심 서사 ··················································································· 141
1) 도움이 안 되는 남편 ··································································· 141
2) 시집에서의 부당한 대우 ······························································ 147

5장 퇴직 과정과 은퇴 인식 ··················································152
1절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은퇴 ················································· 152
1.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상황 ·························································· 152
1) 정년퇴직 ························································································ 153
(1) 중간계급: 전형적인 정년퇴직 ·············································· 153

- vi -

(2) 노동계급: 무기계약직에서의 정년퇴직 ······························· 156
2) 중도퇴직 ························································································ 158
(1) 중간계급의 퇴직 ···································································· 158
(2) 노동계급의 퇴직 ···································································· 163
(3) 퇴직 서사: “-였으면 퇴직을 못 했죠” ································ 166
2.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경로 ···························································· 168
1) 경제활동 의사 없음 ····································································· 168
(1) “돈 버는 일은 안하고 싶어요” ············································ 169
(2) 바쁘지만 자유로운 하루 ······················································· 172
2) 경제활동 참여 ··············································································· 176
(1) 일의 의미 ··············································································· 176
(2) 퇴직 후 재취업 과정 ···························································· 183
(3) 경제활동 참여 형태 ······························································ 188

2절 은퇴에 대한 인식 ········································································· 193
1. 자신의 은퇴 여부에 대한 판단 ························································· 193
2. ‘은퇴’에 대한 개인적 정의 ······························································· 198
1)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 ··················································· 198
2)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 하는 것 ································ 199
3)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 하는 것 ················································· 202
4) “은퇴는 없는 거 같애” ································································ 203
5) 변화하는 개념 ··············································································· 205
3. 은퇴에 부여하는 의미 ······································································· 207
1) 새로운 시작 ·················································································· 207
2) 여유로움 ························································································ 209
3) 상실: “언저리에 있다는 생각” ···················································· 211
4) 양면성: “공존하는 거 같애요” ···················································· 212

- vii -

6장 결론 ·················································································215
1절 연구 결과 요약 ············································································ 215
1. 중간계급 여성의 일-가족 생애 경험과 자기 서사 ·························· 215
2. 노동계급 여성의 일-가족 생애 경험과 자기 서사 ·························· 217
3. 은퇴 과정과 은퇴에 대한 인식 ························································· 220

2절 연구의 함의와 향후 과제 ···························································· 223

참고문헌 ··················································································227
Abstract ··················································································243

- viii -

표 목 차

<표 1-1> 홍두승의 계급모형 ················································································ 15
<표 1-2> 홍두승의 계급 모형에 따른 직업 분류 ··············································· 16
<표 1-3>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 26
<표 2-1> 50대 후반 60대 초반 여성의 생애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들 ······ 31
<표 2-2> 가구구성형태별 분포 ············································································ 33
<표 2-3> 합계출산율 추이 ···················································································· 33
<표 2-4> 가구주의 자녀 성별 교육정도 기대 수준(1977년, 1982년) ··············· 34
<표 2-5> 취학률의 변화 ························································································ 35
<표 2-6> 대학의 계열 및 학과군 여학생 비율 ·················································· 36
<표 2-7> 50대 그룹 대졸 채용 현황 ··································································· 36
<표 2-8> 지역별⋅혼인상태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42
<표 2-9> 여성 취업 상위 15개 직종(1975년) ······················································ 43
<표 2-10> 여성 취업에 관한 태도 ······································································· 47
<표 2-11>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 51
<표 2-12> 여성의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 52
<표 2-13> 여성 산업별 취업자 상위 10개 업종 ················································· 53
<표 2-14> 연령대별 비정규직 근로자 구성비(2017년) ······································· 54
<표 2-15> 국내 선행 연구 중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애노동 이력 유형 분류
··············································································································· 56
<표 4-1> 출산 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 양육 방식 ······························ 112
<표 5-1> 고용형태별 임금비교 ··········································································· 157

- ix -

그림 목차

<그림1> 분석틀 ······································································································ 18

- x -

1장 서론

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본 논문은 은퇴기 여성의 생애를 통한 일과 가족, 은퇴의 경험을 살펴본다. 여성
들은 생애과정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과 진출을 반복하는 불연속적인 노동 이력
을 나타내며, 전일제 및 시간제 등 여러 형태의 일자리를 넘나드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되어 온 일-가족1) 양립의 책임 때문인 것으로 지적
된다. 가족 돌봄의 책임이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구조화하고, 역으로 노동시장
에서의 낮은 지위가 가족 내에서 여성의 돌봄노동 전담이 정당하다는 기제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여성의 이 같은 일-가족 경험은 노동생애를 마무리 짓는 ‘은퇴’
의 경험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본 논문이 여성의 취업에서 은퇴까지의 경험을 일가족 서사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생애이야기를 통해서 읽어내고자 하는 이유이
다. 은퇴는 노동 이력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각 개인의 직업경력의 특성과 함께 연
구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일과 가족, 은퇴 경험을 연구하기 위해 본 논문이 50대에서 60대 초반 연
령대의 여성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이들이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은퇴’를
일반적 사회현상으로 다룰 수 있는 거의 첫 번째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순
히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의 수가 많아진 세대일 뿐 아니라, ‘은퇴’를 논의할 만
큼의 안정성을 가진 여성 일자리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시기에 직업 생활을 했던
세대이다. 하지만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여성의 일반적인 은퇴 경험이나
같은 세대 여성들의 경험을 대표하는 사례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본 논문의 연구
과제인 여성의 은퇴 경험에 대한 면접에 참여한 여성들은 같은 세대의 여성들 중
매우 소수였던 장기간의 좋은 일자리에 종사했던 경우거나,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
만 상당히 오랜 기간 일을 해 온 경우로서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
1) 본 논문에서는 문장의 맥락에 따라서 ‘일’과 ‘가족’을 각각 쓰거나, 하나로 묶어서 ‘일-가
족’으로 쓰고자 한다. 여성의 노동생애는 일과 가족 사이를 오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
할 경우에는 일-가족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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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기 여성의 일-가족 생애이야기와 ‘은퇴’의 의미

대는 여성 취업의 당위성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이를 위한 제도
적인 배려는 조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다(조혜정, 1988). 결혼과 동시에 가정주
부로 정착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당시 사회풍조에서 결혼퇴직은 관행
적으로 이루어졌다(전경옥⋅유숙란⋅김은실⋅신희선, 2011). 경력단절 여성이 재
취업 시 주어진 일자리는 저숙련⋅저임금⋅비정규직이 대부분이었고, 기혼 여성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력으로 활용되어 남성처럼 생애 대부분에 걸쳐 노동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본 논문은 중고령2) 여성 일반이라기보다는 운이 좋게도
상당히 긴 노동경력을 가지게 된 은퇴기 여성의 생애를 통해서 여성의 일과 은퇴
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계급의 차이에 따라 어떤 다른 쟁점들이 얽히는가를 알
아보고자 한다.
은퇴의 전통적인 개념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비경제활동 상태를 유지하
는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사건(event)이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일하는 삶이 연장되면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도 다
양한 형태로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최근 은퇴개념은 노동시장을 이
탈하는 과정에서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과정(process)’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은퇴기 여성의 경우 생애노동이 권장되지 않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와 그 의미는 남성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여성의 은퇴
개념에서는 주관적인 판단과 개인들이 은퇴의 의미를 구성해내는 방식에 주목해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은퇴를 과정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개별 여
성의 일-가족 경험이나 노동생애 자체가 이들의 은퇴 과정과 은퇴 의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기존의 은퇴 연구는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중간계급 남성을 모델로 하
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평생직장이나 평생 고용이 가능했던 시기에는
남성들이 전일제 직업에서 생애노동경력을 지속하는 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을 포
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었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전개된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로 지금은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2) ‘중고령기’는 엄밀한 학문적 구분은 아니다. 노인인력활용 정책의 측면에서 노인과 중고
령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0세 이상은 준고령, 55세 이상은 고령
자로 규정하였다. 통칭 50대의 취업자를 중고령자로 명명하며, 기존의 중년과 노년의 구
분에서 차별화된 연령대로 구분하기 시작했다(서미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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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줄어들고 있다. 상당한 수의 하류계급 남성은 비정규직 혹은 제도적 정년
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임금 부문에 근무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노동 이
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3) 깁슨(Gibson, 1987)은 정규직에 종사하지 못 하고, 연
금 수여 대상이 아니고, 명확히 일을 그만 둔 적도 없는 사람들은 은퇴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동시장에 불연속적으로 참여
한 여성들과 하류계급 남성은 중간계급 남성의 경험에 기반한 기존의 은퇴 연구에
속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열악한 노동시장 하에서 불안정
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여성도 나쁜 일자리에 종사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은퇴 연구와 은퇴정책에서 배제되어진다.4)
은퇴 연구는 중간계급 위주의 연구라는 점에서 문제적이지만, 남성중심적인 연
구라는 점에서도 여전히 문제적이다. 기존의 은퇴 연구는 임금노동 중심으로 연구
되었고, 노동 생애 중 자신의 가족생활은 사적 영역을 책임지는 여성이 해결한다
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남성중심적인 연구에서 일과 가족은 별개의 것으로 여겨
지고 있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에는 일과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는가가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어떤 일자리에 종사하든 남성에 비해 훨씬 더
가족에 고착되어 있고, 일과 가족의 경계를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협상하면서 임금
노동에 임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여성의 삶 속에서 결혼생활이나, 가족 내 역할,
경제활동에의 참여는 삶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각기 하나의 삶의 과제로 여겨진
다. 여성들의 생애는 일과 가족을 오고 가면서 이루어져 왔고, 여성은 자신의 삶에
서 가족생활에서의 성역할과 본인의 소득활동 사이에서 주체적으로 균형을 만들
어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의 취업경험의 단
절 혹은 종결을 ‘은퇴’라고 이야기하는 여성들은 굉장히 소수이다. 정년이 보장되

3) 박경숙(2003)은 전형적인 은퇴 경로와는 상당히 다른 경로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고령자
가 그 수에 있어서는 더 전형적이라고 설명한다.
4) 정년 연장 관련법의 효과를 분석한 석재은⋅이기주(2016)의 연구에서 고학력이고, 남성근
로자인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으며, 공공 및 정부기관 종사자가 민간기업 종사자에
비해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또한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와 노동조
합이 조직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즉 정년 연장의 혜택
은 모든 노동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집단인 특정계층에게
집중되는 계층화 효과, 젠더 편향 효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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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좋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이 그다지 많지 않고, 평생직업경력을 지속하는
여성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은퇴라는 범주에 적용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적다. 즉 현재 여성 은퇴자가 비가시화되어 있는 것은 여성들이 취업을 하지 않았
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5)에서 오랫동안 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은퇴 여성’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자신
을 은퇴 여성이라고 정의하는 여성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은퇴 여성만을 대상
으로 연구할 경우 대다수 일하는 여성들의 경험이 삭제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경우 괜찮은 일자리는 아니었지만 임금노동을 했던 여성들이 노동을
그만두게 되는 과정을 은퇴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는 개인
이 노년기 삶으로 접어드는 전환기로 여겨지지만(정찬인, 2010) 노년기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남성들을 위주로 연구되고 있고, 여성은 노년기 빈곤의 주체로 연구
되고 있을 뿐이다(박미정, 2014; 최선화, 1999; 최희경, 2005). 여성이 남성보다 평
균수명이 길고 더 긴 노년기를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노년기 생활의 주
체로 인식되지 않고, 남편에게 혹은 자식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은퇴 과정에 들어가 있는 여성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자기
의 경험을 어떤 언어로 얘기하고 있고,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은퇴라는 이름으로 포착이 되지 않았던 여성의 노동경험도 은퇴로 자리매김
할 때 여성의 노년기에 대한 논의가 풍부해질 수 있고, 노년기 여성들에 대한 정책
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남성들의 은퇴 과정에 대한 경험이 노동자 정체성으로 살아오던 생애가 일단락
지어지는 것에 대한 것이라면 여성들의 은퇴 과정에 대한 경험은 일과 가족을 오
고 가던 경험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다. 실제로 개별 여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의미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여성들의 은퇴
과정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 여성 개인들이 이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는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여
성이 일과 은퇴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여성들의 일-가족에 대한 생애이야기를 통
5) 좋은 일자리(good job)는 일자리의 질을 다루는 개념 중의 하나로,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
는 다른 개념으로는 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EU의 ‘일자리의 질(quality of
job)’, OECD의 ‘더 나은 일자리(better job)’ 등의 용어가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고용 기회,
적절한 임금, 고용 안정, 안전한 작업환경, 고용평등 등을 공통적으로 추구한다(박은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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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읽어내려고 한다. 개별 여성의 노동생애와 은퇴 과정에 대한 경험은 다양하
게 나타나지만 여성이 언제 어떻게 은퇴할지에 대한 결정과 은퇴의 의미가 형성되
는 것은 여성들이 일-가족을 어떻게 조율하며 살아왔는지의 구체적인 형태와 어떠
한 생애노동경험을 가졌는지에서 기인한다.
본 논문은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여성 중에서, 본인의 주된 일자리6)에서 퇴직한
기혼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50대 이상 여성의 생애에서 대표적인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형태이고, 결혼⋅출산⋅양육과 같은 생애 사건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취업지속과 단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성
의 일과 은퇴의 특성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 자
신의 역할을 조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은퇴 과정에 있는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여성들은 장기간 일과 가족을 오고 가
면서 본인의 노동생애를 지속해왔던 사람들로서 본인의 노동생애를 끝내는 시점
에서 서술하는 생애이야기에는 자신의 노동 이력의 특성, 일-가족의 긴장, 현재 본
인의 상황에 대한 해석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은퇴 과정에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서술하고, 해석하는지 여성 개인들의 해석을 드러
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취업(-경력단절-재진입-이직)에서 은퇴까지의 노동 이력을 변화시
키는 주된 계기들은 무엇인가? 또한 일자리를 지속하거나 단절하는 이유는 무엇이
며 그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여성들은 자신의 유급노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 의미는 일과 생
계부양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셋째, 여성들은 일-가족 양립을 어떻게 인식하고, 일-가족 양립을 위해 어떤 전
략과 선택을 했는가? 또한 일하는 엄마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넷째, 은퇴 과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노동시장 경험이 있는 개별 여성들은 본
인의 일과 가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서사를 구성하는가? 그 서사를 특징짓는 사회
적 요인이 있는가?
다섯째, 여성들의 퇴직 전 노동 이력 경험이 퇴직 사유와 퇴직 후 활동에 어떤
6) 본 논문에서는 50세 근방에서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정의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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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여성들의 노동경험
은 어떠한가?
여섯째,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은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
하는가? 기존의 은퇴 정의와 분석이 여성들의 삶과 경험을 설명하는데 적절한가?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유급노동(paid work)과 가족 내 무급노동(un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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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선행연구 검토
1. ‘은퇴’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
일반적으로 은퇴는 경제활동을 그만두었거나 그만 둔 것과 다름없는 상태를 일
컫는다. 은퇴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연령, 연금 수급, 경제활동참가 여부, 노동시간
이나 임금수준이 일정수준 이하로 급격히 축소된 것의 여부 등 객관적인 기준이
사용된다(김나연⋅김성희⋅정은하, 2007; 김지경, 2005; 성영모⋅오제은, 2014; 우
혜경⋅조영태, 2013).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은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은퇴의 전통적 정의가 여성들
의 은퇴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한다(Byles, Tavener, Robinson,

Parkinson, Smith, Stevenson, Leigh & Curryer, 2013; Calasanti, 1993; Duberley,
Carmichael & Szmigin, 2014; Loretto & Vickerstaff, 2012; Simmons & Betschild, 2001).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기존의 은퇴 정의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은퇴 정의 하에서는 여성의 은퇴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이 어렵
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취업 이력(work history)이 다양하기 때문에 은퇴를 측정하
는 것이 남성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Bateson, 1989). 대부분의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떠나고, 재진입하는 불연속적인 고용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Simmons

& Betschild, 2001) 여성의 삶에서 일과 은퇴 사이의 경계는 불분명하다. 은퇴의 전
통적인 정의는 선형적인 노동 경로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를 사용하면
간헐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여성들이 배제된다(Richardson, 1999). 은퇴
를 정의할 때 주로 사용하는 주된 일자리 개념 또한 여성들이 장기간 연속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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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여성 은퇴 연구에 적용하기
어렵다.
둘째, 은퇴개념은 남성의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여성의 은퇴개념은 남성과는 다
르다는 것이다. 칼라산티(Calasanti,1993)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비롯한 무급노
동도 일로서 규정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연구를 시작한다면 일과 은퇴의 새로운 관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들은 공식적인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교대로 수행하는데(Duberley et al., 2014),
은퇴는 유급노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만을 의미할 뿐 여성이 가정에서 하는 노동
은 계속되기 때문이다(Calasanti, 1993). 시몬스와 베칠드(Simmons & Betschild,

2001)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연구참여자 여성은 스스로를 은퇴했다고 정의내리
지 않는다. 자신들은 유급 노동에서는 은퇴했지만 가사노동과 가족 구성원의 돌봄,
자원봉사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에서 은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7)
한편 여성들에게는 은퇴개념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는데(Price,

2002; Price, 2005; Loretto & Vickerstaff, 2012; Sargent, Lee, Martin & zikic, 2012) 특
히 불연속적인 취업력을 가진 여성들에게 은퇴의 의미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
다.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라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과 진출을 해
왔다면(Price, 2002) 은퇴가 특정 나이에 발생하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일을 멈춘
다고 여기지 않는다. 또한 자기 자신은 은퇴했다고 정의하지만 임금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도 있고, 자신은 반은퇴자라고 정의내리는 여성도 있다(Loretto &

Vickerstaff, 2012). 로레토와 빅커스태프(Loretto & Vickerstaff, 2012)의 연구에 의하
면 여성에게 ‘은퇴한’ 상태와 ‘은퇴하지 않은’ 상태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여성 은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족, 유급노동과 무
급노동,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여성의 역할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 하에서야 여성들이 왜, 어떻게 남성의 경험과는 다른
방식으로 은퇴를 경험하는가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Richardson, 1999).

7) 슬레븐과 윙그로브(Slevin & Wingrove, 1995)의 연구에 의하면 일부 전업주부들은 임금노
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은퇴 연령이 되었을 때 같이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금
(spousal benefits)을 받고 있는 경우, 혹은 가사노동을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여
기는 경우에는 자신도 일정 시점에는 은퇴한 것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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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기존 연구의 관점에 대해서도 한계를 지적한다. 여
성의 은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존연구가 몰성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다(김은정, 2012; 심우정⋅김은석⋅하지영, 2016; 안지선⋅전혜정, 2012; 한경혜⋅
최새은, 2013; Loretto & Vickerstaff, 2015; Price & Nesteruk, 2015). 지금까지 연구는
주로 남성의 경험을 준거로 분석했기 때문에 여성의 경험은 남성의 표준적인 경험
에 비하여 예외적이며 특수한 것으로 논의되거나, 지나치게 단순화된다는 것이다

(심우정 외, 2016).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단지 남성과 여성의 은퇴 경험에서의 차
이를 분석하는 연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은퇴를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Loretto & Vickerstaff, 2015; Price & Nesteruk, 2015), 은퇴당사자로서 여성
에 대해 연구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 할지라도 여성의 경험에서 출발한 모델
로 분석하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여전히 연구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본다(Calasanti,

1993). 로레토와 빅커스태프(2012)는 은퇴자들이 은퇴와 관련해서 느끼는 가장 일
반적인 개념 중의 하나인 ‘자유’에 대한 남녀 은퇴자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
유는 남성중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뿐이어서 여성의 경험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남성들은 은퇴 후 느끼는 자유로움을 일에서 벗어나 취미와 흥밋거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반면 여성들에게 자유로움은 임금노동과 가사노
동을 둘 다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가사노동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유연노동에 종사했던 일부 여성들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직업으로부터의 벗어남 정도로 여겨졌다(Loretto & Vickerstaff, 2015).
은퇴와 관련한 국내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여성
을 포함한 연구라 할지라도 ‘성’을 변수 중의 하나로 취급한 연구가 다수이다(김여
진⋅박선영, 2013; 심우정 외, 2016). 은퇴 경험의 성차를 전제하고 여성의 은퇴 경
험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고, 은퇴개념에 대한 페미니즘적 분
석은 아직 연구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여성 개인이 은퇴를 어떻게 정의하고 의
미화하고 있는지를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서사를 통해서 분석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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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의 은퇴 연구
1) 여성의 은퇴 과정
전통적인 은퇴개념은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다시 노동시장으로 회귀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사건을 의미했으나(박경하, 2011)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된다(박경숙, 2003; 장지연, 2003; 최옥금, 2011; 한
경혜, 2008). 즉,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난 상태가 아니라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한 후 자영업 등의 가교 일자리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여 점진적, 단계적으
로 은퇴를 하는 것으로 개념화 되고 있다(장지연, 2003). 본 논문에서도 은퇴를 과
정적 개념으로 보고 은퇴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은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를 보려고 한다. 은퇴는 남녀 모두 경험하는 과정이지만, 여성이 가사노동과 양육
의 주된 책임을 맡고 있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취약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근로생애가 더 다양하고, 은퇴 과정도 더 복잡한 것으로 나타난다.8)
여성 은퇴에서 은퇴를 과정으로 개념화한 선행연구들은 은퇴자 유형화에 대한
분석이나(심우정 외, 2016; Duberley et al, 2014; Everingham, Warner-Smith & Byles,

2007) 은퇴자의 은퇴 과정을 몇 가지 패턴으로 구분하면서 다양성을 강조하는 분
석이 주를 이룬다(최옥금, 2011; 한경혜⋅손정연, 2012; 한경혜⋅최새은, 2013).
은퇴 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여성이 전통적인 은퇴보다는 점진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여성은 남성보다 이른 나이에
은퇴가 시작되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가교 일자리나 비취업 등으로 이동
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최옥금, 2011; 한경혜⋅손정연, 2012). 장지연

(2003)의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은퇴 과정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임시
직, 일용직으로 전환해서 근로를 연장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
혜⋅최새은(2013)은 여성 베이비부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성 내에서도 은퇴 과
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여성이 종사하고 있던 직종에 기인한다고 분석

8) 여성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취업상태에 있다가 점진적 은퇴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주된 일
자리로부터의 이른 퇴직이 바로 완전은퇴로 이어지는 경우, 이른 퇴직 후 긴 휴지기를 거
쳐서 중년기에 재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다 완전은퇴에 이르게 되는 경우 등의 다양한 형태
로 은퇴를 경험한다(한경혜⋅최새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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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자영업과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완전은퇴에서의 생존률이 높게
나타나고, 사무⋅기술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완전은퇴의 생존율이 가장 낮은 집단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은퇴자 유형화에 대한 연구들은 듀벌리 외(Duberley et al., 2014)의 연구, 에
버링헴 외(Everingham et al., 2007)의 연구, 심우정 외(2016)의 연구가 있다. 듀벌리
외(2014)는 퇴직 후 이전 직업과 관련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류와 변화를 추구
하는 부류로 여성 은퇴자를 구분한다. 변화를 추구하는 부류 중 일부는 여가활동
에 집중하고, 일부는 다른 분야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했다. 에버링헴 외(2007)의
연구에서 은퇴 여성은 은퇴 후 일하는 삶을 끝내고 전형적인 은퇴에 진입하는 부
류, 기존의 임금노동 시간을 줄이고 더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는 부류, 자신이 조
절할 수 있는 더 유연한 구조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부류로 나뉜다. 심우정 외

(2016)의 연구는 여성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퇴직 후 경험에 따라 일지향형, 자아
실현형, 의미추구형으로 분류한다. 일지향형과 자아실현형은 주된 일자리 퇴직 이
후 재취업을 희망하거나 재취업에 성공한 집단이지만 재취업의 동기에 있어서 전
자는 경제적 보상에, 후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직
업활동의 확보에 초점을 둔다. 의미추구형은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고, 은퇴를 휴식과 쉼의 기회로 간주한다.
여성의 은퇴 과정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자리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로 여성의 은퇴 과정을 파악하는
연구들은 여성의 은퇴경로를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은퇴경향을 설명하는데 기여
한다. 하지만 여성의 은퇴에서 중요한 변수인 가족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여성의 은퇴 과정을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성
의 근로 생애에서 가족은 경력을 단절하게 하거나 은퇴에 이르게 하는 주요한 요
인이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은퇴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일자리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관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2) 여성의 은퇴 경험
우리 사회에서 은퇴 여성은 가시화되지 않았고, 여성과 은퇴는 연관되지 않는
주제로 여겨졌다. 은퇴 연구에서 여성은 주로 은퇴자의 아내, 부부의 일방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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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었고 여성 은퇴당사자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부족하다(이호숙, 2016). 국내에
서는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여성 은퇴당사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9)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일하는 여성들도 가정 내 돌봄 역할과 가사노동 수행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는 은퇴 후에도 지속된다(김미혜, 2016; 김은정,

2012; 성미애⋅옥선화 2004; Price, 2002; Price, 2003; Price & Dean, 2009). 은퇴 후
일부 여성은 오히려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Calasanti, 1993), 은퇴 여성의 대
부분은 다른 가족 구성원, 특히 손자를 돌봐줄 것을 요청받는다(Duberley et al,

2014). 이러한 분석은 은퇴 자체는 여성들이 가족 내 돌봄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나타낸다.
여성의 은퇴 경험을 분석한 국내외 연구들은 주로 여성들의 은퇴 전 직업을 기
준으로 은퇴 후 경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해석한다(김은정, 2012; 성미애⋅옥선
화, 2004; 한경혜, 2008; Price, 2002; Price, 2003; Price & Dean, 2009; Sherry,

Tomlinson, Loe, Johnston & Feeney, 2017). 전문직과 비전문직 은퇴 여성을 비교한
프라이스(Price, 2002)의 연구에서 두 집단의 여성은 가족을 돌보는 것과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가족과 사용하는 시간의 양에서는 상
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은퇴 여성들은 일에 대한 정체성이 강
하기 때문에 주부 역할에 동일시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며, 가족을 돌보는 데 최소
한의 시간을 사용한다(Price & Dean, 2009). 또한 경제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유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은퇴 이후에도 가정주부 역할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
인다(Price, 2002). 전문직 은퇴 여성들은 은퇴 후에도 이전에 종사했던 직업과 관
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비전문직 여성에 비해 여가 활동과 지역봉사 활동
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Price, 2002; Price, 2003). 전문직 은퇴 여성은 특히 시
간을 조직화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크며, 일상생활을 구조화하는 것이 은퇴 후 생
활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Price, 2003). 이들은 직장생활을 할 때
처럼 일상 시간을 구조화하려 한다(Price, 2003; Sherry et al., 2017). 반면 비전문직
은퇴 여성의 일차적 정체성은 가족 역할과 관련되어 있으며(Price, 2002) 가족에 대
한 책임감으로 은퇴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에 대한 의무감은 은퇴 후 시간을 사용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은 은퇴 후에도 배우자와 확대가족을 돌보는 데
9) 여성 은퇴 관련 첫 연구는 여성 예비은퇴자를 대상으로 1998년에 행해진 연구이며, 여성
은퇴당사자에 대한 연구는 2004년에 처음 행해졌다(이호숙,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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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Cook, 1991), 가족과 관련된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려
고 한다(Price, 2002).
은퇴 여성의 경험은 주로 노년층 전문직 위주로 연구되어 왔고, 이러한 경향은
국내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문직 여성 은퇴자들은 은퇴 후에도 자신의 일과
를 은퇴 전과 유사한 형태로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2012). 교
직⋅공무원직 여성 은퇴자의 대부분은 자녀 지원활동보다는 직업생활과 연결되는
활동이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활동에 주력한다(성미애⋅옥선화, 2004). 은퇴
한 전문직 여성노인들은 가사노동을 본인의 책임으로 내면화하지만 직업에 종사
하던 당시에도 친정이나 시부모가 육아 및 가사를 지원해 주고, 가사노동 전담자
를 고용하는 등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자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남편에게 가사노동의 분담을 요구하지 않고(김은정, 2012), 가사노동을 귀찮아하거
나 가사노동 시간을 아깝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성미애⋅옥
선화, 2004).
김은정(2012)과 성미애⋅옥선화(2004)의 연구는 여성을 은퇴당사자로 규정한 국
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 은퇴자의 은퇴 후 생활을 연구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노년기에 은퇴를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장년 여성들의 은퇴 경험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10) 우리 사회
는 압축적 근대화 과정(장경섭, 2000)을 겪었기 때문에 은퇴에 대한 경험에서도 세
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고, 개인수준에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과정 역시 개별
세대마다 상이하게 구성되리라 여겨진다(차승은, 2012).
현재의 중장년층의 경우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기
반이 마련되는 시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한 세대로서, 은퇴가 당사자 및 주변 가족
구성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과거 여성 은퇴자들의 경험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내 논문들은 주로 전문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은퇴 경험을 분
석함으로써 여성 은퇴자 집단 내의 다양한 은퇴 경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년층과 다른 경험으로서 중고령층 여성의 은퇴 경험
10) 1960-70년대 후반은 취업한 직장주부가 있는 가정에서 가사일을 대체할 인력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김원, 2005) 일과 가족의 이중부담과 그에 따른 갈등이 아직 잠재되어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기혼 취업임금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취업 여
성의 경우 일과 가족 두 영역에서 담당해야 하는 역할의 이중부담이 본격화되고 이에 따
른 갈등이 문제가 되었다(강이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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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종에 따른 계급 분류를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절 용어 정의와 분석틀
1. 용어의 정의
1) 은퇴
은퇴(retirement)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
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유급 노동을 하지 않고 노동시
장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은퇴라고 봤다. 최근 은퇴 연구에서는 은퇴개념을
이처럼 한 시점에 결정된 사건이나 불가역적 사건으로 보는 것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 하에서는 은퇴 후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거나 모호한 이행패턴
을 보이는 경우는 해석하기 어렵고(Mutchler, Burr, Pienta & Massagli, 1997), 경제활
동은 중단하였지만 은퇴를 결정한 것이 아닐 경우 표명된 상태와 내재된 상태 간
의 불일치를 초래해 개념을 정의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박경하, 2011). 또한 최
근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과 일자리의 의미 자체가 변화하고 있고, 고령
화가 급속도로 지속되는 속에서 영구히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를 설정하
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은퇴개념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는 사건이나 상태
가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본다. 이는 적어도 2000년대
이후 은퇴 연구의(김예지, 2016; 이가옥⋅이지영, 2005; 장지연, 2003; 한경혜, 2008;
최옥금, 2011; Wang & Shultz, 2010) 주된 경향이다. 은퇴를 과정으로 보는 양적 연
구에서는 은퇴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교 일자리11)를 사용한다. 가교 일
자리의 종류에 따라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지 않고 같은 일자리에서 시간이
나 임금을 줄여서 일하다가 완전히 은퇴하는 형태를 단계적 은퇴(phased

retirement),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에 새로운 직장에서 전일제 근로나 파트
11) 가교 일자리란 부분 은퇴 과정에서 전일제 주 직장과 완전한 노동력의 중단까지를 이어주
는 일자리를 의미한다(여혜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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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형태로 시간이나 임금을 줄인 형태로 일하다가 은퇴하는 것은 부분 은퇴

(Partial retirement)라고 규정한다(현우영, 2016).
주된 일자리에서는 퇴직했지만 현재 가교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신을 은퇴한 상태로 여길 수도 있고, 혹은 은퇴한 상태가 아니라고 규정할 수도 있
다. 과정으로서의 은퇴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은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사용하는 가가 중요한 연구의 초점이 된다.
따라서 일자리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관적 정의를 포함하는 은퇴개념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과정으로서의 은퇴와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주관적 의미’로서
의 은퇴 둘 다로서 은퇴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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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t the career job)’은 주된 일자리를 그만 두는 사건 중심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퇴직의 정의를 통해 ‘회사를 그만 두고 물러나는’ 일반적인 ‘퇴사(quit

the job)’개념과는 구분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퇴직을 정의하는 주요 개념인 ‘주된 일자리’는 대부분의 국내 연구
들에서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박경숙, 2003; 방하남⋅신
인철, 2011; 신동균, 2009; 이현기, 2003). 연구자들은 응답자가 자신의 생애에서 가
장 오랜 기간 동안 일한 일자리로 정의하거나(최옥금, 2011; 한경혜⋅손정연,

2012),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나
수영⋅한경혜, 2016; 신동균, 2009; 이현기, 2003; 최문정, 2005). 하지만 주된 일자
리의 근속년수를 특정하게 규정하는 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은퇴 연구에 적합
하지 않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취업의 지속성이 낮고, 장기간의 안정적인 취업 상
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노동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최옥금, 2011; Szinovacz,

Chung, Mitsui & Davey, 2008).12)13) 주된 일자리를 단순히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
12) 55~64세를 대상으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을 조사한 결과 2018
년 5월 기준 남성은 19년 3개월, 여성은 11년 5.7개월로, 남성과 여성 취업자 사이의 차이
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18).
13) 연구참여자 중 이은옥(63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결혼과
양육으로 인해 5년 동안 경력을 단절하였으나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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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자리로 정의하는 것 또한 여성의 은퇴를 연구하기에 적합한 기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여성의 경우 결혼이나 양육을 계기로 청년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
우도 많기 때문에 은퇴기 여성의 경험을 분석하는 본 논문의 기준에는 적절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50세 근방에서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자리를 주된 일자
리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신의 노동생애에서 더 오랫동안 근무한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50세 근방에서 근무한 일자리가 은퇴 과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3) 계급
본 논문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이야기를 다르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계
급을 상정하고, 연구참여자의 직업에 따라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으로 나누어서 분
석한다. 이러한 분류는 홍두승의 계급 모형(1993)14)을 근간으로 한다. <표 1-2>는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에 속하는 직업을 홍두승의 계급 모형을 바탕으로 분류한 것
이다.
장에 참여하였다. 이은옥은 38년의 생애노동경력을 가지고 있으나,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직장의 근무년수는 고작 6년이다. 근속기간의 기준을 적용해서 주된 일자리를 정의하는
연구들에서는 주로 10년 이상 근무한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이은옥은 38년을 일하고도 주된 일자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은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은옥의 주요 직업경력은 다음과 같다. 20~21세: 삼촌 회사 경리, 21~26세: 공무
원⋅삼촌 회사 경리 병행, 26~27세: 삼촌 회사 경리, 27~30세: 사무직원, 30세: 결혼퇴직,
35~39세: 보험 영업 직원, 39~45세: 보험대리점 운영, 45세~51세: 보험 영업 직원, 51~56세:
식당 점원, 56세: 식품회사 생산직, 57~62세: 식품회사 생산직.
14) 홍두승(1993)은 계급구분의 기본적인 축으로 사회적 자원의 통제수준과 부문을 강조한다.
사회적 자원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자원을 포함하고, 소유정도와 통제수준에 따라
상⋅중⋅하 계급으로 구분된다. 한국경제는 조직, 자영업, 농업 부문으로 구분하고, 8개의
계급범주로 식별한다. 홍두승의 계급 모형은 표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표 1-1> 홍두승의 계급모형

부문간의 구분

사회적 자원의
통제수준

조직

상

중상계급

중
하

자영업

농업

신중간계급

구중간계급

독립자영농계급

근로계급

도시하류계급

농촌하류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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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간계급

직종

해당 직업

전문직

약사, 작가, 예술가, 언론인, 방송인, 종교인, 기타
전문직

관리직

군인(영관급 이상), 경찰(경정 이상), 기타 관리직

반(半)
전문기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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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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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
전문기술직
구중간계급

근로계급

동물병원 원장, 소규모 컴퓨터 조립회사 경영주

판매직

도⋅소매 상점주인(5인 미만 고용), 부동산 중개인

서비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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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

전화교환수, 집배원

판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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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직

음식점, 여관 등의 종업원, 이⋅미용실, 세탁소 종
업원

생산직

생산 감독(주임/반장), 공장 근로자(숙련공/기능
공), 공장 근로자(반숙련공), 공장 근로자(견습공/
비숙련공), 고용 운전사(자동차/중장비), 개인택시,
화물차 운전사, 기타 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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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 연구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직업은 매표원, 헤드헌터, 은행원, 어린이집
원장, 간호사, 대기업 직원, 주차요금 정산원, 군인, 물류회사 직원, 마트 계산원, 식
당 주인, 공무원, 매점직원, 조리보조원, 공장근로자, 교사이다. 이들을 홍두승의 계
급모형에 대비해보면 신중간계급, 구중간계급, 근로계급에 속한다.15) 연구참여자
15) 전인숙은 남편과 같이 식당을 운영하다 남편의 사망 후 혼자 식당을 운영하게 된 경우로
구중간계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인숙의 노동 이력이나 서사에서의 특징, 학
력 등은 중간계급의 연구참여자들보다는 노동계급에 속하는 연구참여자의 특징과 유사하
므로 노동계급에 포함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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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노동 이력과 서사, 인적 자본 등을 고려해볼 때, 신중간계급 집단과 구중간계
급에 속하는 연구참여자의 특징이 유사하게 나타났다.1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들을 구분하지 않고 중간계급으로 통합하여 칭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간계급 여성이 종사하는 직종을 ‘좋은 일자리’로 규정한다. 좋
은 일자리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개념17)으로, 노동자가 어
떤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가로 고용의 관심이 이동하면서 2000년대 이후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18)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좋은
일자리의 요건으로 임금, 고용안정성, 직업위세, 직무만족, 사회보장 등을 제시한
다(방하남⋅이상호, 2006; 송영남, 2011; 이성균, 2011; 최옥금, 2006). 본 논문에서
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참고하되 연구참여자들의 노동생애에서 나타난 특징들
을 감안하여 임금 수준, 직업의 사회적 위세, 고용안정성, 승진 가능성, 일-가족 양
립 프로그램을 좋은 일자리를 구성하는 요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분석틀
본 논문은 은퇴기 여성의 생애이야기19)를 통해 여성의 생애에서 일과 가족, 은
퇴가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분석한다.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족의 생애주
기에 영향을 받아서 진입과 진출이 이루어지거나, 때로는 가족 전략의 일부로서
행해졌다. 따라서 기혼 여성의 노동은 노동, 그 자체에만 국한되어 분석할 것이 아
니라 가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서 파악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은퇴도
16) 본 논문에서 구중간계급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는 자영전문기술직인 어린이집 원장뿐이다.
17)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논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좋은 일자리 외에도 ILO의 ‘괜찮은 일자
리(decent job)’, EU의 ‘일자리의 질(quality of job)’, OECD의 ‘더 나은 일자리(better job)’ 등
이 있다. 이 용어들은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을 강조하고자 사용하는 단어들이고, 각각의
용어 하에서 측정 시 사용하는 척도가 유사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굳이 이 단어들을 구분
해서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18) 일자리의 질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돌봄노동자, 중고령 근로자, 고졸 청년 등 대상에 따
라 세분화하여 연구되고 있으며, 각각의 대상에 따라 좋은 일자리의 구성 요건은 조금씩
차이를 나타낸다.
19) 생애이야기는 여성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표현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연구참여자
가 대상화되지 않고 서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김성례, 2002; 윤택림, 2010; 이재
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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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그 자체만이 아니라 노동생애의 종결 과정으로서 가족생애와 노동생애의 영
향 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여성의 은퇴를 연구하기 위해 장기간의 노동경력을 가진 50대에서 60
대 초반 여성들의 생애이야기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서사는 은퇴 과정이나 경험뿐
만 아니라 가족생애와 노동생애를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본 논문의 분석틀은 <그
림1>과 같다.
<그림1> 분석틀

연구참여자의 생애이야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사회적 변화와 개인적 요소, 젠
더/계급의 영향을 검토한다. 사회적 변화로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성역할 규범,
기대수명의 연장, 노동시장, 국가정책의 변화가 연구참여자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다. 개인적 요소로는 가족의 계급적 위치, 현재의 가족상황, 노동 이력에
대한 몰입정도,20) 개인의 건강의 차이에 따라 가족과 노동생애, 은퇴 과정과 은퇴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기존의 대부분의 은퇴 연구는 남성의 경험 위주로 연구되어졌고, 젠더 변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경험을 분석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여성은 ‘하나
20) 노동 이력에 대한 몰입정도는 노동경력에 공백이 있는지 혹은 안정적으로 경력을 유지하
는 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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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단으로 포착되어지고, 여성들 내부의 다양성은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들 개인이 젠더규범과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
여 패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연구들 하에서 여성들은
내부에 차이가 없는 집단으로 상정되거나 여성들 내부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개인
적인 요소의 영향으로 설명되어졌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넘어서서, 젠더/계
급의 교차가 여성의 생애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한다.

4절 연구 방법
1. 질적 연구의 설계
본 논문은 질적 연구로서 자료수집방법으로 심층면접법을 사용한다.
여성 노동과 은퇴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되
었다. 양적 연구는 탐구하려는 현상을 수치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하고 분석하
면서 전반적인 경향성을 보여주는 연구 방법으로(조용환, 1999: 20), 추세나 관련
성, 변화의 패턴 등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양적 연구는 개인들의 주관
적 생각이나 특정한 현상을 경험하는 과정, 개인의 경험과 인식에 관계된 다양한
맥락과 의미 등에 대해서는 탐구하기 어렵다(윤택림, 2013; Creswell, 2013[2015]).
또한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다양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연구참여자를 일반화하여, 이들의 주체적이고 개별적인 맥락을 삭제하거나
행위자성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김종률, 2013).
질적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견해와 관점을 묘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Yin,

2011[2013]). 질적 연구는 이슈를 탐색하거나 이슈에 대한 복합적이고 상세한 이해
가 필요한 경우와 기존 이론들이 문제의 복합성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 하는 경우
에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Creswell, 2013[2015]). 여성의 노동생애와
은퇴 경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인
식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분석되어야 하므로, 본 논문에는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일-가족 관계를 협상하면서 장기간 노동 이력을 지속해 온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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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성들의 관점에서 생애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은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제기와 면접을 현상학적인 문제의식 하에서 했다. 현
상학적 연구는 현상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며,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의 본질
과 그 구조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Patton, 1990, 김인숙, 2016: 134에
서 재인용). 현상학적 방법이 가지는 강점은 전통에 근거한 믿음과 이론을 출발점
으로 하는 학문의 접근방식을 거역하고, 습관적인 사유의 방식을 뒤집는 것이다

(장혜경, 2008). 따라서 ‘은퇴자 됨’이라는 현상의 본질구조를 탐구하는 것은 은퇴
당사자들에게 은퇴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의 구성요소는 무엇이
고, 은퇴자 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현상학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은퇴에 관한 담론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던 여성들이 은퇴를 어떻게 경험
하는지의 과정적 정보를 밝히고, 일과 은퇴가 어떤 방식으로 개념화되는 지를 연
구하고자하는 본 논문에 효과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은퇴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를 설계하고 면접을 진
행했지만 면접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서사분석 방법을 보완하고자 한다. 면접에
서 연구참여자들은 특정한 다른 방식의 서사, 즉 일부는 가족 중심, 일부는 직장생
활과 직업경력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의 각기 다른 서사가 어
떤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사분석 방법을 보충하였다.

2. 면접조사 과정
본 논문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계획서를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2018년 2월 12일자.

IRB No. 1802/001-008).
연구참여자 모집에는 편의표집법과 눈덩이표집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표본 추출은 적절성 원리를 고려해야 하는데,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생생
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알아내어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
다(Morse & Field, 1995, 장혜영, 2014: 18에서 재인용). 본 논문에서는 중고령 여성
의 은퇴 경험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관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대상들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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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참여자 모집은 크게 2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필자가
지인을 통해 적합한 대상을 소개받고, 이후 면접에 응해 준 참여자를 통해 다른 참
여자를 소개 받는 방법을 취했다.21) 둘째, 중고령 여성들의 취업과 관련된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대상을 추천받았다. 연구참여자 모집을 위해 필자
가 방문한 기관은 50플러스 센터, 구립 자원봉사센터,22)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여
성이 회원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거나,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알선과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참여
자 선정기준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하였다. 기관의 담당자들은 기관에 드나드는
내방자들의 상세한 직업이력이나 직장에서의 퇴직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체적인 연구참여자 소개에는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의 취지에 공감하
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일부 기관 담당자의 경우는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을 게
시판에 게시하도록 허락해주거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을 소개해 준 경우도
있었다.
지인이나 소개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경우, 중개인에게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23)을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연구참
여자가 이 문건을 통해 연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참여 여부를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질적 연구에서 면접의 초점은 경험에 대한 풍부한 서술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
것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대화와 협력에 의한 결과로 결정된다(장혜경, 2008;

157). 질적 연구의 주된 관심은 표본의 크기가 아니라 연구 주제에 대한 정보를 극
대화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며(김인숙, 2016), 적합한 표본의 크기는 연구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성 은퇴당사자를 질적 연구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심우정 외(2016)의 연구는 16명, 로레토와 빅커스태프(2012)의 연구는 31명, 쉐리
외(Sherry et al., 2017)의 연구는 17명의 연구참여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질
21)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참여자를 떠올렸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을 취하는 등 다른 연구참여자를 소개해 주는 것에 적극적이었다.
22) 일부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은퇴자를 대상으로 봉사단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특성화된 봉사단이 있는 센터를 우선적으로 방문하였다.
23)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에는 연구 과제명, 연구자에 대한 기본 정보, 연구 목적, 참여자 선
정조건, 참여 내용, 참여기간 및 장소, 참여방법 등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개괄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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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에는 연구 현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하는 ‘충분함’이란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Morse & Field, 1995, 장혜영, 2014: 18에서 재인용). 본 논문에서도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을 만큼 풍부한 자료를 얻었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수준에서 면접
조사를 중단하였고, 그 결과 총 20사례를 면접하였다.
본 논문을 위한 심층면접은 2018년 5월에서 8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면
접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승인받은 계획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을 시작하기 전 연구참여자와 함께 ‘연구참여자용 설명문’을 읽으면서 연
구 목적과 연구 과정, 연구참여자의 권리, 연구 자료와 개인정보의 관리 등의 내용
을 공유하고, 항목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가 각각
동의서에 서명하고, 동의서를 한 부씩 나눠 가졌다.
본 연구자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면
접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유연성있는 구조를 가지고 면접이 진행되며, 연구자
와 연구참여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질적 연구의 자료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김인숙, 2016, 216-217). 질문지의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생애 과정에 따라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이전, 퇴직 당시, 퇴직 이후의 시간 순으로 배열하였다.
면접 △시 사용한 반구조화된 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
여자의 퇴직 이전의 생활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주요 질문은 주된 일자리 퇴직 이
전의 노동 이력, 경력단절 여부, 양육과 가사노동 수행관련 등이다. 둘째, 연구참여
자의 퇴직 당시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주요 질문은 퇴직 시점의 상황, 퇴직을 결심
하게 된 이유, 퇴직 준비 등이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퇴직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주요 질문은 퇴직 후 주요 변화, 하루 일과와 시간 활용, 주요 활동,
자녀⋅남편과의 관계, 가사노동 수행 방법 등이다. 넷째, 은퇴와 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은퇴 상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 은퇴개념에 대한 정의와 의미, 일
의 의미 등을 물어 보았다.
면접 일정과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해서 결정했다. 대부분은
연구참여자의 집 근처 카페에서 이루어졌고, 일부는 집이나 근무 중인 사무실, 회
사 카페, 직업 훈련 중인 기관의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를 해야 하니 너무
시끄럽지 않은 장소였으면 한다는 요청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집으로 장소를
변경해 주거나 동네의 조용한 카페를 약속장소로 잡아 주기도 하고, 음악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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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울리는 카페에서는 스피커와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는 등 적극 협조해 주었다.
면접시간은 연구참여자에 따라서 한 회당 1시간 40분에서 4시간 50분까지 다양
하게 나타났다. 면접을 섭외할 때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안내하면 대부분의 연
구참여자들은 그렇게 길게 할 이야기가 없다고 했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보
면 평균 2시간은 거뜬히 채우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24)
대부분의 면접은 한 차례로 진행하였으나, 자신의 삶과 노동 이력에 대해서 많
은 이야기를 해 주는 ‘이야기꾼’25)인 경우 계획했던 시간보다 면접이 길어지면서
추가면접을 해야 했다. 추가 면접이 이루어진 경우는 홍정희, 장애숙, 한선희의 3
사례이다.
면접은 목적을 가진 상호적 대화이지만 질문하고 경청하는 기술 이상의 것으로,
질문자가 응답자의 세계 속에 들어가 그의 경험과 교류하면서 경험의 재구성을 돕
는 상호이해의 과정이다(김인숙, 2016).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일-가정을 양립하
면서 어린 자녀들을 키웠던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혹은 고생하면서 살
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몇몇 연구참여자는 인터뷰 자체가
자신의 인생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경험이었고, 은퇴나 노후에 대해서 깊이 생각
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말해주었다.
인터뷰는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였고, 녹음한 자료는 면접조사를
마친 후 녹취록으로 작성하였다.

3. 연구참여자의 특성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6개월 이상에서 5년 이내에
있는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의 기혼 여성으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이 가장 오래 근무
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연령은 47.1세(통계청, 2018)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하
는 여성의 퇴직연령은 50세26)인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이 스스로 은퇴했다고 여기는
24) 면접 내용 중 과거를 회상해야 하는 부분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연도나 자신의 나
이가 아니라 자녀들의 나이나 학년을 기준으로 이야기 했다.
25)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는 구술자를 ‘이야기꾼’이라고 칭한다(윤
택림⋅함한희, 2006: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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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대는 50대 이상이라고 추정된다. 선행 연구들에서 은퇴 과정이 시작되는 시기
로 50대 이상을 제시하고 있고(박경숙, 2003; 박경하, 2011; 신동균, 2009),27) 통계
청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구직사유의 은퇴항목을 55세 이상부터 질문한다는 것

(최옥금, 2011)을 통해서도 우리사회에서 은퇴에 직면하고 있고, 은퇴 후의 생애주
기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은 50대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고령기
여성의 은퇴 경험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연령
을 60대 초반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둘째, 퇴직 후 6개월 이상에서 5년 이내에 있는 여성을 선정한다. 은퇴적응 과정
에 대한 애칠리(1982)의 연구에서 은퇴자는 퇴직 직후 밀월단계를 겪는다고 나타
난다. 밀월단계에 있는 퇴직자의 경우 퇴직 후 정상적인 적응과정을 겪는다기 보
다는 일에 대한 압박감과 일정에 매인 일상에서 벗어났다는 자유로움을 주로 경험
한다. 본 논문에서는 밀월단계를 벗어나 퇴직으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퇴
직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은퇴자의 적응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 이후 경과 기간’이 주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퇴직 후 5년 이내28)
의 연구참여자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들은 비교적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로
퇴직을 과거의 지나간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 중인 사건으로 여기고 있으리라 추측
된다.
셋째, 배우자와 자녀가 현재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의 대상인 50대 이상 여성의 생애에서 대표적인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형태이고, 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여성의 생애주기는 여성의 경
26)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체감 퇴직연령’을 주제로 남녀 직장인 6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에서 남성들은 53.1세, 여성들은 49.9세 즈음에 회사생활을 그만둘 것 같다고 예상
했다(동아일보, 2017. 04. 17.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417/83894224/2).
27) 박경하(2011)와 신동균(2009)의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박경숙의 연구(2003)에서는 55세 이
상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28) 퇴직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직자의 경험은 변화한다. 연구참여자의 퇴직 후 기간을 5
년으로 제한한 것은 은퇴 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적응 변화 정도가 다른 시기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난 한희자⋅강은실의 연구(2001)와 새로운 구조를 준비하는 전환기가 평균 4
년에서 5년 정도라는 레빈슨의 발달시기 이론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은퇴당사자를 대상
으로 퇴직 후 생활에 대해 연구한 성미애(1999), 성미애⋅옥선화(2004) 연구의 연구설계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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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노동 단절과 은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고령
기 여성 은퇴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혼 여성을 연구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양한 노동 이력을 가진 참여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인 점은 연령
과 직종이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다양화를 꾀하고자 했으나 연구참여자 모집 과
정에서 교육수준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중개인들이 본 논
문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들을 소개할 때, 학력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라 종사하는 직종이 결정되기
때문에, 직종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교육수준을 대신하고자 한다. 직종에 있어서는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려 했고, 같은 직종인 경우에는 지위가
다른 참여자를 섭외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령 교직의 경우 평교사와 관리직에서
퇴직한 연구참여자를 각각 섭외했다. 연구참여자의 퇴직 전 주된 일자리는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군인, 판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자영업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연령에 있어서는 50대와 60대의 수를 균등하게 하려 했고, 50대 내에서는 초반과
후반 나이대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
연구참여자는 총 20명으로,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본 논문에 사용한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이며, 연구자의 개인정보
와 관련되는 학교명, 직장명 또한 모두 ○○와 같은 기호로 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학력은 노동시장 최초 진입 시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퇴 각 1명, 고졸 11명, (초)대졸 7명이다. 2015년 기준 50세 이상 여성의 평균 교
육년수가 8.9년인 것에 비교하면(주재선⋅송치선⋅배호중, 2017) 연구참여자들의
학력은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특성은 은
퇴를 연구하는 본 논문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것이라 여겨진다. 50세 이상 연령을
가진 여성 중 주된 일자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고, 스스로 은퇴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여기기 위해서는 비슷한 코호트의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했거나, 학력수준이 비교적 높은 여성들일 수밖에 없다.
노동계급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9사례로, 초등학교를 중퇴한 1명을 제외하
고는 모두 고졸 학력을 갖추고 있었다. 노동계급 연구참여자 중 지속적으로 취업
상태를 유지한 사례는 전인숙이 유일하다. 전인숙은 결혼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결혼과 동시에 무급가족종사원으로 남편의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으
므로, 이직의 형태로 취업이 지속된 경우라고 판단했다. 노동계급 연구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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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매표원, 주차요금 정산원, 물류회사 직원, 마트 계산원, 자영업자, 매점 직
원, 병원의 조리보조원, 공장 근로자로 일했고, 주된 일자리 경력은 6년에서 29년
이다. 생애노동경력이 19년에서 47년인데 비해 주된 일자리 경력이 짧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노동생애에서 이직이나 경력단절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권경아를 제외하고는 노동계급 연구참여자들의 퇴직당시 연령은 56세에서 62세
사이로, 여성의 평균 퇴직연령인 47.1세(통계청, 2018)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
났다. 퇴직형태는 중도 퇴직이 2/3, 무기계약직에서 정년퇴직한 경우가 1/3 정도이
다. 현재 노동계급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전일제 직업에 종사하거나, 직업을 가
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두 사례는 손자녀를 돌보고 있다.
중간계급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11사례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당시 고등학
교 중퇴에서 대졸 학력을 보유했으나 현재는 모두 대졸에서 대학원졸의 학력을 취
득했다. 이들의 퇴직 전 직업은 헤드헌터, 은행원, 어린이집 원장, 간호사, 대기업
직원, 군인, 공무원, 교사이다. 중간계급 연구참여자들 중 단절 없이 취업을 지속한
경우는 약 2/3에 해당하며, 특히 한 직장에서 꾸준히 직업경력을 이어온 경우도 5
사례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았던 김정원을 제외한 중간계급 연구참여자
들의 주된 일자리 근무경력은 14년에서 40년에 달했으며, 생애노동경력도 20년에
서 41년에 걸쳐져 있었다. 퇴직 형태는 정년퇴직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고, 중도
퇴직, 명예퇴직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계급 연구참여자들 중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3사례이지만,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경우 또한 1사례에 불과하다. 나
머지는 시간제로 근무하거나 시간활용이 자유로운 직업에 근무하고 있다.
<표 1-3>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나이
권경아

51

김정원

51

김희경

52

장경진

53

학력

주된
일자리

생애노동경력
퇴직
(주된일자
현재 상태
나이
리 경력)

매표원
23년(17년)
(공원)
대졸
헤드헌터
23년(5년)
(대학원졸) (업체근무)
고졸
은행원
31년(31년)
(대졸)
가정어린
대졸
20년(15년)
이집 원장
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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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9
51
50

자영업
프리랜서
면접강사
경제활동
의사 없음
창업준비 중

취업
지속
여부

퇴직
형태

×
×
○
×

명예
퇴직

1장 서론

나이

학력

주된
일자리

이선정

53

대졸

간호사

서유경

55

대졸
(대학원졸)

김수미

57

고졸

홍정희

57

대졸
(대학원졸)

군인

박명옥

59

고졸

심현주

59

고졸
(대졸)

이영미

60

고졸

전인숙

61

고졸

장애숙

61

고졸

정미화

62

고졸
(대졸)

유혜영

62

고졸

박민자

62

초중퇴

이은옥

63

고졸

최영순

63

한선희

64

백지영

65

고중퇴
(대졸)
대졸
(대학원졸)
대졸

건설회사
직원
(대기업)
주차요금
정산원

생애노동경력
취업
퇴직
퇴직
(주된일자
현재 상태 지속
나이
형태
리 경력)
여부
네트워크
○
26년(21년) 50
마케팅사업 (이직)
23년(14년)

52

사업

×

19년(12년)

56

판매원

×

30년(30년)

54

(기간제)
보건교사

물류회사
직원

30년(24년)

59

은행원

36년(36년)

56

직업교육
중
시간제 근무
(상담사)

○

(계급)
정년
퇴직

×
○

정년
퇴직
정년
퇴직

마트
계산원
자영업자
(식당)
매표원
(공원)

25년(8년)

56

검침원

×

37년(29년)

59

손자녀
돌봄

○
(이직)

24년(16년)

56

판매원

×

정년
퇴직

공무원

39년(39년)

61

시간제
근무
(공공기관)

○

정년
퇴직

매점 직원 21년(18년)

61

직업교육중

×

정년
퇴직

47년(8년)

60

손자녀
돌봄

×

38년(6년)

62

구직중

×

공무원

41년(36년)

61

교사

39년(37년)

62

교사

40년(40년)

63

조리보조
원(병원)
공장
근로자

경제활동
의사 없음
경제활동
의사 없음
시간제 근무
(방과후
학습지도)

○
○
○

정년
퇴직
정년
퇴직
정년
퇴직

* 학력은 노동시장 진입시의 학력을 기준으로 표기하였고, ( )를 이용해서 최종학력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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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이 삶을 살아 온 과정과 그것에 대한 구술은 50대와 60
대 여성들이 생애를 살아오는 동안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젠더관계와 가족 형태의
변화 속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생애를 이해하기 위해 50대와 60대 여성들
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시대적 변화와 젠더관계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장
에서는 3장에서 5장에 걸쳐 이루어질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이야기의 분석에 앞서
이들이 속했던 여성 집단의 전반적인 세대 경험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장의 1절은 한국사회의 주요 변화와 사건들을 젠더 관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여성들이 어떤 사회적인 배
경과 맥락 속에서 살아왔는지 검토한다. 2절은 여성이 가족적 삶을 수용하게 되는
배경과 기혼 여성의 가족 내 역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본다. 3절은 현재
중고령 여성들의 노동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의 여성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
화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1절 젠더 관계에 영향을 준 사회 변화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중고령 여성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후반에 출생하여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 대학에 진학하거
나 노동시장에 진출했으며,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에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
애 사건을 경험하였다.29) 이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시기에 태어나 1960년대 이
후 공업화 과정에서 빠른 속도의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한국사
회의 압축적 성장 과정을 함께 겪어왔다.30)
29)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되는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중고령 여성 중 일부는 베이비붐 세대
에 속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일반적으로 한국전쟁 직후 출생률이 급증한 시점인 1955년부
터 산아제한 정책이 도입되어 출산율이 감소되는 시점인 1963년까지의 9년 동안의 기간
동안 출생한 세대를 지칭한다(방하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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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1960년대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대규모 이촌 향도가 진행되고, 직계가족 위주의 가족유형 구성에서 핵가족
가구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다.31) 이들이 교육과정에 진입했던

1960년대 초반에서 1970년대 초반 초등학교 취학률은 100%에 근접하였으며, 대부
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혜택을 거쳐, 고교평준화 정책 이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이들은 1970년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일부
는 졸업정원제의 혜택을 받아 대학 진학 기회의 확대를 경험하였다.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 10대 중반과 20대 초반을 보냈던 1970년대는 제조
업 생산직 여성들의 생존권 투쟁, 결혼퇴직제 폐지 운동 등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담아내는 여성운동이 종교계와 학생들의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연결되면서 활발하
게 전개되었다(장미경, 2005). 이 시기 페미니즘 이론이 국내에 처음 소개되기 시
작하면서 1977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 여성학 강좌가 개설되었다.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 20대 여성으로서 초기 성인기를 경험하고 있던
1980년대 한국사회는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남성 1인의 임금만으로
도 생계가 충분한 중산층 가정이 생겨났고, 남편에게 의존하는 가정주부 집단이
형성되었다(강이수, 2006; 조혜정, 1988). 우리사회의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 하
에서 여성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었고, 여성의 노동은 가계보
조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여성의 가정주부화를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
에서 여성이 평생직업을 가지는 것은 장려되지 않았고, 여성들도 결혼이 직업경력
을 대체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한편 1980년대에는 여성들에게 생애노
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고학력 여성이 증가하면
서 교원 등의 전문직과 공무원 등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취업이 확대되고,32)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평등 정책이 등장했다.33)

30) 1960년 한국사회는 도시인구의 비중이 28.0%, 비농업취업자의 비중이 34.3%에 지나지 않
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으나 1985년에는 도시인구와 비농업취업자의 비중이 각각 65.4%,
72.2%로 증대하였다(여성의 취업실태조사, 1992).
31) 핵가족 가구는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와 미혼자녀가 부모 혹은 편부⋅편모와 같이 사는
가구를 포함하며, 직계가족 가구는 기혼자녀가 양친 또는 편친과 함께 사는 가구를 말한
다. 직계가족 가구의 비율은 1970년에 21.89%로 정점에 달했다가 1975년에는 14.70%로 급
락했다.
32) 1980년대 들어서 여성들의 취업에서의 분절도 다소 개선되었다. 1980년 20-24세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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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를 기점으로 여성운동은 기존의 민주화운동, 민중운동으로서의 성격에
서 페미니즘적 인식과 실천에 입각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화 투
쟁 이후 전반적인 사회민주화운동이 고양되면서 여성들의 정치의식도 높아졌다.
여성문제는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관행도 성차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고용불안정, 차별임금, 모성보호,
차별정년34) 등 일하는 여성의 문제와 성매매, 성폭력, 가사노동의 가치 문제 등이
활발하게 제기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이승희, 1991). 여성의 인권문
제, 성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각종 여성단체들이 설립되고,35) 여성의 차별 해소와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정책들이 제정되었다.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 30대와 40대 초반이던 IMF 외환 위기 이후 정년
제와 연공제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커졌고, 남성가장의 노
동시장 퇴출이 증가했다.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은 급격히 와해되었고 남편의
실직에 대비해야 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여성도 가족의 생계부양을 위해
나서게 되었다. 젊은 여성 세대들은 직업을 가질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던 것에서
직업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할 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강이수⋅신경아⋅박기남, 2015).36)
경제활동참가율은 53%였는데 이들이 25-29세가 되는 1985년에는 36%로 17%포인트가 하
락했다. 반면 1985년에 20-2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였는데 1990년에는 동일세
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3%로 12%포인트가 하락하면서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단속
성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어수봉, 1991).
33) 여성 취업 상위 15개 직종을 보면 1975년에는 농업종사자 및 농업경영자가 58.2%로 압도
적으로 많고, 사무직 종사자 3%(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무관련 종사자와 경리원⋅출납원
및 관련 종사자 포함), 전문 직종으로는 교원이 1.2%로 나타난다. 1990년에는 농업종사자
가 20.7%로 대폭 감소하고, 교원 4.5%, 사무직 종사자 13.4%, 의사 및 관련 종사자 1.9%
등 전문직의 비율도 높아지고 직종 분포도 다양해졌다(강이수, 2007).
34) 1983년 한국전력통신공사 전화교환원이었던 김영희는 22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43세에 정
년퇴직 조치를 받고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1989년에 남녀정년차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 승소하여 직장에 복귀했다(전경옥 외, 2006: 219).
35) 1980년대에는 여성평우회, 여성의 전화, 한국여성 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많은 여성
단체들이 창립되었는데, 이러한 단체들은 성차별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시키는 역할
을 하였다.
36) 1998년 기준으로 여성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20대 여성은 87.9%이고, 결
혼이나 자녀 양육과 상관없이 평생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20대 여성은
38.7%였으나(문유경⋅주재선, 2001), 2011년 기준으로는 각각 94.2%, 61.0%에 달한다(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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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여성단체와 여성운동은 정부의 여성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압력
단체로서의 역할과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무시할 수 없는 사회세
력으로 대두하게 되었다(권태환 외, 2005). 1990년대는 여성운동의 성과로 영유아
보육법, 여성발전기본법,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등이 제정되고, 가족법, 윤
락행위 등 방지법과 같은 기존 법률이 개정되는 등 고용과 가족 영역에서 많은 법
적⋅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 30대 후반과 40대이던 2000년대가 되면서 기존의
헌신적이고 희생하는 주부의 역할은 가정을 하나의 기업처럼 인식하고 자녀교육,
가계 수입, 재테크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관리하는 가정 CEO모델로 전
환되었다(박혜경, 2010).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은 어머니가 되어서 자신들이 살아왔던 환경보다는
더 성평등한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 현재 자녀들은 20대와 30대가 되었지
만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기 보다는, 학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들은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지
고 있다.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은 이전의 여성들에 비하면 교육수준이 괄목
할 만큼 향상되었고, 경제적인 능력도 증가하였다.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성공했
지만 남성중심적 노동시장 구조와 직장문화가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장생활
을 해 왔으며, 현재 은퇴 과정에 들어가 있거나 은퇴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불
안정한 고용계층을 형성하는 중심적인 집단으로, 일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으로 무기계약직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일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시행에 의해 정년이 연장되었다. 이들은 공적 영역에
서는 발전을 이루었고, 소수 성공한 여성들도 생겨났으나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
이 여전히 가족 내에서의 역할에서 자유롭지 않다.
<표 2-1> 50대 후반 60대 초반 여성의 생애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들
연 도
1961
1962
...

사 건
박정희 취임
가족계획 정책 시작,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수 외, 201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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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1968
1969
1970
1971
...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
1997
1998
...
2001
...
2007
2008
...
2016

사

건

국민교육헌장 발표
새마을 운동
중학교 입학 무시험제 전국 확대
고등학교 입학 무시험제 실시(서울, 부산)
UN 선포 세계 여성의 해
은행권 결혼퇴직제 폐지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개설
박정희 사망
광주 민주화 항쟁, 고등학교 입학 무시험제 확대
대학졸업정원제 실시
서울 아시안게임
6월 민주화 항쟁, 대통령 직선제, 여성단체연합 창립
서울 올림픽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가족법 제정
영유아보육법 제정
성폭력 특별법 제정
IMF 외환위기, 동성동본 금혼 폐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여성부 신설, 근로기준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국제 금융위기, 호주제 폐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절 기혼 여성의 가족적 삶
1. 근대적 주부 역할의 성립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인구의 대부분이 이농하면서 전통적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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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성 형태인 조부모와 부모, 자식을 중심으로 하는 3세대 확대가족의 비율은 감
소하였고, 부부 중심의 2세대 가족이 증가하였다.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은 어
린 시절에는 대가족 내에서 사회화 과정을 겪으며 성장하였지만, 결혼으로 독립적
인 가구를 형성하면서 대부분 핵가족을 꾸리게 되었다.37)
<표 2-2> 가구구성형태별 분포

1960
1970
1980
1990

1세대
가구
7.4
6.8
8.3
10.7

2세대
가구
63.9
70.0
68.5
66.3

3세대
가구
27.0
22.1
16.5
12.2

단독
가구
0.0
4.8
9.0

가구원
수
5.6
5.2
4.5
3.7

출처: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86. 1994.

1970년대 이후 남성가장의 실질임금이 상승함으로써 남성 1인의 임금만으로 생
계가 유지되는38) 중산층 가정이 등장하면서 전업 주부 집단이 형성되었다(강이수,

2006; 이혜정, 2012; 조혜정, 1988). 이로 인해 남편은 생계부양자, 아내는 가사와
육아 담당자로 규정하는 성별노동분업이 중산층 가족들 사이에 자리 잡았고,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었다.39)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능력과 경제력이 있는 남성과의 결혼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여 경제활동에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저소득층 미혼 여성들 또한 전업주부가 되고 싶은 욕구에서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전경옥 외, 2011). 여성 취
37)

<표 2-3> 합계출산율 추이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합계출산율
4.53
3.47
2.83
1.67
1.59
1.65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06.

(단위: 명)
2000
1.47

38) 1인 생계부양자는 ‘가족임금체계’의 확립과 밀접히 관련된다. 남성이 받는 임금으로 아내
와 자녀 부양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국가의 정책, 즉 세금, 여성 취업, 복지제도가 세워
지고, 남편이 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의 복지를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조혜정, 1988).
39) 1970년대 한국 신문의 가정란의 주요한 프레임은 ‘가정관리 프레임’으로, 가사노동을 담
당하고,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존재로서 여성을 부각시키는 틀 짓기가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었다(최이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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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혼 여성이 취업하는 것은 남편의 무능
력을 뜻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관행이 자리 잡게 되었고, 기혼 여성의 사회참여는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시부모 봉양을 기피하려는 이기적인 태도로
비판되었다(강이수 외, 2015; 김혜경, 2015). 여성들 또한 성별 분업이 가족의 이익
을 추구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고
가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여겼다(박민자, 1992;
백진아, 2007).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 성별화된 삶을 수용하게 된 이면에는 당시 교육의
영향이 컸다. 학교교육은 젠더 생산의 기제로 작동하였고, 교육의 내용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었다. 학교에서는 여학생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각종 예절 교
육이 이루어졌고,40) 신사임당의 강조를 통한 근대적 현모양처 만들기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되었다(김현미, 2000; 전희경, 2013). 1970년대와 1980년대 중⋅고
등학교의 교훈을 분석해 보면, 남자 중⋅고등학교는 남성다움과 관련이 있는 의리,
용기, 극기, 정의와 같은 단어들이 주로 사용되어 진취적이며 능동적인 속성을 강
조하고 있었고, 여자 중⋅고등학교는 순결, 인내, 봉사, 겸손 등 여성다움과 관련된
속성들이 강조되고 있었다(김재인 외, 2001). 성별에 따라 가정과 기술 과목을 나
누어 가르쳤고, 남학생에게는 군대식 제식수업을 훈련시키고, 여학생에게는 구급
법 및 간호교육을 가르치는 등 정규 교과목을 통해 성별분업이 재생산되었다(전희
경, 2013).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과 남성은 학력수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교육정도에 대한 기대수준을 다르게 가졌다.41) <표 2-5>를 보
40) 여학교에는 생활관을 두어 여학생 교육에 주력하였는데, 생활관의 설립목적은 가정교육
의 미비점 보완, 현대적 의미의 여성교육 실현, 생활인의 자질함양 등으로 여학생의 삶의
위치는 가정이라는 전제하에 미래의 주부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있
었다. 교육내용도 차 다루기, 제상 꾸미기, 손님 접대 등의 여성만의 생활예절로 구성되었
다(김재인 외, 200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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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아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계
1977 23.7
42.7
33.3
0.3 100.0 7.5
36.2
55.5
0.8 100.0
1982
2.9
33.8
55.1
8.2 100.0 0.2
11.5
70.7 17.6 100.0
출처: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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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들이 중학교 과정을 이수했던 1970년대에 여성의 취학률은 1970년 40.6%,

1975년 63.1%, 1980년 92.5%로 상승하였지만, 1985년 도서산간지역부터 시작된 중
학교 의무교육에 따라 1985년에 이르러서야 남녀 차이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성의 취학률은 1980년에야 56.2%로 과반수를 넘게 되었고,

1995년이 되어서야 남성과 거의 비슷해졌다.
<표 2-5> 취학률의 변화
초등학교

연도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1965

87.7

111.8

51.7

30.5

34.3

18.1

1970

101.1

100.2

61.1

40.6

34.2

21.6

1975

104.7

105.3

80.1

63.1

49.0

32.5

1980

102.1

103.7

97.5

92.5

70.3

56.2

1985

99.4

102.5

100.0

99.3

81.9

74.5

1990

99.5

100.1

98.6

98.2

90.5

83.8

1995

101.9

100.6

100.3

100.9

90.3

89.4

산식: 각급학교 취학률=(각급학교 학생수/각급학교 취학연령 인구)×100
출처: 김재인 외. 2001. p. 276 재인용.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 대학을 진학했던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
반에 여성의 대학진학율은 1975년 24.9%, 1980년 22.5%, 1985년 34.1%로 나타났다

(출처: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대학 내에서 소수로 존재했던 여학생들은 특정 계
열 및 학과군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주로 예술계, 사범계, 이학,42) 어문, 의⋅약학
계열에 몰려 있었다.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진학한 학과 중 사범 계열과 의⋅약학
계열은 졸업 후 구체적인 직업과 연결되었지만, 예술계, 어문학계, 가정학 관련 학
과들은 성차와 성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반영하는 분야들로 소위 여성에게
적합한 영역이었다(이혜정, 2012: 44-46). 즉 대졸 여성의 졸업장은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좋은 조건의 결혼을 하기 위한 자격으로서 더 유효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42) 이학 계열에 여학생 비율이 높은 것은 가정학 관련 학과들이 이 계열에 속해 있기 때문이
다. 가정학 관련 학과군의 여학생 비율은 1975년, 1980년, 1985년 각각 99.3%, 99.1%,
97.1%에 달한다(김재인 외, 2001: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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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대학의 계열 및 학과군 여학생 비율
년도

예술

사범

이학

어문

의⋅
약학

인문
과학

사회
과학

농림

공학

평균

1975

77.2

52.9

47.3

38.3

36.5

21.3

8.9

11.2

1.3

26.5

1980

76.3

47.5

45.1

34.2

31.7

21.4

7.7

10.2

1.2

22.5

1985

67.8

56.8

43.4

45.0

32.8

34.1

14.2

13.2

2.7

26.8

출처: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실제로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 대학을 졸업했던 1970년대 후반과 1980년
대는 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극히 낮았고, 취업은 결혼하기 전 사회적 경험을 쌓는
정도로 인식되어 여성의 일차적인 관심거리가 되지 못 하였다(이효재, 1989; 장하
진, 1993). 고학력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 자체도 제한되어 있어서, 교사 또는
기술 전문직 등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극소수 뽑는 중견
행원, 언론계, 연구보조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 시기에는 고졸 취업 여성이 가장
많았는데 이들 또한 사회적 경험이나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결혼 전까지 일
시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딸의 취업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
는 긍정적이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취업을 권유하지는 않았다(조옥라, 1985). 대
다수의 대졸 여성은 고졸 출신 여성과 마찬가지로 사무직, 비서직에 종사하였고,
고졸 출신 여직원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조옥라, 1985).43)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의 어머니 세대 여성들에게는 가족 및 친척들의 대소사
43) 50대 그룹 대졸 채용 현황을 보면, 1989년 당시 50대 그룹에 취업한 여성대졸자는 1,143명
에 불과하고, 50대 그룹 대졸 여성 취업률은 1.9%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연
구참여자 여성들이 대학을 졸업했던 1980년대에 고학력 대졸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직장
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7> 50대 그룹 대졸 채용 현황

4년제 대학
졸업자수
남
여
1989
107009
59836
1990
104627
61289
1996
107896
76316
출처: 노동부. 1997. 내부자료.
자료: 김태홍. 1997. 재인용.

50대 그룹
취업대졸자수
남
여
22913
1143
23696
1041
28914
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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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그룹
대졸 취업률
남
여
21.4
1.9
22.6
1.7
26.8
5.2

(단위: 명, %)
50대 그룹
여성비율
여
4.8
4.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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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관, 관리하는 친족일이 가장 큰 짐이었으나(윤택림, 2001) 1970년대 이후 결혼
한 기혼 여성은 핵가족 내에서 주부라는 신분으로 아내, 어머니, 며느리로서의 역
할들을 수행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가구는 외형적 측면에서는
핵가족화 되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확대가족이 공존하는 형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김혜경, 1991; 윤택림, 2001; 이재경, 2003). 분가한 핵가족도 부모와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대가족의 연계망 속에서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정서적, 경
제적 지원을 주고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김혜경, 1991; 윤택림, 2001). 기혼 여
성에게 정서적 친밀감의 대상은 친정 부모였지만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의 대상은
시부모였고, 실제 생활은 부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기혼 여성이 시부모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성공적인 결혼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고, 여성들은 결혼으로
며느리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시집의 대소사에 참여해야 하는 등 시집 식구들과
의 대가족적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이재경, 2003). 부계 가족 체계는 여전히
강력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물질적 부양은 아들, 특히 장남이 맡았고,44) 실질적
인 돌봄은 며느리의 몫으로 여겨졌다(문소정, 1995).
핵가족에서 기혼 여성의 가장 큰 역할은 자녀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어머니 역할
이라고 할 수 있다. 계층 상승과 기득권 체계로의 진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학력과 학벌이었으므로, 기혼 여성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자녀
의 성적과 대학 진학을 관리해야 했다(백진아, 2007; 조주은, 2002). 명문대 출신은
기업체뿐 아니라 사회 어느 분야에서나 선호되었고 혼인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놓
이게 되므로, 자녀의 명문대 진입은 가족사업화 경향을 띠게 되었고(조성숙, 1995),
기혼 여성들은 자녀교육을 어머니 노릇의 전부로 인식하게 되었다.

50대와 60대 초반 여성이 결혼을 하고 초기 양육을 수행했던 1980년대와 1990년
대 초반은 ‘회사인간’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취업자들에게 직장에 대한 전
적인 헌신을 요구했다. 중산층 전업주부는 남편이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가
사노동과 육아, 친족 일 등 가족 내의 모든 책임을 전담해야만 했다(이재경, 2003;
함인희, 1999). 공적인 생산영역에서 배제된 고학력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교육에
대한 헌신을 통해 자신의 전문적 교육에 대한 보상 상실의 대리 만족을 취했고(백
44) 노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태도(1983년)는 여성은 ‘큰 아들’ 23.7%, ‘아들 모두’ 21.9%, 남성
은 ‘큰 아들’ 24.5%, ‘아들 모두’ 23.7%로, 남⋅녀 모두 장남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당연
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통계연보,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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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아, 2009),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을 중심으로 조정하였다

(윤택림, 1996).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중산층 여성들은 모성역할을 보다 전문화함으로써 자기
성취의 기반으로 삼고자했고, 이 과정에서 중산층의 가족문화가 노동계급의 생활
양식 및 가족규범에도 문화적 지휘력을 가지게 되었다(최선영⋅장경섭, 2004). 노
동계급 가족에서는 부모세대의 낮은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세대에게 물려주
지 않겠다는 의지로 교육을 통한 자녀의 계층 상승을 위해 노력했다(강인순, 1990).
하지만 저소득의 노동계급에서 부인들은 가사에 대한 책임 이외에도 생계부양이
나 소득 증대를 위해 가사 책임의 일부로서 소득활동까지 요구받았기 때문에 실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와 몰입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김혜경, 1991; 백진아, 2009;
이재경, 2003; 조형, 1985). 저소득의 노동계급 여성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와는
별개로 경제적 자원이나 사회적 연결망 등의 부족으로 인해 중산층 전업주부만큼
집중적으로 자녀교육에 열성을 쏟지는 못 하였다(김혜경⋅신현옥, 1990; 백진아,

2009).

2.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사이에서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는
여성이 남성처럼 생애 대부분에 걸쳐 노동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여겨졌다. 특히
기혼 여성의 경우, 결혼이라는 생애 사건을 거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돌
보는 것을 전담했고, 이러한 각본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살아가는 여성들은 비가시
화되거나 일탈적인 존재로 여겨졌다(전희경, 2013).
공식화된 가족 담론에서 여성의 역할은 전업주부로 규정되었지만, 경제적 상황
이 바뀌거나 가정환경이 나빠지면 지금껏 고수해 오던 가치와는 무관하게 가족생
계에 대한 여성의 참여와 책임이 촉구되었다(백진아, 2007; 조혜정, 1988). 비경제
활동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1983년)에서 연구참여자들과 당시 유사한 연령대였
던 20세에서 35세 사이 여성의 취업 희망 이유는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와

‘생활비를 벌려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경제기획원, 1984). 남성가장의 1인 소득
만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자녀교육에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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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공동부담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이 기혼 여성으로 사회진출을 했던 1980년대에서 1990
년대 초반은 맞벌이를 원하는 남편들은 늘어났지만,45) 아내 취업에 대한 의식변화
는 매우 피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다수의 남성은 아내가 경제활동
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즉 여성이 가정 우선의 태도를
가지고 형편에 따라 직장생활을 할 것을 원했다(조혜정, 1988). 당시 남편들은 부
인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로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경
우는 극히 드물고, 가사나 육아로 자신이 불편하면 불평하는 등 부인이 슈퍼우먼
이 되기를 요구하는 이중적인 규범을 보이고 있었다(유희정, 1990). 이 시기 성별
분업의 각본 하에서 여성의 가사노동 담당과 남성의 생계노동 담당의 분업은 매우
공평한 것으로 간주되어(조형, 1992) 남편은 가사노동에서 면제되었다. 대부분의
가사노동, 특히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집안일은 거의 전부가 아내에 의해 행해졌
고, 집안일의 전반적인 관리는 아내가 전적으로 담당하였다(박민자, 1992).
여성의 일차적 역할은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것이라는
이데올로기 하에서 일하는 기혼 여성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생계 보조자로 여
겨졌다. 특히 경제 위기 이후 기혼 여성 노동력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력으로
활용되어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으로 상징되었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가사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진다
는 점에서는 같지만 서로 경쟁하면서 비교의 대상이 되어왔다(김영란 외, 1999; 이
재경, 2003). 이들 집단은 서로를 기준으로 평가받음으로 인해 두 집단 모두 부족
함을 느끼게 되는데, 전업주부는 사회적 고립감과 자아실현을 이루지 못하는 좌절
감을(윤택림, 2001), 취업주부는 가사일이나 어머니 역할에 소홀한 것에서 오는 죄
책감을 가지게 된다. 특히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는 저소득층 기혼 여성은 전업주
부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시간과 경제력,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자녀에게 미안
함을 가진다.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의 변화와 함께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여성들에게도 여성
취업은 보편화되었으나 이 세대 내에서 일하는 기혼 여성에 대한 편견은 완전히
45) 여성이 가정에만 전념하길 원하는 남성은 1988년 25.4%였으나, 1995년에는 19.6%로 줄어
들었고, 여성이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1988년 8.4%였으나,
1995년에는 16.8%로 증가했다(여성통계연보,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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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았고, 여성의 가족 내 돌봄 역할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3절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기혼 여성 노동의 성격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의 은퇴 경험을 연구하려면 실
제로 이들의 ‘노동생애’가 걸쳐있던 시기의 여성 노동시장의 상황과 이 집단의 노
동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50대에서 60대 초반인 연구참여자들은 1970
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반 사이에 노동시장에 진입했고,46) 1980년대와 1990년
대에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출산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노동시장
에 진입했던 1970년대부터 노동시장에서 퇴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까지의 여
성 노동시장의 상황과 기혼 여성의 일-가족 문제, 여성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노동시장의 양상, 일-가족의 양립
등에 있어서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이해는 연구참여자들의 일-가족 경험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 노동시장의 역사적 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한 선행 연구로는 김미숙(2006),
문은미(2014), 오화영⋅이해진(2003) 등의 연구가 있다. 김미숙(2006)은 정권별(박
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로, 문은미(2014)는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을 기준으로, 오화영⋅이해진(2003)은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라 여성 노동력의 변화
를 분석했다.47) 본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한 1970년대부터 10
년 단위로 여성 노동시장을 구분하여 각 시기의 특징을 설명하되, 기혼 여성 노동
46)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했으나, 박민자는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1960년대 중반에, 김정원은 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대 초반에 노동
시장에 진입하였다.
47) 김미숙(2006)은 여성 노동력의 성격 변화와 그 대응양식으로서의 노동정책을 해당 정권별
로, 즉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문은미
(2014)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기준으로 법률 제정 이전인 1987년 이전, 법률 제정 이후인
1988년- 2000년, 직장⋅가정양립과 관련한 4차 개정 이후인 2001년 이후로 나누어 일하는
여성의 지위 변화를 검토하였다. 오화영⋅이해진(2003)은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라 경공업
중심 제조업 시기인 1960년대 초반- 70년대 초반, 중화학 공업화 시기인 1970년대 초반80년대 초반, 세계 경제의 개방화 압력 시기인 1980년대 중반- 80년대 후반, 세계화와 경
제위기로 대표되는 1990년대, 세계화와 지식기반 사회인 2000년대 이후로 나누어서 분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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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양상이 변화하는 과
정은 우리 사회의 성역할이나 성별분업이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변화하
고 있는가를 반영하는 잣대가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기별로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주기가 구분되는 단위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1970년대에 미혼 여성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1980년대에 결혼
과 출산을 하며 기혼 여성이 되어 일-가족을 양립하였다. 1990년대에 일부 연구참
여자들은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하였고, 2000년대에는 중고령 여성
으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였다. 시기별 분석은 연구참여자들이 살아온 삶을 사회
구조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하고,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가족역할의 병행
등의 변화 속에서 취업 여성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1970년대 저연령 미혼 여성의 참여를 중심으로 구성
되었던 노동시장이 1980년대 이후부터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기혼 여성의 노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1990년대에는 기혼 여성의 노동 참여가 미혼
여성을 앞지르게 되었고, 2000년대에는 45세 이상의 중고령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증하게 되었다. 저연령⋅미혼 여성에 맞춰져 있던 노동시장 하에서 여성
은 결혼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로 인식되어 왔다. 기혼 여성이
여성 노동력의 주축이 되면서 여성의 생애취업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태도도 변화
하게 되었고, 임신, 출산, 양육 등 여성의 생애 사건을 고려한 노동환경에 대한 대
응 마련도 요구되어졌다.

1. 미혼 여성 위주의 여성 노동시장: 1970년대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 미혼 여성으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1970년대
는 산업화의 급격한 진전과 함께 산업구조와 여성의 취업구조에 많은 변화가 일어
난 시기였다. 여성 취업자들은 1970년 당시 1차 산업에 59.7%, 2차 산업에 14.7%,

3차 산업에 25.5%가 종사하고 있었는데, 1980년에는 각각의 산업에 46.5%, 21.9%,
31.5% 참여함으로써 농업을 포함하는 1차 산업 부문의 인구가 감소하고, 광공업
부문인 2차 산업으로의 유입이 크게 확대되었다(강이수⋅박기남, 1991). 특히 경공
업과 조립산업 중심의 수출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섬유, 신발, 전기⋅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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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에 미혼 여성들의 진입이 가속화되었다. 농촌에서의 이농과
도시화의 결과 저연령⋅저학력 여성 집단이 확보되었고,48) 이러한 미혼 여성 집단
은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원으로 기능했을 뿐 아니라 순응적인 노동력으로 여겨지
며 산업화 과정에 빠르게 흡수되었다(김미숙, 2006; 문은미, 2014; 오화영⋅이해진,

2003; 장하진 외, 2001). 저학력의 미혼 여성 집단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을 감수하면서 도시 지역에서 주요 노동력으로 활용되었고, 연소 노동력이 도시로
유출된 농촌지역에서는 기혼 여성 노동력이 주로 활용되었다. <표 2-8>은 1970년
대 지역별, 혼인상태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도시 지역은 미혼
여성 중심의 경제활동 참가가 높고 기혼 여성의 참여율이 저조함에 비해, 농촌 지
역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확연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8> 지역별⋅혼인상태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시 부

군 부

미 혼

기 혼

미 혼

기 혼

1975

53.8

23.0

58.9

57.5

1980

51.8

22.4

43.5

50.6

출처: 김선영 외. 1984. p. 69 재구성.

1970년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규모면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49) 여성
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가부장적인 전통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학
력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극히 제한되었다(전경옥 외, 2011).

48) 농가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15-19세, 20-24세의 저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 16%, 11%를 차지하였으나 1980년 7%, 9%로 감소했다. 반면 40
대, 50대, 60대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시기 각각 21%, 12%, 5%에서 30%,
20%, 8%로 증가하였다. 이는 연소 노동력이 도시의 제조업 노동력으로 유출되어 농업부
문으로 더 이상의 신규유입이 불가능해지자 중장년 여성들이 대체 노동력으로 투입되었
기 때문이다(오화영⋅이해진, 2003: 12).
49)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 39.3%, 1980년 42.8%로 상승했다(통계청,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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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여성 취업 상위 15개 직종(1975년)
직업(중분류)

1975년

직업(중분류)

1975년

농업 및 축산 종사자

50.2

요식숙박업 자영자

1.7

농업경영자

8.0

기타 사무 종사자

1.6

방적공, 편직공

5.7

경리원, 출납원

1.4

판매원, 점원

5.6

교원

1.2

의복 제조공, 재봉공

4.0

기타 생산 관련 종사자

1.2

도소매 자영자

3.6

음식료품 가공원

1.0

가정부 및 가사종사자

3.3

전기설비 전자공

0.8

조리사, 웨이터

2.9

15개 직종 여성 비율

92.2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1975.
출처: 강이수. 2007. p. 10 재구성.

1975년 여성 취업자 중 상위 15개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을 표기한 <표
2-9>를 보면 1차 산업인 농업 및 축산 관련 종사자가 58.2%로 가장 높고, 방적공⋅
편직공, 의복 제조공⋅재봉공 등 생산관련 종사자의 비율도 9.7%로 높게 나타난
다. 전문 직종으로는 교원이 유일한데 단지 1.2%에 불과하고, 기타 사무 종사자와
경리원⋅출납원 등 사무직 종사자 비율 또한 3.0%로 매우 낮다.50) 즉 1970년대 취
업 여성들은 대부분 농업 부문에 무급 가족종사자로 있거나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
고 있다. 또한 취업 상위 15개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92.2%에 달한다는 것
에서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혜정(2012)은 1970년대 대학을 다
닌 여성들의 취업률이 낮았던 것은 결혼을 우선시하는 젠더규범이 있었기 때문이
지만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미혼의 제조업 노동자에 집중되어 있어서 대
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되었던 탓도 크다고 분석한다.
이 시기 미혼 여성의 경우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경제적 독립이나 자아실현
을 위한 평생의 직업으로 여기기보다는 결혼하기 전 잠시 거쳐 가는 것 정도로 여
기는 인식이 팽배했다(강이수, 2007).51) 여성의 일차적 역할은 가정과 양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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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즉 중산층 이하 여성들의 경우는 여전히 기본적인 생계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영업이나 가사종사자, 농업종사자 등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
한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만 했다(김미숙, 2006; 전윤정, 2017).

1970년대는 여성의 일과 가족의 문제는 은폐되고 있었고, 일-가족 양립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은 아직 표면화되지 않고 있었다(강이수, 2007). 제조업에 취업한
여성들은 주로 어린 미혼 여성들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기혼 여성들은 확대가족을
이루어 생활했기 때문이다(김혜경, 2007). 도시의 기혼 여성들은 영세 자영업, 도⋅
소매상 등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거나, 가내부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서 일터
와 가정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주부와 노동자로서의 역할이 혼재되
어 행해지고 있었다. 소수인 전문직 중산층 여성들은 전일제 입주 가사 서비스 노
동자52)를 두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전담시킴으로써 일과 가족 관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갈등의 요소를 전가시키고 있었다(강이수, 2007).

1970년대는 여성을 노동자로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고(김
둘순, 2009; 오화영⋅이해진, 2003; 전윤정, 2017),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미혼으
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임신⋅출산⋅양육 등 여성의 가족 관련 요구에 대한 대응도
부재하다시피 했다(김둘순, 2009: 370). 일-가족 양립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휴가정
책과 탁아정책이 법으로는 명시되고 있었지만 임시적이고 특수한 형태로 존재했
다. 출산휴가정책은 오랫동안 사문화된 상태가 지속되었고,53) 보육정책은 저소득
층, 특수계층에 대한 아동 탁아 프로그램으로 국한되어 시행되었다(전윤정, 2017).
이 시기 여성들은 지속적인 노동경력을 이어오기 보다는 취업과 퇴직을 반복하면
51) 여공들은 좌절된 배움의 꿈과 상류층 여성처럼 전업주부가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박보희, 1977: 12-13, 전경옥 외(2011:
214-215)에서 재인용),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능력과 경제력 있는 남성과의 결혼을 이
상적으로 생각하여 경제활동에 나서는 것을 꺼렸다(전경옥 외, 2011).
52) 가사 서비스 종사자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식모’라 불리던 입주가정부가 보편적이었다.
1971년 한 조사에 의하면 주부가 직장을 갖고 있는 가정의 경우 75%가 가정부를 두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 지역에서는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전업주부가 있는 일
반 가정은 물론 취업한 기혼 여성 가정에도 가사일을 대체할 인력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강이수. 2009).
53) 근로기준법 제정(1953년) 당시 법제화되었던 산전⋅후 휴가는 60일이었다.

- 44 -

2장 여성의 일-가족 경험의 사회적 조건: 1970년대-현재

서 출산과 양육을 수행해야 했다. 일-가족을 양립하는 문제는 개별 여성과 가족에
게 부담이 전가되었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2. 기혼 여성 노동자의 약진: 1980년대
1970년대 이래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대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나,54)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 39.3%, 1980년 42.8%, 1990년 47.0%로 꾸준히 상
승했다(통계청, 각 년도).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것을 어수봉(1991)은 산업구조
의 변화로 설명하는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단순기능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노
동집약적 산업부문이 위축되고 정보산업화, 제조업의 소프트화가 진전된 덕분이라
고 분석한다.55) 장지연(1998)은 공급측면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출산율 저하, 만혼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고학력화, 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기인한다
고 분석한다.

1980년대는 50대에서 60대 초반 연구참여자 여성들이 기혼 여성으로서 경제활
동을 시작할 때였고, 이 시기 여성 노동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단순히 증가한 것이 아니라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미혼 여성을 앞지르게 되었다. 1980년에는 미혼 여
성 50.8%, 기혼 여성 40.0%이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에는 미혼 여성 45.6%,
기혼 여성 46.8%로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역전하게 되었다

(통계청, 각 년도).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를 기혼 여성이 주도해 왔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장지연, 1998; 황수경, 2003).56)
54)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 77.9%, 1980년 76.4%, 1990년 74.0%이다(통계청, 각년
도).
55) 농업 부문 종사자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제조업 부문 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는데,
산업별 취업자 분포는 1980년 1차 산업 46.5%, 2차 산업 21.9%, 3차 산업 31.6%에서 1990
년에는 각각 20.4%, 28.0%, 51.6%로 변화하였다(경제기획원, 각년도)
56) 1981년에는 20대 초반 이하 연령대의 여성이 전체 여성 노동력의 80%를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여성의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률이 상승함에 따라 취학연령대가 연장되면
서 1991년에는 20대 초반까지 연령대의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수준
으로 떨어졌다(황수경,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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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1980년대 여성 노동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취업자의 임금근로자화이다. 여성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의 비율
은 1980년 37.3%, 39.4%에서 1990년 24.6%, 56.6%로 변화하게 된다. 즉 여성 취업
자 중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절반
을 넘어서면서 취업 여성들이 점점 임금-고용 관계에 직접적으로 포괄되었다(강이
수 외, 2015). 둘째,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 취업자의 교육수준도 높아
졌다. 1980년에 여성 취업자 중 고졸 14.5%, 전문대졸 이상 2.5%에서 1990년에 고
졸 31.1%, 전문대졸 이상 8.2%로 증가했다(통계청, 각 년도). 여성 취업자의 교육수
준이 높아진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고등학교 진학률이 90%를 상회함에 따라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 노동력의 대부분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게 된
것에서 기인한다.57)

1980년대에도 여전히 기혼 여성의 취업은 가장이 가족임금을 벌지 못하는 저소
득 계층에서 일어나는 생계 보조적 행위로 여겨졌지만(배은경, 2009), 여성의 취업
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
다. 기혼 취업 여성은 일과 가족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영역에서 임시적이고 탄
력적인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1980년대 들면서 여성 취업자들이 점차 임
금노동자화되었고, 일과 가족 영역의 공간적, 실제적인 분리가 진행되었다. 특히
기혼 취업 여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사, 육아와 같은 가정 영역의 일과 직장 영역
의 일을 병행해야 하는 일-가족 갈등이 본격화되었다(강이수, 2007).

1980년대는 여성 노동이 양적으로 팽창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한 시
기이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평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평등정책도 서서
히 체계화되기 시작했다.58)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57) 1969년 중학교 입시 제도 폐지 후 중학교 진학률이 상승했는데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이
영향을 받은 세대이다. 이후 1973년에서 1980년 사이 단계적으로 진행된 고등학교 평준화
조치로 고교 진학률이 대폭 상승하였다(문혜진, 2010). 여성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1985년
88.2%, 1990년 95.0%, 1995년 98.4%로 거의 100%에 근접하게 되었다(문유경⋅주재선,
2001).
58) 여성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은 여성의식의 향상이라는 내
적요인에도 기인하지만 UN을 비롯한 국제적 영향으로부터 힘입은 바가 컸다(오화영⋅이
해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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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성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처
음부터 큰 효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지만 각종 차별 조치를 시정하기 위한 준거로
서의 의미는 매우 크다(강이수 외, 2015). 1980년대는 여성 취업에 대한 사회적인
담론에서의 변화도 나타났는데,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여성인력 활
용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부 대기업에서 전문대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
는 기혼 여성 고용제도가 도입되었고,59) 대졸 여성공채60)가 실시되는 등 고학력
여성들의 고용기회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3. 기혼 여성의 노동 참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시기: 1990년대
1990년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1.3%포인트 증가
하고 기혼 여성의 참가율은 1.9%포인트 증가하는 데에 그쳤지만, ‘여성 취업에 관
한 태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문유경⋅주재선, 2001). 여성이 가정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991년 21.1%에서 1998년 10.0%로 줄어
들었고, 결혼 전까지만 취업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1991년 20.2%에서 1998년

11.6%로 감소했다. 반면 가정과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은 1991년 13.7%에서 1998년 26.8%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61) 여성의 평생취
59) 1981년 대우그룹이 최초로 기혼 여성고용제를 도입하면서 ‘주부사원’이라는 용어가 확산
되었다. 당시 국내 첫 주부사원의 자격요건은 전문대졸 이상, 임금수준은 고졸 초임과 대
졸 초임의 중간, 고용형태는 2년 계약직이었다(전희경, 2012).
60) 한국 최초의 대졸 여직원 공개 채용은 1986년 대우그룹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여러 기업
으로 확산되었다(http://www.iansan.net/woman/highTalent/content/637.jsp?menuId=01054003).

<표 2-10> 여성 취업에 관한 태도

61)

1991
1998

전체
여
남
전체
여
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정에 결혼 전까지만 자녀성장 결혼 전과 가정과
만 전념
취업
후 취업 자녀성장 후 관계없이
21.1
20.2
22.4
22.5
13.7
17.0
17.8
23.9
24.6
16.7
25.7
22.9
20.9
20.2
10.3
10.0
11.6
14.5
26.4
26.8
8.5
10.3
14.0
27.6
30.4
11.6
13.1
15.0
25.2
23.1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9.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9.
출처: 여성통계연보. 2001. p. 28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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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두 배로 늘었다는 것은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로는 더
이상 가계 경제를 지탱할 수 없음을 실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여성도 자기 부
양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고양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성 노동력이 노동시장에서 머무르는 기간도 길어졌다. 여성 장기근속자의 비
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1991년에 5년 이상 근속한 여성은 18%에
불과했지만, 2001년에는 32%에 이른다. 여성의 평균근속년수 또한 1991년 3.0년에
서 2001년 4.1년으로 증가했다(황수경, 2003:181). 여성들의 근속년수가 늘어나고
노동시장에 장기 근속하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결혼이나 출산 이후에도 노동
시장에서 떠나지 않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으며, 연속적인 노동경험을 가지는 여성
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0년대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으로는 첫째, 고학력 여성 노동력의 공급이 증대
되었다. 여성의 대학 진학율은 1990년 30.8%에서 2000년 65.5%로 늘어났고, 여성
취업자 중 (초)대졸은 1990년 8.2%에서 2000년 18.4%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여성
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교원 등의 전문직과 공무원 등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한
여성들도 서서히 증가하였다. 여성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전문기술⋅행정
관리직과 사무직은 1990년에 각각 7.7%, 12.8%에서 2000년 14.0%, 14.7%로 증가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각 년도). 전문기술⋅행정관리직에서 여성 취업 인
구가 증대한 것은 저숙련⋅비경력직으로 특징지워지던 여성 노동시장에 새로운
전형이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여성 노동시장이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거치면서 양극화가 진행되었
다. 한편에서는 고학력 여성인력의 배출을 바탕으로 전문직 및 준전문직에 종사하
는 여성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판매서비스직이나 단
순노무직과 같은 저숙련⋅저임금의 여성 집중 직종이 늘고 있다. 특히 판매서비스
직에서의 여성 비중은 1990년 53.7%에서 2000년 60.7%로 여성화가 두드러지고 있
다(문유경⋅주재선, 2001).
셋째, 서비스직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서비스업이 확장되
면서,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여성 서비스직 종사자는 16.7%에서 38.4%로 급증
했다. 여성이 서비스직으로 집중된 것은 1990년대 여성의 취업 증대가 기혼 여성
을 중심으로 주도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제조업부문을 담당하던 미혼 여성 노
동력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단순기능직 여성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그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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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혼 여성 노동력이 대체하게 된 것이다(김둘순, 2009; 오화영⋅이해진, 2003).
유통규모의 확산에 기인한 서비스 산업의 팽창 또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강이수, 2007; 김미숙, 2006: 전희경, 2012). 기혼 여성 노
동력은 개인 서비스업과 같은 단순서비스 부문으로의 취업에 집중됨으로써 양적
으로는 확대되었지만,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 수반된 고숙련⋅고부가가치 노동과
같은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황수경, 2003).

1990년대는 연구참여자인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 중 일부는 경력을 단절하
고 노동시장에서 떠나있던 시기였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M자형을 나타내는
것은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 양육 등의 부담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일정 기
간이 지나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함을 의미한다.62) M자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들이 단지 출산과 양육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양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고, 여성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주로
종사한다는 점이 맞물린 결과이다(이재경⋅이은아⋅조주은, 2006).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 유형은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고학력은 L자형, 저학력은 M자형으
로 구분된다. 1990년대를 거쳐 오면서 M자형 곡선자체는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63)
이것은 노동시장에 고학력 여성이 증가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고학력 여성은
저학력 여성에 비해 더 좋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노동시장에 오래도록 남아있기
때문이다(김영옥, 2002; 장서영, 2008; 장지연, 2004; 조주은, 2009; 최효미, 2014).
경력단절 여성에게 주어지는 고용기회는 저숙련⋅저임금 직종으로 제한되어지
기 때문에 경력단절을 거치게 되는 여성은 이러한 직종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

(황수경, 2003: 204). 장서영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대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하향취업을 감수하기보다는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으며, 숙련도가
높은 전문직, 사무직 일자리에 종사했던 경우에만 재취업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
났다. 황수경(2003)은 여성 노동시장의 구조적 양극화는 기혼 여성이 경력단절을
62) 고학력 여성의 경우 L자형(L-shaped curve)을 이루고 있는데, 고학력 기혼 여성은 한번 노
동시장에서 퇴장하면 그 이후 재진입하지 못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됨을 보여준다
(김태홍, 2000; 민무숙, 2006).
63) M자형 곡선의 변화가 여성의 취업 연속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박경숙⋅김영혜, 2003; 박수미, 2002; 이순미, 2015). 박경숙⋅김영혜
(2003)는 M자형 곡선의 변화가 곧 여성 노동의 질적인 개선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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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른 생존자와 탈락자의 문제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
고 설명한다.

1990년 들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49.2%에서 2000년 51.2%로
완만하게 증가했지만(문유경⋅주재선, 2001), 임금근로자화의 진행은 가속화되
어64) 일-가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보다 보편적인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취업 여
성들은 전일제 임금근로를 행하면서도 가정내 돌봄 역할에 대한 책임도 부담해야
만 했다. 강고한 젠더구조 하에서 여성들은 확대가족적인 세대 관계를 양육지원책
으로 도입하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일-가족을 양립하였다(김혜경, 2007).

1980년대까지 여성 정책은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모성보호 관련
이나 여성 노동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을 입법화하였지만 형식적인 수준
에 머물러 있었다(김원정, 2018; 양현아, 2002; 오장미경, 2003). 1990년대는 취업
여성에 대한 정책이 더욱 본격화되면서 각종 여성관련 입법이 이루어졌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1994년 국가 공무원법 개정,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65)

1999년 2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여성의 평생평
등노동권을 위한 여성운동이 세력화되면서 결혼퇴직제, 여행원제, 성별분리호봉제
등 각종 성차별적 규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문은미(2014)는 1990년대의 법률 제⋅개정 및 여성관련 정책 시행으로 인해 여
성에 대한 직접차별에 대한 대응은 일정 정도 해소되었지만, 당시 법이 상정하는
내용으로는 간접차별, 비정규직 문제, 간접 고용 문제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
차별 상황에 대응하는 것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기혼 여성의 노동 참여율
이 증가하면서 결혼과 임신, 출산을 둘러싼 문제뿐 아니라 양육의 문제도 여성 노
동의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문은미, 2014). 하지만 국가는 정책을 입안만 했
을 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았고, 일-가족 양립 문제는
전적으로 가족의존성에 기초했다(전윤정, 2017).

64) 여성 임금근로자는 1990년 56.7%에서 2000년 60.8%로 증가했다(문유경⋅주재선, 2001).
65) 여성발전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
다.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
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잠정적 우대조치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4년 전부 개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었다(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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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고령 여성 노동자의 증가: 2000년대 이후-현재
IMF 외환위기 이후 정년제와 연공제에 따라 구조화되었던 노동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실직이나 해고가 일상화되었고, 평생직장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
다(이정희, 2017; 전희경, 2012).66)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고용불안정이 심화되
고, 비정규직으로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취업 후 오랜 기간 동안 노동을 하다가 정
해진 나이에 퇴직을 하는 안정된 생의 기획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노동
시장의 변화는 남성 1인 생계부양 규범의 위기를 가속화하였고, 기혼 여성의 경우
남편의 실직에 대비해야 할 경제적 필요성으로 더욱 취업을 열망하게 되었다(배은
경, 2009).

2000년대 이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눈에 띄는 것은 45세 이상 연령대의
중고령층 여성을 중심으로 한 증가이다.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하지만 그
럼에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기간이 늘어나고, 평생취업에 가까운 노동
생애를 유지하는 여성들도 많아졌다.
<표 2-11>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p)

전 체
2000
2010
2017

48.8
49.4
52.6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세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54세 59세 이상
12.6 61.2 55.9 48.8 59.3 63.8 64.9 55.3 51.3 30.2
8.5 53.5 69.8 54.6 55.9 65.9 65.6 61.3 53.3 26.9
10.1 55.4 75.0 63.8 59.7 63.7 71.0 67.7 60.9 3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출처: 한국의 성인지 통계. 2017. p. 226-227 재구성.

4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45-49세, 50-54세, 55-59세 구간에서
2000년 각각 64.9%, 55.3%, 51.3%에서 2017년 각각 71.0%, 67.7%, 60.9%로 가파른
상승률을 나타낸다. 이에 힘입어 여성 경제활동 참가자 중 45세 이상 참가자의 비
66) IMF 외환위기는 경제위기시 노동시장 밖으로 퇴출되는 여성 노동이동 행태의 온존, 다양
한 형태의 비정규직 증가, 여성내부의 양극화 등 여성고용구조의 불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김영옥,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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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2000년 33.3%에서 2017년 51.0%로 증가되었다(주재선⋅송치선⋅배호중,

2017).
2000년대 들어서는 여성 취업자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의 비중
이 증가하고 있으며, 직업별 구성에서67) 전문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이

2017년 현재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68) 전문가 관련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많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높아졌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전문 직종에서 여성의 비율이 늘어난 분야
는 전통적으로 지위가 높은 의사, 법률전문가, 과학자, 대학교수와 같은 구전문직
보다는 신종 전문직과 준전문직69)에 집중되어 있다(강이수⋅신경아, 2001; 박기남,

2007; 손승영, 2005).70) 전문가 관련 종사자의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의 경우에도
2000년에는 전문직 남성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전문직71) 여성의 임금은 66.5%
<표 2-12> 여성의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67)

(단위: 천명, %)

취업자

계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관리자 및 관련
종사자 종사자 종사자
종사자

2005 9,508 100.0 0.5 16.6 16.7
2010 9,992 100.0 0.5 20.4 17.9
2017 11,356 100.0 0.3 23.5 19.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출처: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18.5
16.3
16.8

16.7
15.5
13.9

농림어 기능원 장치
업
및 관련 기계조작 단순노무
숙련
기능 및 조립 종사자
종사자 종사자 종사자

8.0
5.9
3.9

3.9
3.3
2.9

3.8
3.3
3.5

15.4
16.8
15.8

p. 26 재구성.

68) 전문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이 증가한 것은 여성의 교육수준의 상승과도 관련된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2005년을 기점으로 남성보다 높아진 이후, 2018년 현재 72.7%로 남
성에 비해 7.4%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취업자의 고학력화도 꾸준히 진행되
어, 2000년 여성 취업자 중 대졸 비율은 19.2%에 불과했으나 2018년 현재 42.1%로 전체
여성 취업자 중 대졸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통계청 보도자료. 2018.07.02.).
69) 준전문직은 전문직의 요소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가 약한 집단으로 기존 전문직
에 비해서 상대적인 권한의 약하다. 대표적인 준전문인은 초중등학교 교사, 도서관 사서,
사회사업가, 간호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직무들은 여성의 점유 비율이 높아서 여성준전
문직으로 불리기도 한다(유홍준⋅정태인⋅김기헌, 2016: 240).
70) 전문가 관련 직종에서 여성 취업자의 증가는 오랜 기간의 훈련을 거치지 않고도 창의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투자상담사, 방송작가 등 신종 전문직 종사자
가 늘어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준전문직에 여성들이 집중되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강이수⋅신경아, 2001; 박기남, 2007; 손승영, 2005).
71) 전문직은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를 포함한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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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2016년에는 59.2%로 오히려 더 낮아졌다. 이러한 수치는 2016년 전체 직종
에서의 남녀 임금비의 평균인 63.4%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전문직 내의 남녀 임
금격차는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주재선 외, 2017). 박기남(2007)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신종전문직이나 준전문직의 경우 구전문직에 비
해 계약직이나 임시직 등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데, 여성 비정규직 비율
이 높은 것은 전문직 내 남녀 임금격차를 크게 하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2016년
현재 전문직 내의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 31.7%, 남성 16.9%로 여성의 고용 불안정
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주재선 외, 2017).

2000년대 여성 취업자의 증가는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일자리 증가와 관련되
어진다.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여성 취업자 증가분의 43%에 해당하는 38만 6천
명이 보건 및 사회복지업 분야에 취업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산업별 취업자 상위

10개 업종을 나타낸 <표 2-13>를 보면 2013년에는 보건복지업이 전체 여성 취업자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0%였으나 2018년에는 14.4%로 증대되었다. 같은 기간 동
안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취업했던 도⋅소매업에서 여성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4.9%로 줄어들었다(정성미, 2018).
<표 2-13> 여성 산업별 취업자 상위 10개 업종
규모
도소매업
보건복지
숙박음식
제조업
교육서비스
협회개인서비스
사업서비스
농림어업
금융보험
공공행정

2013
1,664
1,263
1,282
1,265
1,174
627
539
661
449
357

격차
2018
1,710
1,649
1,421
1,310
1,250
631
556
547
455
439

2013~2018
46
386
139
45
76
4
16
-114
6
83

비중
2013
15.8
12.0
12.2
12.0
11.1
6.0
5.1
6.3
4.3
3.4

주: 10차 산업분류 기준임. 상위 10개 업종은 2018년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출처: 정성미. 2018. p. 92 재구성

- 53 -

2018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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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비정규직화는 1990년대 말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다(강이수, 2011; 김미숙, 2006; 김영옥, 2007; 김원정, 2018; 이정희, 2017). 임금노
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이 2003년 27.6%에서 2017년 26.3%로 다소 감소한데
비해, 같은 기간 여성은 39.6%에서 41.2%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비중
면에서 여성이 훨씬 높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8). 연령대별 비정규직 구성비를
보면 40세 이상 중고령 여성층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이 높게 나
타난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8).72) 혼인상태별 비정규직 구성비를 보면 2018년
현재 미혼 여성 비정규직의 비중은 40.9%이고, 기혼 여성 비정규직의 비중은

54.9%에 이른다(김유선, 2018:12). 기혼 남성 집단과 미혼 남성 집단의 비정규직 비
중은 각각 30.2%, 40.3%로, 성별⋅혼인상태별 비정규직 비중을 교차시켜 볼 때 기
혼 여성 집단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기혼 여성 집
단의 고용이 가장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73)
강이수(2007)의 분석에 따르면 취업 여성의 일과 가족 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취업 여성의 임금노동자화 정도이다. 여성들이 강한 취업 의
사를 가지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일-가족 갈등 문제는 더욱 첨예해졌는데, 여
성의 임금노동자화가 뚜렷해짐에 따라 일과 가정의 분리는 더욱 심화되었다(강이
수, 2007).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여성은 노동시장 영역으로 진입했
지만 남성의 가정 내 영역으로의 진입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행해지고 있다

(이순미, 2013; Hochschild, 1989[2001]). 대부분의 기혼 취업 여성들은 직장에서 퇴
근 후 가정에서의 제2의 근무(Hochschild, 1989[2001])로 일과 가족을 힘들게 양립
하고 있지만, 남성의 가사와 돌봄노동에 대한 역할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자각
에서이다. 여성들은 가정 내 돌봄노동을 외주화, 간소화하거나 친족자원에 의존함

72)

<표 2-14> 연령대별 비정규직 근로자 구성비(2017년)
(단위: %)

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여성
100.0
2.8
17.0
14.5
2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7. 8.

50~59세 60세 이상
22.7
21.8

73) 비정규직의 고착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태의존성’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거의 두 배 가까
이 높게 나타나고,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육아 및 학령기 자
녀를 둔 기혼 여성에게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김우영⋅권현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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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김혜경, 2010; 박기남, 2007;
손승영, 2005; 이재경⋅이은아⋅조주은, 2006). 결국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변화시
키려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고 이루어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여성의 이중부담
으로 귀결되었고, 성역할 인식의 변화나 가족 내에서의 평등에도 기여하지 못 하
였다.

2000년대는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
이 취해졌다. 정부는 여성부를 설치했고(2001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에 관한 법률(2007년)74),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008년), 아이돌봄 지
원법(2012년)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취업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특히 2001년 8월 ‘모성보호 관련 3법’으
로 일컬어졌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 근로기준
법 제정(1953년) 당시 법제화되었던 산전⋅후 휴가는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었고,
휴가 급여가 신설되어 늘어난 30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무
급휴직이었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고, 유
산⋅사산휴가 제도도 신설되어 기혼 취업 여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해졌다(노
동부, 2005). 하지만 일-가족 양립과 관련하여 국가가 여성들의 이중 부담을 줄이
려는 제도적 노력들은 결국 여성 노동자만의 지원 정책으로 제한됨으로써 여성의
양육자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행해지고 있다(김원정, 2018; 백경흔,

2015).
산업화 초기의 여성 노동시장은 저숙련⋅저임금⋅미혼 노동으로 특징지워졌으
나, 고학력 여성이 증가하고 여성의 취업 의식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
제적 보상과 승진체계가 있는 안정된 직장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여성의 평생노동에 대한 열망도 높아져서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
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은퇴에 직면하거나 은퇴한 여성들의 숫자도 늘어났다.75)
하지만 여전히 성별화된 노동시장 하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취업의
74)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
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하며(제2조 제1호), 이 법
은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
로 이루어져 있다.
75) 중고령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대되면서 50대 여성 취업자는 약 264만명, 60대 여성
취업자는 약 192만명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17).

- 55 -

은퇴기 여성의 일-가족 생애이야기와 ‘은퇴’의 의미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고용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은 공식적인 은퇴를 논할 수 없는 상황이다.

4절 일-가족 생애의 유형들
남성은 가족의 생계부양자로 간주되어져서 대부분의 남성은 ‘고용 준비기 – 중
단 없는 고용기 - 최종적 은퇴기’로 이루어진 직선적인 노동생애를 살고 있다(최선
영⋅장경섭, 2012). 반면 여성의 노동생애는 일과 가족의 상호작용 속에서 매우 다
양하게 나타난다. 즉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들과 참여하지 않는 여
성들의 양 축이 있고, 그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퇴장하는
여성들이 있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서의 특징은 경력단절이 잦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학력과 같은 인
적자본보다는 생애주기와 관련한 사건인 결혼, 출산, 육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분석된다(박경숙⋅김영혜, 2003; 박수미, 2002; 최수정⋅정철영, 2010).
여성의 노동 참여는 남성과는 달리 집단 간의 이질성이 크고 이러한 이질성이
생애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드러나기 때문에 과정(process)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김혜연, 2010b; 최선영⋅장경섭, 2012). 여성의 생애노동 이력을 분석한 선행연구
들은 생애노동 이력을 유형화하고 각 집단의 특징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춘다. <표

2-15>는 여성들의 생애노동 이력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에 나타나는 유형을 재분류
한 것이다.
<표 2-15> 국내 선행 연구 중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애노동 이력 유형 분류

은기수⋅
박수미
(2002)

유 형 분 류
결혼/출산 후 결혼/출산 후
노동시장
노동시장
참여
퇴장

노동시장
참여 경험
없음

노동시장에
지속적 참여

M자형

연속취업형
(32.5%)

불연속
취업형
(12.5%)

결혼 후
퇴장형
(23.3%)

비경제활동형
(31.7%)

32.5%

12.5%

23.3%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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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분 류
결혼/출산 후 결혼/출산 후
노동시장
노동시장
참여
퇴장

노동시장
참여 경험
없음

노동시장에
지속적 참여

M자형

일⋅가족
역할 중복형
(13.7%)

M자형
(18.6%)
잠재 M형
(25.9%)

양육 이후
입직형
(23.5%)

가족 중심형
(17.3%)

13.7%

44.5%

23.5%

17.3%

노동시장
참여 지속형
(2.0%)

조기노동시장
진입형
(3.6%)
양육 후
노동시장
진입형
(7.2%)
가사-시장노동
병행형
(22.4%)
노동시장 진입
후 재퇴장형
(6.2%)

출산 후
노동시장
퇴장형
(13.1%)

가사노동
지속형
(45.4%)

2.0%

39.4%

13.1%

45.4%

최수정⋅
정철영
(2010)

전일근로
집중형
(11.9%)
경력전환형
(4.4%)
경력개발형
(4.0%)

조기
가족구성형
(13.7%)
늦은
가족구성형
(20.2%)
생계형
경력복귀형
(16.4%)
간헐적
경력공백형
(10.2%)

결혼 후 퇴장형
(14.6%)

전통적
가사형
(4.4%)

20.3%

60.5%

14.6%

4.4%

이순미
(2014)

정규직
임금근로형
(11.3%)
자영업 전환형
(3.1%)

경력단절 후
상향형
(10.1%)
경력단절 후
하향형

정규임금근로
→ 실직
(5.3%)
하향이동 →
실직

박경숙⋅
김영혜
(2003)

김혜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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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지속적 참여
하위직 순환형
(7.4%)
상승이동형
(0.5%)
하향이동형
(7.6%)
29.9%
김이선⋅
일-가정양립형
박경숙
(15.9%)
(2019)
15.9%

M자형

유 형 분 류
결혼/출산 후 결혼/출산 후
노동시장
노동시장
참여
퇴장

(16.9%)

(2.6%)

27.0%

7.9%

노동시장
참여 경험
없음

35.2%

M자형
(35.2%)
잠재M형
(17.1%)

가족형성 후
입직형
(23.9%)

가족중심형
(7.8%)

52.3%

23.9%

7.8%

연구자에 따라 여성의 생애노동 이력은 4가지에서 10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표 2-15>에서는 기혼 여성을76) 대상으로 한 생애노동 이력을 결혼과 출산을 기점
으로 하여 ‘노동시장에 지속적 참여’, ‘M자형’, ‘결혼/출산 후 노동시장 참여’, ‘결
혼/출산 후 노동시장 퇴장’, ‘노동시장 참여 경험 없음’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여성의 생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과 특정 유형이 발생하는 빈도는 연구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의 생애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노동 이력
의 유형은 은기수⋅박수미(2002)의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이었지만, 박경숙⋅김영혜(2003), 최수정⋅정철영(2010), 김이선⋅박경숙(2019)
의 연구에서는 M자형 유형, 김혜연(2010a), 이순미(2014)의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참여 경험이 없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각 연구마다 사용하는 자료
와 분석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기수⋅박수미(2002)와 박경숙⋅김영
혜(2003)는 같은 자료를 이용했음에도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자의 연
구는 40세 이상 여성, 후자의 연구는 1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에서 기
인한다(이순미, 2014). 선행 연구들에서 기혼 여성의 대표적인 노동 이력 유형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패턴이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76) 여성의 생애노동 이력을 분류한 유형 중 미혼 여성을 구분한 범주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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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여성의 생애노동 이력의 시기적 경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은기수⋅박수미

(2002)의 연구와 박경숙⋅김영혜(2003)의 연구에서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노동시
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의 비중은 줄어들고, M자형 유형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은 1990년대 초반 들어 다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유형에 속하는 여성 집단의 구성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즉,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이 1980년대까지 감소한 것은
취업연속적인 농업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감소했기 때문이고, 1990년대 들어서
소폭 증가한 것은 전문직이나 공무원 직종에서 일⋅가족 역할을 병행하는 여성들
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박경숙⋅김영혜, 2003). 경력을 단절한 후 다시 취업한 M자
형이 증가한 것 또한 여성의 직업구성의 변화와 관련되는 데, 비농림직이 증대되
면서 오히려 불연속 취업에 종사하게 되는 여성들이 증가한 탓이다(은기수⋅박수
미, 2002). 김혜연(2010a)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출산 후에 노동시장을 퇴장하는
유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는 과거 여성들의 경우 결혼이나 출산 전
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서, 최근에는 노동시
장에 진입한 후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 사건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많아졌기 때문
이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코호트’에서 출산 후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여성과
노동시장의 경험이 없는 여성 집단의 비중이 ‘60년대 이전 코호트’에서의 비중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데, 이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이 곧 노
동시장 참여의 지속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이
선⋅박경숙(2019)의 연구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결혼한 코호트의 가장 일
반적인 생애유형은 M형이었으나,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성 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최근 코호트에 속
하는 여성의 삶도 노동시장 지속형이 아니라 M자형의 생애로 전개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분석한다.
본 논문은 비교적 장기간 노동시장에 종사하고 은퇴기에 도래한 50대에서 60대
초반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성의 생애노동 이력을 분석한 연구 중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와 유사한 연령대 여성의 노동 이력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박경
숙⋅김영혜(2003)의 연구와 김이선⋅박경숙(2019)의 연구에서 1980년대와 1990년
대에 결혼한 코호트 여성의 가장 일반적인 생애유형은 M자형이다. 박경숙⋅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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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2003)의 연구에서는 1980년대 코호트 중 28.4%, 1990년대 코호트 중 46.4%가,
김이선⋅박경숙(2019)의 연구에서는 각각 47.8%, 61.5%가 결혼 후 경력단절을 겪
은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여성은 박경숙⋅김영혜

(2003)의 연구에서는 1980년대 코호트, 1990년대 코호트에서 각각 8.4%, 12.7%로,
김이선⋅박경숙(2019)의 연구에서는 각각 4.6%, 6.5%로 나타났다. 김혜연(2010a)의
연구에서 ‘첫 출산년도’가 1980년 이후인 코호트 여성은 출산 후 노동시장 퇴장형

(29.2%), 노동시장 참여 경험 없음(26.7%)이 대표적인 생애유형으로 나타나고, M자
형은 9.1%,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유형은 4.6%에 불과하다. 은기수⋅박수
미(2002)의 연구에서 연구 당시 ‘40대 집단’은 결혼 후 퇴장형이 31.2%로 가장 많
이 나타나고,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유형은 27.6%, M자형은 18.7%로 나타
난다.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와 비슷한 연
령대 여성들의 생애유형은 결혼⋅출산 후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거나, 퇴장 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 M자형이 가장 일반적이고,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노동생애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집단의 유형은 선행연구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특정 유형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단
순한 형태가 아니라 여러 유형의 집단들의 비중이 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다. 즉, 여성의 노동과정은 최근 출생 코호트에 속한 여성 집단에서 보다 이질적이
고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김혜연, 2010a). 하지만 최
근 코호트로 올수록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당연한 경험이 됨에도 불구
하고, 여성의 노동경력단절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성의 생애 경험을 분석
한 최근 연구인 김이선⋅박경숙(2019)의 연구에서도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는 여성의 비중은 1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과 가족 역할이
여전히 성차별적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으로(김이선⋅박경숙, 2019), 여
성을 주부로 간주하는 젠더 규범이 가족과 노동시장에서 작동하는 탓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이순미, 2014).
여성의 생애유형은 계층에 따라 선택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지속적으로 노
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으며, 남편의 소득⋅학력⋅직
업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다(임이란, 2006; 은기수⋅박수미, 2002; 최수정⋅정철영,

2010). 남편의 학력⋅직업적 지위가 높아서 남성가장이 혼자서 가족을 부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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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만큼 가구소득이 높은 계층에 한해서 여성은 전업주부의 삶을 사는 것이 가
능하다(김이선⋅박경숙, 2019; 김혜연, 2010; 임이란, 2006).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으면 여성이 직업경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에서 대부분 일치
되고 있으나, 배우자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여성의 경력발달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최수정⋅정철영, 2010). 최근에는 남편
의 직업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도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연구
된다(임이란, 2006).
고학력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
력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유형에 차이를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된다. 하
지만 여성 내부의 차이를 학력으로 나누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학력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취업한 고학력 여성들 중에서도 일부만이
경력을 지속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의 내부 차이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은
학력보다는 직업 지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이순미, 2014). 여성이 어떤 유형의
생애노동 이력을 영위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출산시의
직종’이다(김혜연, 2010a).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은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구매력이나 가족지원의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한 여성들은 경력단절로
생애유형이 전환된다(박경숙⋅김영혜, 2003). 기혼 여성 내부의 차이는 최근 코호
트로 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데, 최근 코호트에서는 정규직 임금근로를 지속
한 경우에 한해서 취업을 지속하고 대부분은 경력단절 후 하향재취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순미. 2014). 즉, ‘고학력-전문직’과 ‘저학력-사무⋅서비스(경력단절 전),
생산(경력단절 후)’의 이분된 구조가 더욱 견고해지는 경향을 보인다(최수정⋅정
철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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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기혼 여성은 주부이자 노동자로서의 다중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 장에서
는 노동경력을 가진 기혼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경험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당시의 시대적 조건과 젠더 관계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생애노
동 이력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연구참여자들이 노동시장에 진
입했던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중반 당시 여성의 노동 참여에 대한 기대는 결
혼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미혼 여성의 노동력은 동원하되
기혼이 되면 노동을 중단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간주했다. 이에 1절에서
는 연구참여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과 특징을 알아보고, 결혼을 기점으로 일자
리를 지속하는 여성과 단절하는 여성의 차이를 알아본다. 일자리를 지속한 여성들
은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을 탐색하고, 경력단절을 한 여성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경력복귀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핀다. 2절에서는 일하는 여성들이 유급노동을 어떻
게 의미화하는지를 알아본다. 특히 노동자 정체성에 따라 각기 다른 서사가 나타
나는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각 서사의 특징을 살핀다.

1절 노동 이력
연구참여자들은 각기 공식적인 교육을 이수한 정도는 다르지만, 교육을 마친 후
결혼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 결혼이라는 생애 사
건은 연구참여자들이 일자리를 지속하거나 단절하는 데 주된 영향을 미쳤다. 이
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노동 이력을 결혼을 중심으로, 미혼인 시기와 기혼인 시
기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한다. 노동시장 진입시 종사하는 직종에 가장 영향을 미
친 요소는 교육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점을 고려하여 미혼 시기의 노동은
학력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기혼 시기의 노동은 지속적으로 생애노동에 종사한
집단과 경력단절을 겪은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노동 이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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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혼 여성 노동
1) 고학력 여성
대학을 졸업한 연구참여자들은 대학 진학 시 결정한 학과가 직업과 연계되는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고학력 여성들이 종사했던 직업은 교사, 군인, 간호사, 건축설
계사로, 특정 대학이나 특정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해당 직업을 가지는 전제 조건
이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집안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자신의
가정형편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고,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때부터 장래
를 위한 진로를 결정했다.
☀㉈ਿᩯ⸟ԙ“ྃԙḏ᷌࿇ԙ㉣≫ԙძ” ૧ᓟԙῌᕋԙ⊇ଟᙫԙᇒԙ⑿ᑿଟԙሻᠧ⊿ԙඣ࣯ԙ
࿓ᙧԙၟᕋԙ࣯≫ԙᄇএ࿓ྃԙࣰ᷌ԙ⓳㋯ԙ∷ԙ㉋ԙय़≫. ૧ᒇḋԙਿᙫԙ࣯≫এ࿓ԙࣰ᷌
ԙ㉋य़≫... ਿᙫԙ࣯≫ᄇএ࿓ԙࣰ᷌㉣ԙ࣯⚯ԙ⦚ԙ㉣ྃԙኗ⊣┻⊣. Ήৗ⊿ԙᶛྷ,
Ήৗ⊿ḋԙ∳ᠣ᚛ԙᩯԙ⒇ԙ㉋࿓ԙ㉣Ⴓ. ⋰⊣࣯ԙ∷ԙᄇྃԙय़≫. ૧ᒇḋԙ⦚ԙ㉣ྃԙΐ〗ᙫԙ
㉇, ⒛ἇᙫԙ㉷ྃၟԙ⌓࣯ԙ૧ሻԙ(ḋ⎧⊿ḋ) ⒛ἇᙫԙ㉷ԙሻ≫. ⊧ྷྃԙᤔԙ㉣◫
. ૧ᓛྷԙඇྃԙඣԙឧᚻԙ࣯ᝣԙᄇྃԙय़≫. ⎟᚛ԙ⊳ᚷྃԙ᧣ඣԙ◳ԙࣰ᷌ԙ∷ԙ㉇⚯.
ሧԙ⒛ἇ⚯ԙΉⶓྃԙॣԙ⓷ᕋԙ⑷ԙἇԙ⊵ྃԙ⑫⑧ၟ, ⊣⛻ᇏԙय़ଟԙ⓳Ḻ⛀④ԙ⑷
, ඇྃԙ૧ුԙἎ࣯ᑬԙ㉇ඇᚻԙຂᝣԙᄇྃԙᶰ㍘④ྷ... ⊣⛻ᇏԙ૧ᒇ࣯⚯ԙ㉈⎿ԙ
࿓ྷᝣḋԙ⋰⊣ᙫԙ⛀☀⓰ᕋԙᩯᙫԙ㉷⚯. ਿᙫԙ㉘ঘԙ㉋ԙय़≫. <㉋ḏ㑛>

한선희가 교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진 것은 중학생 때였다. 주변사람들로부터

“너는 아이를 잘 보니까 선생님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한선희도
선생님 외에 다른 직업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한선희는 재수를 통해 교육대학
에 입학할 수 있었다. 한선희가 대학에 입학했던 1970년대 중반은 여학생들의 대
학진학이 드물던 시절이었고,77) 딸이 재수까지 하는 것은 부모의 승인을 받기 어
려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한선희는 오빠가 서울에서 유학을 하고 있
었고, 언니가 오빠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언니의 도움으로
재수를 할 수 있었다.
77) 1970년대 여성의 대학 취학률은 3-5%로, 동일 연령대의 여성 100명 중 대학에 다닐 수 있
는 여성의 수는 3-5명이었다(이혜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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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ᕋḋྃԙඣ࣯ԙ⊣ኪॻԙ㉏ԙἇԙ⊵⚯ᚻԙඇྃԙ④ᓶॻԙᶣ⚯ԙ∹∳≫ԙᄇএ࿓ԙࣰ᷌ԙ
㉣ԙ࣯⚯ԙ☀ԙ3ሻԙ⌓Ⴓԙ⑷ྃၟԙඣ࣯ԙ⛀∷ԙ⤴⑳⚯ྃԙय़ྃԙ∳ྻԙय़ԙई, ඣԙ≍
ඏԙ⏳㉣ḋྃԙඣ࣯ԙܵܵ⋛ᙫԙ࣯≫ԙᄇএ࿓ԙ૧ሻԙ⓯㑛࣯ԙᚷ⚯ᚸԙΉ㋇ԙ⭇ྃԙଟἇ⋯
⊣⎃. Ή㋇ԙ⭇ԙ㉘ঘԙ㉷⊣⎃... ᇠ㉈ਿԙ1㉈ำ⊿ḋԙ2㉈ำԙ⌛ᑫ࣯ྃԙ૧ሻԙ᩷
ਿ㉈᷌㍻ԙḏ࣯ԙ╧⊴ԙ㉋࿓ԙ࿓ԙඇ⌓ᑫԙ㉣ḋԙः၃ྷԙḏ࿇⑇ԙ⭋ਜ਼࣯ԙࣳ㌧ᶛ৯
㉈ਿᙫԙࣳ࿓ྃԙय़⋷⎃. ࣳ㌧ᶛ৯㉈ਿ࣯ԙᠣᾗԙ㉈ਿԙ૧ᒛ၃ྷԙੜᬳ⒔㉈᷌④ԙ╧
⊴㉇ᝣԙࣳ㌧ᶛ࣯ԙᄏԙἇԙ⑷ྃԙ૧ᓟԙ㉈ਿᒇ⎃. ∳, ૧ᒇ, ඇྃԙ⑧┋. ḏ᷌࿇④ԙᄇԙ
ῥԙᚷ④ԙᶛΐԙऄ㉷ྃၟԙࣳ㌧ᶛ৯㉈ਿᙫԙ࣯ᝣԙࣳ㌧ᶛྃԙᄏԙἇԙ⑷⒅∳⎃. <㌼┄
㑛>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홍정희는 “나는 이
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대학에 진학했다. 중
학생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기울어지면서, 주변에서는 장학금을 받으면
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로 진학할 것을 권유했지만 홍정희는 지역에서 명문 고등
학교로 알려져 있던 ○○여고에 시험을 쳐서 입학했다.78) 홍정희가 ○○여고를 고
집한 것은 당장은 명문 여고에 진학하는 것이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홍정희는 대학 진학 시 간호사관학교를 택했
다. 학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가정형편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고, 졸업하면 간호사라
는 전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ᥳ⚯ԙᶛ⊴④ԙ☀㉈ਿԙ1㉈ำԙሻԙⵛॻԙΐ〗ᙫԙ㉷⊣⎃. ૧ᒇḋԙ⛀⊿ḋԙ┋ԙᇠᕌ
ԙ◳ԙ㌄ェ④ԙ∷ԙᄇྃԙᶰ㍘④⊣ḋԙ⋛ᶰԙ࣯ଟྃԙῚ, ┋࣯ԙ⑧ᠧᚻԙ᧣ඣ◫ᝣԙ∻
∳ḋԙ㉈ԙ࣯এ࿓ԙ㉷ྃၟԙԙ3ሻԙਿΐԙᆓ⊿ԙ᧤Ⴓ⊿ԙࣳ㌧ᶛ৯㉈ਿԙ⎃ऄ④ԙ᪈ԙ
य़⋷⎃. ⠸ԙ⑬࿓ԙ᧣ྷԙ⒔㉈ԙଟ᧧④ԙ⎘Ⴗ┋ԙ④ᓶॻԙ⁗ԙ⑷ྃԙय़⋷⎃... ૧
ᒇḋԙᠧ৫⋯ྃၟԙࣰ᷌Ⴓԙ∷ԙ㉇, ┄ᚿԙ૧ԙ⎘Ⴗԙ㉇ඇ⊿ԙఱ㋯࣯⚯ԙ⒔㉈④ᒀԙ⎘
Ⴗ⊿ԙఱ㋯ḋԙ⓯ྃԙᶛ৯㉈ਿᙫԙḏⷌԙ㉷၇ԙᶛᑻ④⊿⎃. <④ḏ┄>
ਿᙫԙࣳԙ④␏ྃԙ⛀∷ԙᶛ┄ԙሻᠧ⊿, ᧣⺤ԙਿ᷌ᇓ④ԙᚽ④ԙ૧ᓟၟԙ⏳⊿ԙ⊧ྷԙ
ᅇ, ⌓Ⴓԙ㉈ԙ࿓ྷ, ⊧ྷႳԙ㉈ԙ࿓ྷ, ⛀∷ԙ㌄ェ④ԙ૧ᓶॻԙ∷ԙ╺≇⊣⎃.
⊣❃ԙἇԙ⊵④, 2ำ┋. ૧ሻྃԙਿ࣯ԙ2ำ┋⋯य़ᇏ⎃. ᇠ㉈ਿԙ2㉈ำԙሻԙඣ࣯ԙΊ

78) 홍정희는 고교평준화 이전 세대이다. 1974년에서 1975년에 걸쳐 서울을 비롯한 주요광역
시들에서 고교평준화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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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ॻԙᣫԙ㉷⊣⎃. ⊣ኪॻԙ㉣≫ԙᄇඇ, ⊣ཿԙ㉈ԙ࣯≫ԙᄇඇ... ૧ሻԙ⊣ሃᙫԙ
ࣷԙᣫԙ㉇࿓࣯ԙ૧ሻԙܵܵ⋛⊿ḋԙਿᙫԙᚽ④ԙः⊷⊣⎃, ㉈ਿ⊿ḋԙ૧ԙ➬ᕋԙ
࣯ᑫԙᚽ④ԙ␏ႳႳԙ㉣ԙ☛. ④ᒇ⓯ᒇԙ᧣ྷԙ2ำ┋ԙ࣯ྃԙॻԙ╺এ࿓. ⛀⊿ḋႳԙ
૧ᓛ. ㉈ᬳႳԙय़⑇ԙ∷ԙᇓ⊷⊣⎃, ਿྃ. <ᤠ⚯⋰>

백지영과 이선정 또한 학비와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대학을 선택했다. 이선정은 중학생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후 집안에서 대학
뒷바라지를 해주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다른 집에 가서 쌀을 빌려와서 도시락을
쌀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웠는데, “여상 가서” 빨리 돈 벌어서 집안을 도와줬으면
하는 부모님의 바람에도 이선정은 “대학이라도 나와야지”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학 진학을 고집했다. 이선정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부터 인문계
고등학교만 보내준다면 스스로 대학을 가겠다고 부모님을 설득했고, 장학금뿐만
아니라 용돈까지 제공해 준다는 조건에 사관학교를 선택했다. 백지영은 선생님과
부모님의 권유로 교육대학에 가게 되었다. 당시 백지영의 집에는 언니와 오빠, 두
명의 대학생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백지영의 대학 학비는 부모님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다. 교육대학은 수업료가 면제되는 등 타 대학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
서,79) 큰 부담 없이 진학을 결정할 수 있었다.
∳ԙࣰ᷌⊿ԙḋ⎧ԙᦳᕋԙ৯Ί④ԙ⊵ԙय़ଟ(ᶣ၇ԙ⚯⋜⑇ԙ≬) ࣯ᝣԙ4ำ┋ԙ⒔㉈
ԙ࿓ԙᤊԙἇԙ⑷ྃԙय़⋷⎃. ඇ⌓ᝣԙ╺ԙ⑿ԙᚻඇḋԙェ∷㑷ԙ≬ੜԙ㉇ඇԙ⤗᚛
ԙᶣᝣԙᠣԙ╺এ࿓ԙ૧ԙࣰ᷌ԙ∳ྃԙ㉜ᶰԙ㉇ṗ⊣⎃. ⊳-⦜ԙ⊣ᚣԙሻԙ૧ԙ⊇ଟᙫԙ
ᚽ④ԙ㉋ԙय़⋷⎃... ૧ᒇḋԙ∳㉋⸻ྃԙᠣ╟ॣԙඇྃԙॣ⪄④ԙ㉇ԙῥଟԙሻᠧ⊿ԙ࣯≫ԙ
ᄋ࿓... ╧⊴ԙ㉇ᝣԙ૧ුԙ⌓ᑫྃԙၟ࣯ԙᠣԙᚽ≇⊣⎃. ૧ሻྃԙ⓯ԙईԙব⎟ྃԙ
╧⊴ԙ㉇ԙᤃᕋԙਿἇ࿇④ԙ૧ሻԙܵܵ૧ᗨԙ⋣ᶛ⑇ԙḓԙᶛᠣṻ⋯ྃၟ, ૧ሻྃԙ࣯
এ࿓ԙ૧ᓛᝣԙᤊ∳◳ԙሻᑫḋ, ૧ԙ㍻ᶛ࣯ԙ⏃④ԙ╯ԙກ≇⊣⎃. ܵܵॣḓ㉇ԙጀईԙ
⏃④⊷य़ᇏ⎃. ḓᕋԙᜫ⓯ԙΉ⒀ԙ㉣ḋԙᇓ⊣ः⊣⎃. <ḋ␏ব>

서유경은 어릴 때부터, 여자는 약대에 진학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편안히 약국
하나 차리고” 사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다. 서유경은 보수적인

79) 당시 교육대학은 2년제로 운영되었는데, 교사가 비인기직종이던 시기에 국가에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여 우수 학생들을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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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은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업보다는 자신이 원하
는 직업을 선택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고등학생 때부터 건축을 전공할 것을 희
망했다.
연구참여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던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중반은 교사나 약사, 간호사 등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고학력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 자체가 한정되어 있었고, 여성의 생애취업도
적극적으로 권유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이 선택한 직업도 교사, 간호사, 건축
사, 군인 등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종사하거나,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 하에 여성
도 평생취업이 가능한 직종이었다. 이들이 전문직을 선택한 것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크게 작용했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는
것이 삶의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2) 저학력 여성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은 생산직⋅무급 가족종사자⋅
단순 사무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에 종사했던 연구
참여자들의 서사에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 상황과 직종을 선택하게 된 과정이
학창시절 경험과 연계되어 상세히 서술된 반면, 저학력 연구참여자들은 직업을 선
택하게 된 계기나 과정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짧게 서술했다. “고등학교 졸업하
고 직장 다녔어요. 반도체 회사. ○○ 산업이라고.”(권경아), “사무, 경리 같은 거
그런 거 했었어요”(김수미) 라고 한 문장으로 서술하는 식이었다.
장애숙의 첫 직장은 엄마가 운영하던 식당이었고, 결혼하기 전까지 무급종사원
으로 일을 했다. 장애숙은 미혼시절에 식당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살게 되었고, “인생이 좀 어영부영”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ԙᠿԙ㉇ṗ⊣⎃?) ૧ුԙ⛀⊿ԙ⑷⊷⊣⎃, ⎟ḏ. ⓯Ⴓԙ⏳⊿ԙ⌓ᇓ④ԙ⑷
, ㉏∳ᥳ⚯࣯ԙ⌊ඏԙᩳ④ṃḋԙ⋛⑿ᇓԙᤅᕋԙඇ࣯ᝣԙ(㉇㉇) ᦳᕋԙ∷ԙ╺࿓ԙ
Ṽԙ૧ᓛṃ࣯⚯ԙ∳ᥳ⚯࣯, ∳ᥳ⚯ྃԙ⊣ሃԙඇ࣯ḋԙ⑫ԙ㉷ᝣԙ╺এ࿓ԙ㉇ྃၟԙ㉏
∳ᥳ⚯࣯ԙᤇ㉇ṃअԙ㉋ԙ2-3ำԙ⛀⊿ԙ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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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영은 할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집안일을 도
와야 했다. 유혜영의 할아버지는 보수적인 분으로 여자들은 바깥 일을 하는 것보
다 집에 있다가 결혼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셨고, 가족들은 집안의 어른이신
할아버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유혜영이 취업을 해서 서울로 가게 된 것
은 고모부 덕분이다. 고모부는 유혜영을 자신이 잘 아는 곳에 취업시키고,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겠다고 할아버지를 설득했다.
이은옥과 전인숙은 친척이 운영하던 곳에 취업을 한 사례이다. 이은옥은 졸업
후 삼촌 회사의 경리로 일하다가 공무원이 되었다. 이은옥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퇴근 후에는 삼촌 회사의 일을 처리해 주었다. 이은옥이 두 군데 일을 병행하는 것
이 힘들다고 호소하자 삼촌은 자신이 더 많은 월급을 주겠다고 공무원을 그만두라
고 했고, 그 후 이은옥은 다시 삼촌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전인숙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삼촌의 소개로 섬유회사에 취업했다. 이후 삼촌이 슈퍼마켓
을 차리게 되면서 삼촌의 부탁으로 가게 운영을 돕게 되었다.
(㉈ਿྃԙ⊣ኪॻԙ૧ᚻԙᄿΉॻԙᄋԙय़⋷⎃?) ࣷԙἇ࣯ԙ⊵⊷⊣⎃. ⍋ᝣԙ᷌ᇓԙ
᧿≫ԙᄇ⚯. ⑫㉣≫ԙᄇ⚯. ᷌ᇓԙᤀ⊿ԙḺ④ඇԙ⑷ྷԙ᷌ᇓԙ᧣ཿᑫԙ㉈ਿᙫԙឪԙ
ः⚯. (㉈ਿԙ૧ᚻԙᅇԙሻԙԙᶣ④ṗ⊣⎃?) 10ᶣԙሿ࣯? (⊧┋ԙ⦇ԙ⒔ᕋԙ࣯ṗ
⊣⎃?) 12ᶣ... ณԙ⭋ਜ਼ᇓ④ԙ⓳◫ԙ〃᧤⊿ԙ⑷⊣⎃. ᝃ᚛≫ᾓԙ⒔⊿. य़ଟԙᇓ
⊣ԙः⊷⚯. Ή࿓ԙᙶԙ㉇. य़ଟྃԙଟἈᶛ࣯ԙ⑷ྷԙᜨԙ⑿ԙ㉷⚯. <ᤄᣫ⑿>

박민자는 저학력 연구참여자들 중에서도 특히 학력이 낮은 경우인데,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셋이나” 되는 동생들을 돌보느라고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박
민자는 12세에 섬유공장 시다로 노동시장에 진입했는데, 연령이 낮았기 때문에 생
산직을 제외하고는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이 거의 없었고, 더 여건이 좋은 곳에 취업
할 정도의 인적자원도 가지지 못 했다.
최영순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퇴했으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정된 일자리인
공무원에 종사하게 된 예외적인 사례이다. 최영순은 고등학교 중퇴 후 상경해서
담임 선생님이 소개해준 작은 회사에서 “급사에, 비서에, 오만 잡동사니” 일을 다
하는 단순 업무로 일을 시작했다. 단순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아이 셋을 모두 뒷
바라지 할 수 없었던 최영순의 부모는 “장자를 가르치”는 데 집중했고, 최영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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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은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최영순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돕는 한편,
검정고시에 응시해서 고졸 자격을 얻었다. “딸이니까 당연히” 집안 뒷바라지를 해
야 하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방법을 개척하는 수밖에 없었다.

20살에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뭐가 될 거 같은” 마음에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 인쇄소로 이직했다. 이직한 직장에서는 고졸 학위를 근거로 이전 직
장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월급이 밀리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최영순은 인쇄소를 그만두었다. 최영순은 공무원이 된 후
월급이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점이 예전 직장들
보다 좋았다고 서술했다.
조은(1990)의 연구에 의하면 빈민 가족의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응은 딸의 교육비 절약을 통한 지출 극소화와 딸의 취업을
통한 수익 극대화 방안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서 딸들은 아무 직장이나
적당히 취직해서 돈을 벌다가 시집가면 되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일찍 일터에
나가 가족 생계유지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조은, 1990). 최영순 또한 가족의 생
계를 돕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해야 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
적 지위는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학력을 높이고, 객관화된 시험을
통과해서 획득한 노력의 결과이다.
저학력 여성들의 절반 정도는 직업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가족이나 친척의 영향
을 받았다. 장애숙은 엄마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을 해야 했고, 이은옥과 전인숙
은 친척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유혜영은 할아버지의 반대로 고등학
교 졸업 후 3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었다. 저학력 여성들이 자신의 취업 여부를
가족의 의사에 따르거나, 별 다른 구직 노력 없이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
한 것은 이들이 취업 가능한 직장들이 그다지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들은 당시 미혼 여성들이 주로 취업했던 단순사무직이나 생산직의 저임금, 낮은
직책에 근무하였고, 직장생활은 결혼 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생애취업에 대한 열망이 낮았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비슷하다면 어디에 근무하든
직장 자체는 그다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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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혼 여성 노동
1) 일자리의 지속
연구참여자인 50대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 결혼을 거치면서 기혼 여성으로서
노동시장에 머물렀던 1980년대는 기혼 여성의 노동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
였다. 남성 생계부양자와 중산층 전업주부를 이상화하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된 가
운데, 기혼 여성의 역할은 가족을 보살피는 것이 우선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같은
코호트의 여성들과 비교해볼 때, 본 논문의 중간계급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종사했던 일자리에서 경력단절80) 없이 생애취업에 종사했던 예외적인 경우라
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었던 사유로 경제적인 필요
성, 일자리의 특성, 주변의 지지를 들었다.

(1) 경제적 필요성
중간계급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였다. 연구참
여자들은 자신의 소득도 가족 생계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가족 생계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ェႳԙᠣ⎿④⊷य़ᇏ⎃ԙᶛඣ⯓ㇻ④⊣ḋ. ᅇ④ԙᤊ∳ԙ᧿≫, ૧ሻԙ⎟᚛ԙΉἈ④ԙ
᧣⑫ܫܫԙ࿓ྷṗྃၟԙ૧ԙᩳ⑇ԙ3ᩳ⑇ԙ1 ∷ძ⎃, ᧸④. ૧᚛ԙ૧ԙ⊀ᤇԙ᧣ᾓԙ
. ⎟᚛ྃԙᶰ⋛④ԙ⑷ଟྃԙ⑷⊷⚯ᚻԙऋԙᣧᣧ㉣अԙ⎟᚛ԙᅇ④ԙ᧸⊿࿓࣯ԙ᧣
ᾓᙫԙ㉘⦿Ⴓԙ૧ԙᩳԙ᧸④ԙ∷ԙჿ⊣⎃. ૧ᓛԙ∳ᠣԙॲႳԙ⊵④ԙΉ⒀㉷ྷ. ⊀
࣯⊿ԙႳ⎯ԙ⓳㋯ԙ∷ԙᤊԙᅇ④ԙ⪋ᤋ㉇࿓᧣ྷԙ⌣⛌ԙ⛌ԙ㉏ԙἇԙ⊵⊷⊣⎃... ╯ԙ၃ԙ
᭗᚛ԙ⊣ḋԙ૧ሻྃԙඣԙ⛀ԙ⒔ᚻ④ԙ⩋ԙಷ④ྷԙ૧ᓣᔓԙ૧ᒛ၇ԙय़ԙई≏⎃. ⦗⊿
ྃԙᭉԙउᔓ, ট㌫㉏ԙሻԙ⪋ԙ㉷ԙ⏃ḧԙᶣ≇य़ᇏ⎃. ⦇⋃ԙ᭗᚛ԙ⓳ḧᑫႳԙ
㉣≫⚯ԙ㉣ḋԙ⓳ḧᙫԙ࣯ྷԙ⑧┋ԙඣԙ⛀ԙᚷᔗ⑇ԙಷԙअԙय़ଟԙ⌛⑧㉣ḋԙ૧ුԙᶣ≇
၇ԙय़ԙई≏⎃. <⩋⋰Ἃ>

80) 경력단절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던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였다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겪게 되는 경력
개발 과정의 단절 상태를 의미한다(장서영⋅오민홍⋅은혜경⋅최미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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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ԙऋ⑧⓰⑧ԙࣰ᷌ԙব┋⓰⑧ԙᩯᩳႳԙ૧ᓶԙ∳④ᙫԙඇ☀⊿ԙ⊀␐㉇ྃၟԙ⑷⊣ḋԙ
૧ᒇႳԙई④ԙ⊣ḋԙ╟④ᑫႳԙ၃ԙᚽ④ԙភ∳≫⚯ᚻԙ╯ԙᇓԙឪ⚯∹ॻԙ⊇ᙫԙ⯯⊣
ᙫԙ㉏ԙἇԙ⑷এ࿓ԙࣰ᷌ԙ㉣ḋԙ⓯ྃԙṼԙ࿓ྷԙῥ⊷⊷●. <ଯ㑛ব>

최영순은 같은 직업에 종사하던 남편과 결혼했는데 박봉이었던 당시 공무원 월
급은 두 사람이 버는 것을 합해도 신문사에 다니던 시숙의 “3분의 1”이 채 되지 않
을 정도로 적었지만, 양가 부모님들은 최영순이 결혼 후에 직장에 다니는 것을 만
류하셨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직장에 다니는 기혼 여성들을 “직업여성”81)이라
칭하는 등 부정적이었고, 양가 부모님의 생각도 다르지 않아서 “여자가 벌면 얼마
나 버냐”, “자식 떼 놓고 다니는 거는 이천만원을82) 번다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
냐” 라는 입장이었다. 양가의 도움 없이 대출을 받아 신혼 생활을 시작했던 최영순
은 대출금 때문에라도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서술
했다. “좀 더 빨리 벌어서” 결혼하면서 진 빚을 갚고, 전셋집 자금을 마련하고, 그
다음은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당시 최영순의 최대 목표였다.
김희경은 “남들 못지않게”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맞벌이를 해야 한다는 생
각에서 “집에서 애나 키우지, 뭘 계속 다니려고 하느냐”는 친정어머니의 반대를 무
릅쓰고, 직장생활을 계속 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 즉 아이가 좋은 직업을 가지
고,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부모의 최대 과제인 현실에서
아이의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 김희경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게 “같이 벌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돈을 모으는 것은 김희경이 직장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였다.83)

81) 최영순은 자신이 기혼 여성으로 직장생활을 하던 1980년대 초반을 떠올리며, 당시에는 일
하는 기혼 여성을 “윤락녀들하고 싸잡아서 직업여성”으로 불렀다고 서술했다. ‘직업여성’
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혹은 주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완곡하게 이
르는 말이다(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일하는 여성을 직업여성으로 명명했다는 것에서 일하
는 여성을 폄하했던 시대적 풍조를 알 수 있다.
82) 1980년 당시 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면 7급 4호봉이 10만 2천원, 8급 7호봉이 10만 4천원,
9급 8호봉이 10만 1천원이었다(뉴스워치. 2017. 08. 02. http://www.newswatch.kr/news/article
View.html?idxno=11432). 당시의 이천만원은 공무원이 벌기에 십 수 년이 걸릴 정도의 돈
이기도 했지만, 최영순의 아버지는 큰돈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했다.
83) 가족소득은 대학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누적된 가족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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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계급 여성들이 단절 없이 직장생활을 한 것은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을 마련
하기 위함이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기본을 갖추기 위함이다. 이들이 돈을 버는
것은 개인이 아닌 가족소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노동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자신
에 대한 정체성이 가족 경험과 분리되어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김효정,

2010). 연구참여자들이 기혼 여성으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했던 1980년대 중⋅후반
은 남편을 생계부양자로, 아내를 가사와 육아의 담당자로 규정하는 성별분업이 가
족 내 역할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의 노동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것이고,
여성의 노동은 자아실현을 위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는 경제적 필요성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에서 볼 때 성별분업은 현실에서는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존재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2) 일자리의 특성
연구참여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여성이 결혼여
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자신의 직업의 ‘특수성’ 덕분에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서술했다.
ᠣ⎿④ඇԙ㉈ਿԙḏ᷌ԙ∳ྷḋྃԙ⋛⑿࣯ԙ④ᓶॻԙ⌓ᒇԙ࿓྿ԙ⚰⒔④ԙ⊵⒅∳⎃.
⊣✻࿓ԙ㉋ᄿԙ, ᶫḠԙईԙၟԙṼᾨ⚳㉇ԙ④ᓟ࿓ԙ㉇⚯ᚻԙ૧ॣԙ⚳⛋ԙ⊣✻࿓⚯,
⑫ᤇ⓰ᕋԙඇई④ԙジᦃ㉋ԙᶛᑻ④ԙ㉇ଟྃԙὬ⚯ԙ∹●. ᠣ⎿④ᑫྃԙ⾨ἇḠԙሻᠧ⊿ԙ
࣯ྔ㉷၇ԙय़... ࿓ᙧԙၟ⊿ԙᬳ㉣ḋྃԙᚽ④ԙ⎟㉣◫ԙ⏳㉣◫ԙ૧ᒛ●. ᠣ⎿
④ྷԙ࣯ྔ㉋ԙय़●. ૧᚛ԙ┋Ⴓԙईԙॻԙᚻᇓ⊣⚯ᝣԙᠣ⎿ᇓԙሠԙ⚯ⶓ⒅∳⎃.
㍻ᶛԙईԙၟྃԙ⊣ᔤ⚯ᚻ. ૧ᓟԙ㌋ⷌႳԙ᧧ԙय़. 㒇ᇓ⊷࿓ྃԙ㉇⚯ᚻԙ⾨㌋Ⴓԙᚽ④ԙ
᧧ԙय़●, ࿓ᙧԙ⚰⒔ԙ⋛Ḡᇓ⊿ԙᬳ㉣ḋ. <⩋⋰Ἃ>
ඇྃԙਿᶛྃԙൌ⚯ԙ㉣≫ԙᄋ࿓ԙࣰ᷌ԙ㉷⊣. ਿᶛᕋԙ࣯ᝣ. ዿԙਿᶛᙫԙ㉇࿓᧣ྷ
ԙਿᶛ࣯ԙඣԙ⓰Ḡ⊿ԙᛍ၃ᑫ. ≏ᇓ㉇ԙई④ԙ⚯ඣྃԙॻԙ⤝≇⊣... ≏ᇓ㉇ԙ⊇
ଟ㉇ྃԙॻԙඣԙ⓰Ḡ⊿ԙᛍԙ⤝∳ḋԙඇྃԙ૧ᚻᅛ≫এ࿓ྃԙࣰ᷌ԙ∷ԙ㉷⊣. <㉋ḏ
㑛>

의 격차는 학업성취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고, 가족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상당
부분은 사교육비 지출에 의해 매개된다(구인회⋅김정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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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순은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 오랫동안 직장을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이라는 직업 덕분에 가능했다고 설명했고, 한선희는 “교사”였기 때문에 정
년까지 할 수 있었다고 여겼다. 여성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직
업들의 사회적인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 또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
심과 만족도가 높았다. 백지영은 교사의 근무환경, 즉 다른 직업보다 퇴근시간이
빠르고, 근무시간이 일정한 것이 지속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는 여성들이 많은 집단이어서 눈에 띄는 성차별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근무하기에는 좋은 직업이라고 평가했다.
(ḏ᷌࿇ԙ⊣ኪॻԙṼԙ࿓྿ԙࣰ᷌ԙ㉇῏ԙय़⋷⎃?) ૧ሻԙ⓯⑇ԙ⚰⒔⑇ԙḏ࣯ԙ⚯
ԙࣰ᷌㉇ᝣԙᶛΐԙᚿႳԙ∷ԙᄇྃԙ┋Ⴓ⚯ᚻԙ⓯㑛ԙḏᇓ④ԙᩯᩳԙ⑴ᶛ㉏ԙሻԙট㌫
⻣⚰ࣰḋԙ૧य़ᙫԙ၇ԙΉ⓷④⊷⊣⎃. ૧ᒇḋԙᩯᩳԙ૧१ԙ⇟ԙᇓ⊣⍃၃ᑫ⎃,
ḏᇓ④. ⓯ྃԙ④┋ԙ૧ᓟԙय़, ┋࣯ԙ⑴ᶛ㉏ԙሻྃԙ⊵⊷ྃၟԙ࿓ԙ⇟ԙ⍃ྃၟԙḏԙ☀
⊿ԙ㉋ԙ④, ᩯᩳԙ࿓ԙ⻣ᶛᙫԙ㉇●ԙট㌫ԙ㉇ᝣ. ㉋ԙḏ࣯ԙ⑿ଟྃԙ࿓ྷԙῥ࿓ྃԙ
य़●. ⊣⛻ᇏԙὬ⚯ԙ∹⒅∳⎃, ⊵⊷၇ԙ┋Ⴓྷ. ૫ၟԙ૧ԙḏ࣯ԙ╟ԙऄ㉇ॻԙ⓯ଟ
㉋ԙय़●. ⍋ᝣԙᦄᙏԙ➬ᕏԙᠧ┋࣯ԙ⊵ྃԙय़࿓. ૧ᒇḋԙ⑫࿗ԙΉ⒀ԙ૧ᓶॻԙᄋԙय़
⋷⎃. ⚰⒔⊿ḋԙট㌫㉇ԙ࿓྿ԙἇԙ⑷ྃԙ⩋⧷⑇ԙ⋛Ḡ④ԙᄋԙय़⋷⎃, ૧ԙḏ࣯. ૧᚛
ԙඇḋԙ૧࿓⊿ԙ┋࣯ԙԙ⛧⣓ԙᄇඇ... ┋Ⴓᶰԙᠧ┋࣯ԙ⊵ॻԙᄋԙय़●. ૧ԙḏ
࿇ԙ၄ᩳ⊿. <Ί㋳◫>

금융업에 종사했던 김희경과 심현주는 자신들이 결혼하고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결혼퇴직 제도84)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김희경의 친구들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김희경의 경우 직장에 결혼퇴직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
도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었다. 심현주의 직장에서도 여성 선배들은 결혼퇴직각
서를 쓰고 입사했었다. 선배 중 한 명이 결혼하고도 퇴사를 거부한 직장 내 “최초
의 여성”이 됨으로써 직장에서 결혼퇴직제도는 실제적으로 없어지게 되었고, 자신
도 “그 선배님 덕분에” 결혼하고도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84) 은행의 여행원 결혼퇴직제는 이명숙 사건을 계기로 1976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대
부분의 기업에서 결혼퇴직제도는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까지도 공공연하게 시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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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ଟԙජԙ㍻ᶛ⊿ԙ࿓ྷΉྃԙᩳᇓ④ԙᚽṗඇ⎃?) ई④ԙः၇ԙ⭋ਜ਼ᇓԙ࿓ԙ࿓ใ
⊣⎃, ⎟᚛ԙḋᕋԙႴᔓ㉇ᝣḋ. ⎟᚛࣯ԙ૧ԙ∷⊿ԙᩯ㉷၇ԙॻԙ⑷, ⎣ԙॻԙ⑷ԙ
ᇓ⑧ԙႷ④ԙ⑷࿓ԙ࿓ᇓԙࣰ᷌㉇ྷ. ‘૧य़ԙሻᠧ⊿ԙ⭇⎧ԙॣԙ∳ྷ≫’ ④ᓶॻԙࣰ᷌㉷၇ԙ
य़ԙई∳⎃. ૧᚛ԙ⎟᚛ྃԙ࿓ᇓԙ⓳ᠧ⚰④ᑫԙࣰ᷌ԙ㉇ྷ. <ḋ␏ব>
ܵܵ⑇ᖻ⎿ԙ┋࣯ԙᚽ④ԙᶛᒀ㉷၇ԙৢ④ᑫḋԙ“ඇ, ܵܵ⑇ᖻ⎿ԙ࿓ฯ, ܵܵ⑇ᖻ⎿ԙ
৯᚛⑿≫” ㉇ᝣԙᶛᑻᇓ④ԙ“⎟∳, ૧ԙ╺ԙᧀ⎿” ④ᓟԙॲᇓԙ⑷⒅∳⎃. ④ᓛᝣḋԙ⓯
ᙫԙ⪃Ⰻḧ⎟ԙ④ᓟԙॲᇓ④ԙඇᙳᕋԙඇᵇ⚳ԙ∹ԙय़●. ૧ᓛᝣḋԙඣԙ╣⒛ࣿԙ④ᓟԙ
ॲᇓ④ԙ╯ԙ⑷⊷၇ԙय़ԙई≏⎃... ⓯ྃԙࣳ㌧ᙫԙᶛᒀ㉷၇ԙᶛᑻ④, ඇᙳԙ৯᚛⑿ᕋḋԙ
ㇳᑫ④ᇋႳԙཿ௷၇ԙᶛᑻ④ᑫ. <④ḏ┄>

우리 사회처럼 직업의 귀천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상대적인 고임금을 받는 안정
된 전문직은 직업의 위상이 높다(조주은, 2009). 서유경은 명문대 건축공학과를 졸
업하고 대기업 계열의 설계사무소에 입사했다. 같은 학과를 졸업한 여학생들 여러
명이 함께 입사해서 서로 “독려”하면서 직장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다. 서유경은

“전문직”에 종사하기 때문에85) 결혼이나 육아와 같은 요소들은 자신의 직업경력
에 방해가 될 수 없다고 여겼다. 이선정은 자신의 직업이 간호사라는 전문 직종이
고, 주변 사람들이 직장명을 들으면 “우아, 그 좋은 병원”이라고 부러워하는 직장
이라는 것에 만족해했다. 주변의 인식은 이선정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면
서 직장에 자부심을 가지고 오래도록 다니게 하는 조건이 되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 직업에 대한 좋은 평판, 고용안정성과 같은 일자리의 특성 때문이
었다. 경력단절 후에는 이전의 직장과 같은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퇴사에 대한 결정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85) 서유경의 전문직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유니폼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 수 있다. 서
유경이 직장생활을 시작할 당시 대기업 사무직 여성들은 고졸이 일반적이었고, 이들은 유
니폼을 착용한 채 근무했다. 서유경은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은 자신들을 일반 사무직 여
성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업무특성상 유니폼을 입고 작업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기 때문에 유니폼 착용을 요구하는 사측의 요구에 “엄청 싸워가지고” 사복을 입
고 다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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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의 지지
연구참여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시기는 중산층 핵가족과 전업주부 집단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등장한 때로서, 남편의 임금만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계
층에서는 전업주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다. 기혼 여성의 경우 남
편의 이해가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필수적이었다.
(ェԙᩳԙ⑫㉇ྃԙय़⊿ԙ㉣ḋԙ⊣ናԙᤇ⑀ԙ᧣④ṗ⊣⎃?) ェႳԙ⋟㑷ԙඣ࣯ԙ
⑫㉏ԙय़ᑫԙࣰ᷌ԙ㉋ԙय़⋷⎃, ⍋ᝣԙਿᶛྷ. ਿᶛᇓԙট㌫㉇Ⴓԙ࿓ԙ࿓ฯ⎃,
ェႳԙ࿓྿ԙय़ᑫԙࣰ᷌ԙ㉷. <㉋ḏ㑛>
┋࣯ԙট㌫㉷ԙΉ⊿ԙ⛀∷⊿ḋႳԙਸ⒔㑷ԙ᧣ἇ⓰④ԙ૧ᚻᄿᑫԙ⓯㑛ԙ∳ᥳ࿇Ⴓԙ
ᚿ⇯㉇Ήԙ૧ᒛ⊷य़ᇏ⎃. ૫ၟԙ૧ሻԙΉԙ┋ԙࣰ᷌⊿ྃԙ┋࣯ԙ⋛Ḡ⎣ԙ૧ᓟԙ१ԙ㉷
၇ԙॣԙ∳ྷ⚯ᚻԙ⑫࿗ԙ┋࣯ԙᩯႳԙ૧ᓶॻԙ㉷ԙඇᙳᕋԙ⚰⒔⊿ḋԙ┋ԙ⏳⭇ԙ④ᓟԙॲ
ᇓႳԙ╯ԙ⑿᚛ᙫԙ⒐∳࣯ԙ૧ᒛԙΉ⋯ྃၟԙᠣԙ∳⎣ԙय़⋷⎃, ૧१ԙホଟ㉇ྃԙ
ॻ. ┋Ⴓᶰԙᠧ┋࣯ԙ⊵ॻԙᄋԙय़●. ૧ԙḏ࿇ԙ၄ᩳ⊿. ⛀∷⑇ԙ⊣ᙧᇓᚻԙḓᇌ㉇ᝣԙ
ᄏԙॲԙईԙ૧१ԙェ④ԙᚽ④ԙႳ⌯☛⊣⎃. ᚸ∳☛⊣⎃. ⛀∷⑇ԙ૧ᓟԙ१. ૧ሻԙ┋࣯ԙ
Ή⑇ԙ⊣ᙧᇓ④ᒀԙई④ԙᶣԙ⑷⊷ྃၟԙェ④ԙਸ⒔㑷ԙᚽ④ԙႳ⌯☛●. ૧ᒇḋԙ࿓྿ԙ
ἇԙ⑷ॻԙჿ၇ԙॲԙई∳⎃. <Ί㋳◫>.

중간계급 여성들의 남편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아내
의 일에 대한 이해가 깊어 아내의 취업을 승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들
의 남편은 취업을 적극 찬성한 경우와 반대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었는데, 반
대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내의 취업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선희
의 남편은 교사인 아내가 “당연히” 계속 일을 할 것이라고 여겼고, 심현주는 시부
모가 직장생활을 반대했지만 남편이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섬으로
써 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다.
Ή⊿ḋႳԙΉ⊣ᜧྷ࣯ԙਿᶛ⊿ԙ㉋ԙ૧ॻԙਸ⒔㑷, ກॻԙ⦿ԙ◯य़≫. ཿ᚛ᙫԙᶰ
㑷ԙ╣ব㉋࿓ԙ④ᓶॻԙࣰ᷌㉋ԙय़⚯. ⎟᚛ԙ⊣ᜧ࿇④ԙඣ࣯ԙΉ⛀⌯ḋԙ῏ԙ⛀④ԙシ࿓
ԙ૧ᓶॻԙ⊇ଧԙ㉇ṃ... (⦚ԙ∳④ԙජ≇ԙሻ, ⦇ᩯ⸟ԙΉ⊣ᜧྷ࣯ԙⶓ⎻◫Ήଟᕋԙ
㉇῏ԙय़⋷⎃?) ณ. ඣ࣯ԙⶓ⎻ᑯԙᚿႳԙ∷ԙ㉷⊣. ⎟᚛ԙ⊣ᜧྷ࣯ԙ⋟㑷ԙⶓ⎻◫ΐԙ
य़ᑫԙࣰ᷌ԙ㉇Ή၃ᑫ. <㉋ḏ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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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㑛ԙᩯភ࿇ԙ⑴⒔⊿ḋႳԙ⪘ᩳ㑷ԙ≏ᙫԙ᧿ԙ◳ԙἇԙ⑷ྷԙ“ྃԙྷԙ⋜ᒸԙカ⦿ḋԙ
⑫ԙ㉣ᑫ”, ૧᚛ԙܵܵ⑇ᖻ⎿⊿ḋԙ૫ᠣ㉇ྃԙ⓯ᙫԙऋԙ⑿ᒀᾓᓛ⎻㉇ṗ⊣⎃. <④
ḏ┄>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지지는 기혼 여성이 해야 하는 아내와 며느리, 엄마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데 기여했다. 시부모와 친정부모는 아이의 양
육을 맡아주거나 가사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
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해 주었다.
가족과 동료들은 중간계급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는 것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더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그치고 독려하는 역할도 했다.
ⵟ≏࣯ԙ⌓㑷ᔓԙ“∳④, ⊳ᚷԙ૧ුԙ࿓ྷΉ●” ④ᓛྃԙय़⋷⎃. “⍋ԙ⊳ᚷ࣯ԙ⛀⊿ԙ⑷
ྃԙॻԙῚ⊣” ④ᒛ၃ྷԙ“∳໗, ⓯ྃԙ⊳ᚷ࣯ԙ⚰⒔᷌㍋㉇ྃԙॻԙ╺∳⎃” ④ᓶॻԙ⊇ଟᙫԙ
㉇၃ᑫਜ਼⎃. ૧ᒇḋԙ⑇⍧⋯⊷⊣⎃... ૧ᒇḋԙ“⊳ᚷ࣯ԙ⛀⊿ԙ⑷ᝣḋԙԙ╯ԙ⒇ԙႻ᧿
◳ᔓԙ㉣” “∳ྷ⊿⎃. ⊳ᚷ. ⚯ԙ⪘ᩳ㉣⎃” ④ᓶॻԙ⊇ଟᙫԙ㉇၃ᑫਜ਼⎃. “૧ᒇ?
⊳ᚷ, ૧ᓫԙṼԙ࿓ฯႳԙძ?” ㉷၃ྷԙ૧ුԙ࿓ྷᑫԙ㉇၃ᑫਜ਼⎃. ⑿ଟྃԙ⚰⒔ԙ࣯
ྃԙ⊳ᚷ࣯ԙ╺࿓ԙ૧ᓶॻԙ⊇ଟᙫԙ㉣ԙ◫၃ᑫਜ਼⎃. ૧ᒇḋԙ“૧ᒇ, ૧ᓛᝣԙ࿓ฯ≫এ
࿓” ૧ᒇ࣯⚯ԙṼԙ⚯Ṽ㉇ॻԙᄋԙय़●. <ଯ㑛ব>
㉈ਿ᷌㍋④ԙ㒇ᇓԙ૧ᓛྷ, Ή⛀⊿ḋႳԙሠԙ૧ᚻᄿᑫԙṻ᚛Ⴓԙ∷ԙ㉇⚯, ඣ࣯ԙ૧
ᚻᅃ࿓ԙ㉇ྷԙᦳᕋԙ∷ԙ╺ԙṻ᚛Ⴓԙ㉇, ῏ᒀႳԙᦳᕋ. ૧ᓟԙ⓿⊿ḋԙඇႳԙᚸԙ㎳㍻
Ⴓԙᄇ, 㑷ԙট㌫ԙ㉷࿓ԙ૧ᓟԙࣰ᷌Ⴓԙᇓ. ૧ሻᚻԙ㉣Ⴓԙ⎟᚛ԙ⭋ਜ਼ᇓԙᚽ④ԙ૧ᚻԙ
ᅯ⊷⊣⎃, 3ᩳ⑇ԙ2┄Ⴓྃԙ૧ᚻԙᅯ⚯... ૫ၟԙ૧ԙᬳᙫԙงଟԙඇྷԙṼԙ࿓ฯ
≫ԙᄇএ࿓, ඇႳԙ૧ᚻԙᄿԙῥԙᚷႳԙ⊵⊷ԙ૧ԙᆓᕋྃ.. ⚯ඇԙ᧣ྷԙ૧ᚻԙ
∷ԙᄿଟᙫԙ⒇ԙ㉷࿓ԙࣰ᷌Ⴓԙᇓԙ૧ᓛ၃ᑫ. <ᤠ⚯⋰>

김희경은 첫째와 9살 차이가 나는 둘째 아이를 낳고 “조금 더 아이한테 집중하
고, 나의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직장을 그만 두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다. 하
지만 “우리 좀 더 멀리 가보자”고 퇴직을 말리는 동료들의 권유와 첫째 아이의 격
려 덕분에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었다. 엄마가 집에 있으면 아이가 좋아할 것이라
고 생각해서 “너 좀 잘 돌봐줄려고” 직장을 그만 두려 한다는 김희경에게, 첫째 아
이는 “직장 가는 엄마가 좋다”고 답하면서 직장에 다닐 것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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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은 부산에서 교사로 발령받아 일하다가 결혼 후 남편 직장이 있는 경기도
로 근무지를 이동하게 되었다. 이전 학교와는 너무 다른 분위기와 학교운영체제의
차이 때문에 그만두고 싶었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반대로 직장생활을 해야만 했다.
백지영은 고비를 넘기고 나니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즐거워졌고, 그 후로는 그만
둬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술하면서 그 시기를 잘 넘기게 해 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선행연구들에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는 가사 및 육아의 책임과 같은 가
족 관련 요인들이 갈등을 유발하면서 여성 취업을 단절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된
다. 본 논문에서 생애취업을 유지했던 중간계급 여성들에게는 가족 관련 요인들이
오히려 직장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요소로 작용했다.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종사한
중간계급 여성의 경우에는 직종 자체가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고 직업적 안정성이
강했기 때문에, 가정이 직장의 조건에 전적으로 맞추어야 한다는 데 가족원들의
동의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박기남, 2007). 또한 이 당시 기혼 여성 노
동자의 직업의식은 취업이나 결혼생활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일-가족생
활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었다(박홍주⋅이은아, 2004). 가족과 주변 동료
들의 정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은 기혼 여성 노동자의 직업의식이 높아지고, 실제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에 기여하였다.

2) 일자리의 단절
(1) 여성의 생애 사건에 의한 단절
일자리의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단절의 계기는 결혼으로 인한 것과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것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결혼으로 단절을 경험
한 여성들은 노동계급에 속했고, 출산 및 양육으로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은 중간
계급으로 결혼퇴직의 대상은 되지 않았던 사례들이다.
노동계급 여성 대부분은 결혼퇴직으로 일을 그만 두었고, 동거86)로 기혼 생활을

86)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생계해결을 위해 일찍 집을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주거비와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동거부터 시작하여 가족 형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조은, 1990). 박민자의
경우도 10대 초반에 집에서 나와서 공장 생활을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
는 남성을 만나 19세에 동거를 시작해서 일찍 가족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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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박민자의 경우 결혼이라는 절차는 없었지만 임신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
었다.87)
⌊ඏ⋃ԙ᧣⺤, ⎟᚛ԙඇ④ԙሻྃԙট㌫㉇ᝣԙ⚰⊴ԙ⋰⏳㉇ྃԙᶛᑻ④ԙᦳᕋԙ⊵⊷⊣
⎃... ૧ሻྃԙট㌫㉇ྷԙ৯ᅃԙय़●. ⌊ඏ⊿ྃԙ૧ᒛ⊣⎃. ট㌫㉇ᝣ. ェ④ԙዿԙᶛ
⊴ԙ㉇ԙ⑷ྷԙ⑿⋟⓰ᕋԙ৯ᅯ●. <ଯἇᣧ>
6ำԙ┄Ⴓԙ㉇࿓ԙ1ำԙ࿓ԙΉ⛀ԙ⍃●. (1ำԙ⍋ԙ῏ԙय़⋷⎃?) ট㌫◯ᬳԙ㉋
࿓, ૧ሻྃ. ট㌫◯ᬳ㉇, ⎟᚛ԙΉԙሻྃԙ૧ᓶॻԙ㉇࿓࣯ԙԙऋ⏃ԙ࿓ԙΉ⛀ः
⊣⎃. <ᤄ⌔>
(ট㌫㉇Ήᝣḋԙ⑫ԙ૧ᚻᄿ῏ԙय़⋷⎃?) ૧ᓶ●. ૧ᚻԙᅇԙἇᤅ⊿ԙ⊵⊷●. ૧ԙΉ
⓷ԙ࿓ԙ૧ᚻᅯ⊣⎃. ૧ᚻԙᄿྃԙ╟ॣ④⊷⊣⎃. ⓳ᩯ࿓. <④⋰ᣧ>

결혼 전에 김수미는 소규모 회사의 사무직으로, 박명옥은 공장의 생산직으로,
이영미는 경리로 근무했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결혼할 당시만 해도 결혼하면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서술했고, 심지어 박명옥은 결혼
전 1년 정도 미리 퇴직해서 준비기간을 가졌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옛날에는 그
랬어요”, “우리 시대 때는”, “그 시절은 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결혼퇴직을 당시
의 사회적 상황으로 당연하게 여겼다. 바람직한 여성의 삶은 결혼 전에 잠깐 동안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과 동시에 현모양처로서 전업주부로 사는 것이라고 여겼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결혼퇴직은 이상할 것이 없는 관행이었다(전경옥 외,
2006).88)
노동계급 여성 대부분은 영세업체 소속이었고, 결혼 전 퇴사를 당연히 여기는
기업문화가 지배적이었다. 직업의 금전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의 수준이 낮았기 때
문에 연구참여자들 또한 직업을 유지하는 것에 크게 미련을 두지 않았다. 결혼과
87) 박민자는 동거로 결혼생활을 시작한 경우로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결혼’이라는
절차가 없어서 결혼퇴직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이 결혼생활의 시작을 알리
는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도 다른 노동계급의 여성들처럼 출산이나 양육
보다는 결혼을 일자리의 단절에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88) 결혼퇴직의 성행으로 인하여 1980년 당시 여성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23.3세였고, 특히 생
산직 여성의 평균연령은 22.7세에 불과했다(박숙자, 1999: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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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퇴직하는 것을 당연시 했던 것은 가정에서의 가사부담을 여성의 일차적 역
할로 규정하고 직업 활동을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성역할 규범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권경아는 다니던 직장의 “몇 백 명이나 되는 아가씨들” 중 결혼하고도 계속 직
장을 다닌 첫 사례로, 결혼 후에도 2년이나 더 직장을 다녔다. 권경아가 퇴사한 것
은 남편이 자신을 믿고 직장을 제대로 다니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장애숙과 전인숙은 결혼으로 일자리가 변동된 경우로, 둘 다 남편이 운영하던
자영업의 무급가족종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결혼은 일을 그만
두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무급가족종사원이라는 지위로 일을 지속하게 하
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일자리 단절을 경험한 사례는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김정
원과 서유경이다. 이들은 1990년대 초⋅중반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 경우인데,
결혼퇴직은 법적으로는 금지되었지만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관습적으로 작동하
고 있던 시기였다.
김정원은 결혼 당시 외주 제작사 PD로 근무하고 있었다. PD는 프로그램을 기한
내에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밤샘 업무도 잦고 출장도 많은 직업으로, 기혼 여성이
가정을 병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김정원이 회사동료들에게
결혼한다는 것을 알렸을 때 동료들은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 두게 되냐고 질문했
다. 김정원은 “여자가 결혼해서 그만두면 남자도 그만둬야 되나요”라고 되물을 정
도로 여성도 평생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김정원은 임신을 하고
막달까지 일을 했지만 출산 후 산후우울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다. 김정원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기획서 작성 업무를 찾아 하면서 일을
완전히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건강이 회복된 후 케이블 방송사 PD로 재취업했다.
⓯ྃԙ⑫ԙṼԙ㉣≫এ࿓ྃԙྷ♷࣯ԙऄ㉷ଟԙሻᠧ⊿ԙ⧷ᇠ㉈ਿԙ1㉈ำԙሻᩯ⸟ԙᶛᑻ
ԙ⇟, ⓯ྃԙ⚰⒔ԙः࿓ԙ⌓ᝣԙ≏ᙫԙ⯯⊣ԙ㉇ྃԙῌᕋԙ⚳㉸ԙ㉷⊷●. ≏࣯ԙ㉇ඇ④
ଟԙሻᠧ⊿ԙ᷌ଟྃԙᠧ┋⓿④ԙ⑷⊷⊣⎃. ㉈ਿԙᶰ㉇ᓛԙः၃ྷԙ∳④࣯ԙ╟ԙ┄ḋ⓰
ᕋ, ⓿ΊΉࣳ⊿ԙඇ࣯ḋԙ≏ᇓԙྃԙ१ԙᤃᑫ᧣ᚻԙ⑷࿓, ⚯ྃԙ∹. ૧ԙ࿓⊿ԙ≬
ࣳ⑇ԙԙ᧣⋯⊣⎃. ૧ԙ࿓⊿ԙ╯ԙἇ㉈⊿ԙᠧ┋࣯ԙ⑷ྃԙय़ԙई࿓. ૧ᓟԙ⊇ଟᙫԙᇓ
ྷԙᾓ⾧ᓷᾓ࣯ԙ∳④㉋⸻ԙ⓳④ჿ࿓ྃԙ᧣⺤ԙ⊳ᚷᇓ④ԙअྃԙ△⤴ࣿԙईԙॲᇓ④ԙᚽ
④ԙཿ┻●. ૧ᒇḋԙ৫ࣿ㑷ԙ1ำԙὛ⊷⊣⎃. ∳④ԙ5㉈ำԙሻԙ1ำԙὛԙඇḋԙ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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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ԙ㌧⓳④ԙჿ⊣⎃... ∳④࣯ԙ╯ԙ∷┄④ԙᄇྷԙ⊳ᚷ, ⑫ԙ∷ԙ㉇ԙय़ಧᕋԙᠫ⊣ԙ᧣
၃ᑫਜ਼⎃. ૧ᓛᝣḋԙ㋓ᇋ㊻⸟ԙ➬ᕋ, ܵܵᑫྃԙ㋳⒛ԙੜඣԙḋ⭇ほ⊿ḋԙ┓ԙⵟԙଟ⊴
⑴ྷ࿓. य़ଟḋԙ⑫ԙ㉇ॻԙჿ. <ଯ┄⎿>

김정원이 다시 경력을 단절한 것은 아이 양육 때문이었다. 김정원은 담임 선생
님과의 상담에서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고, 수
학 과목의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들었다. 선생님의 조언은 엄마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들게 했고, 아이가
틱증상89)까지 보이자 김정원은 직장을 그만두었다. 전문직 여성들은 다른 직종의
여성들에 비해 가사 보조나 협조를 더 많이 받고 있지만,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아내의 책임이 된다(손승영. 2005). 김정원에게도 아이의 이상증세를 다루
는 것은 자신의 몫이었다. 1년을 “과감하게” 쉰 후 아이가 안정이 되고나서, 김정
원은 이전에 근무했던 방송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직업으로 이직했다.
서유경이 경력을 단절한 것은 아이들이 2세와 5세가 된 무렵이다. 직장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지식을 재충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아이 양육을 병행하느
라 무리하게 생활해서 “번아웃(burn out)” 상태가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유
경이 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문직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직업에 대한
자신감이 바탕이 되었다.
1ำԙᤇԙὛྃԙ∷⊿ԙᶛᑻԙ㉋ԙԙਜ਼㉷ྃၟԙ૧ԙᩳ④ԙᠣԙ╺῏ԙय़≫. ᚷ⭗ԙዿԙ
∳⿻⾧ԙᤃᕋԙ≍⊿ԙ⑳∳⿻⾧⊿ԙᶛྃԙᩳ④ṃḋԙ१⊣⌓ΐԙἇႳԙ⑷ԙ④ᓟԙय़⋷⎃.
૧ԙᩳԙຂ⭇ᝣԙඣ࣯ԙ⚰⒔᷌㍋ԙ࿓Ήԙឪ㉏ԙय़ԙई≏ԙ࣯⚯, 1ำԙᤇԙ┄ႳԙὛྃԙ∷
⊿ԙ૧ԙ∳◻ᚷԙ⏃ԙṼԙ◫ԙ⑷⊷⊣⎃... ඣ࣯ԙ∷ԙ⇟ྃԙἋࣳԙ૧ԙ∳◻ᚷྃԙሣԙၟԙ
࣯ΐԙॣၟ, ૧ሻԙࣰ᷌⊿ԙඣ࣯ԙ6ऋ⏃④ԙᄏ⚯, 1ำ④ԙᄏ⚯ԙភᙧ࿓ԙࣰ᷌㉇ԙ∳◻
ᚷᙫԙṼԙ⇣ԙय़⚯... ૧ሻԙ⍋ԙὛ⊷ᝣԙ≏࣯ԙᅇ⑧ԙय़≫, ṿ④ԙᠣԙᚽ④ԙ࣯ྃԙ4
ᶣ, 6ᶣԙ૧⣓ԙჿԙय़ԙई≏. ඇႳԙ∳⎲⑧ၟԙ≏ᇓႳԙᠣԙ㒇ᇓ, ∳⭗ᚷ࿓ԙ≏ᇓԙ
␏⭇⎿ԙ᧣ඣ. ⓯ྃԙਜ਼ྷԙႳ⌯◳ԙᶛᑻ④ԙ∳ᠣႳԙ⊵⒅∳⎃, ᄿԙᩳԙᩯភ࿇ԙ࿓ԙ

89) 틱(tic)은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
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틱증상은 7
세에서 11세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친구들이 틱 아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돌리
게 되면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http://www.snu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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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ԙṗय़ᇏ⎃. ḋ⎧⊿ྃԙ⎟᚛ԙᤅ⊿ԙ⊵ྷ. ૧ԙΉ⊿ᚻԙ㉣ႳԙႻ᧿◫ྃԙၟ࣯ԙ
㉇ԙ૧ᓟԙॻԙ∳ྷ⊣ḋԙ‘≏ᇓԙ╟ᚻԙ၃ԙⵣԙሻ⚯ԙὛ⊣᧫’ ⓯ྃԙ૧ሻԙࣰ᷌⊿ԙ
ඣ࣯ԙ④य़ԙ⓳ᠧ⚰④ྷԙ࿓ΉԙΉ⒀㉏ԙἇԙ⑷࿓ԙ૧ᒛྃၟ, ሠԙὛྃၟԙὛྃԙඣඣԙඣ࣯ԙ
ᠣԙ⎟⎧㉋ԙय़⋷⎃. <ḋ␏ব>

서유경은 경력을 단절한 기간을 “쉬는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지만 정기적
인 출퇴근을 하지 않았을 뿐 일 자체를 그만 둔 것은 아니었다. 서유경은 쉬는 기
간에도 선배의 설계사무소에 1주일에 두 번 출근했고,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밤
시간을 이용해서 요청받은 작업을 수행했다. 서유경은 일을 완전히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직장을 그만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직장에 나갈 때를 대비해서
가사 도우미의 고용을 유지했다. 도우미의 월급은 당시 서유경이 받는 월급의 절
반 이상이었지만 “내가 안 쓰는 순간 그 아줌마는 딴 데 가실 건데”, “그 분을 놓
치면” 직장생활을 다시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고용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중간계급 여성은 취업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가정 내에서의 돌봄 책임 또
한 자신의 몫으로 인정했다. 김정원과 서유경이 양육문제로 경력을 단절했던 1990
년대 초⋅중반은 가족친화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시기였다. 이 시기 기혼 취업 여
성은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정 내 돌봄을 온전히 개인이 담당
해야 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여성이 경력을 단절하는 요인으로 결혼, 출산 및 양육 등의
생애 사건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노동계급 여성은 결혼, 중
간계급 여성은 양육이 경력을 단절하는 주요 사건으로, 계급에 따라 주된 영향을
미치는 생애 사건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력 복귀 후의 일자리
① 고학력 여성: 중간계급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해도 이전 경력을 인정받기 어렵
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고용기회는 저숙련⋅저임금의 단순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장지현⋅김민영⋅장원섭, 2010). 따라서 대졸여성은 하향취
업을 감수하기보다는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숙련도가 높은 전문직, 사무
직 일자리의 경우에만 재취업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장서영 외, 2007). 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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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경력단절 여성인 김정원과 장경진은 비교적 객관화된 과정을 통해서 재취업에
성공했다. 장경진은 자격증을 취득하여 어린이집 원장으로, 김정원은 입사시험을
거쳐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했다.
┋࣯ԙ⎟⎧⚌ႳԙΊ㉇ॻԙᄇԙዿԙ⚯⊿ԙ⌓ྷԙᠣԙࣶ㋯⑷ྃԙཿൻ④ԙ૧ᒇḋԙᶷ
ᕋ⎣ԙ⚰⒔ԙ࣯┧≫ԙᄇএ࿓, ሃ⑿⑧ԙ∳ྻԙॲԙई. ᶷᕋ⎣ԙ⚰⒔ԙ࣯┧≫এ࿓ԙ᷌
ࣰԙ㉇࿓࣯, ⓯㑛ԙ῏ᒀԙ┋࣯ԙᤅ⊿ԙඇ࣯ྃԙ१ԙῚ⊣㉣⎃. ≏ᇓႳԙⶓ⎻≫ԙᄇྷԙ
┋࣯ԙ⛀⊿ḋԙ㉏ԙἇԙ⑷ྃԙॻԙᡇԙࣰ᷌ԙ㉇࿓࣯ԙ࣯┄⊣④⛀ԙ㉇ᝣԙඣ࣯ԙඣԙ⛀⊿
ḋԙඣԙ∳④ᙫԙႻ᧣ᝣḋԙዿԙ☀ࣳ⊿ԙ㉈ਿႳԙὬॻԙ⤭∳ࣷԙἇ࣯ԙ⑷, ૧ᓟԙ१ԙ৯᚛ᙫԙ
㉏ԙἇԙ⑷এ࿓... ⑫ԙ㉇ԙῥԙय़●, ⑫... ┋࣯ԙ≏ᙫԙ∷ԙ╺∳㉷⊣⎃. ≏ଟᙫԙ
ᠣԙῚ⊣㉷ྃၟԙ⊣④⛀ԙ㉇ॻԙᄋԙ④␏ྃԙඣ࣯ԙ≏ᙫԙ⯯⊣㉇ᝣḋԙ㉏ԙἇԙ⑷ଟԙሻ
ᠧ⊿ԙ⊣④⛀ԙ㉇ॻԙᄋԙय़⋷⎃, ࣯┄⊣④⛀. ऋԙ॰ඛ●. ऋԙ॰ඛྃၟԙ⊣
⛻ᇏԙ┋࣯ԙ⚰⊴ԙ࣯┧≫এ࿓ྃԙࣰ᷌⊿ḋ. <⒔ব⚳>

장경진은 둘째를 출산하고 3년의 경력단절 기간을 가졌다. 장경진은 타지에서
전업주부로 지내는 동안 적응의 어려움과 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다시 일을 해야
겠다고 결심했다. 장경진의 남편은 장경진의 재취업에 “무조건 반대” 의사를 표명
했고,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장경진이 택한 방법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었다. 가정어린이집은 가정이 곧 직장이어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
안 살림을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장경진은 “애기를 너무 싫어”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겁이 나고 두려웠지만, “내 집에서 내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싶었던 자신의 상황에서는 최적의 선택
이었다고 서술했다.
≏࣯ԙ⧷ᇠ㉈ਿԙࣷԙሻ⣓ԙᄇḋྃԙ∳ᠣᒇႳԙ④ᒇḋྃԙඇႳԙ∷ԙᄇ, ≏Ⴓԙ∷ԙᄇԙ
╯ԙ∷┄ᄋԙ⚰⒔④ԙ㈳⎃㉇⚯ԙ∹ԙῥ⊣ḋԙ㉈ਿԙ➬ᕋԙ⊣ㇻᑫ④㉣ḋԙਿ⚰⎿ᕋԙ
ᇓ⊣࣯ॻԙᄋԙय़●. ᤃᵇॻԙᶣ࿓࣯ԙᠣԙェ㉋ԙ⚰⒔⊿ԙᇓ⊣࣯࿓ԙ᧣ྷ, ∳④ᙫԙ⏳㉣ḋԙ
╯ԙ၃ԙェ㉋ԙ⒐ԙ⒐≇ྃၟ, ࿓ԙ╺≇⊣⎃. ࿓ԙ╺≇ྃၟԙPDᑫྃԙय़ྃԙඣԙট┄④ԙ
⑷⊷, ᤋ⊧④ԙ⑷⊷ԙ◫Ⴓ⓰⑧ԙᡃ࣯ᙫԙ㉏ԙἇԙ⑷ྃԙ⚰⊴④⊷࿓ᝣԙਿ⚰⎿ԙ⏳⊿
ḋԙඣᔓ⌓ྃԙඣ⎘ԙ〃ᕋ⎟⊴㉇य़ඇԙ৯᚛⓰⑧ԙ⊴ᠣ⋯ଟԙሻᠧ⊿, ẃ⚰㑷ԙᚿ⇯ᇋ᚛
ᝣԙᇠ㉈ਿᚻԙඇ⌯Ⴓԙ㉏ԙἇԙ⑷ྃԙ⑫ԙ㉣≫ԙᄇྃԙᩯᩳ④⊣ḋԙ૧ᓟԙᩯᩳ④ԙ⓯ᒀԙᚽ
ԙࣷᇠԙཿ௷၇ԙय़ԙई∳⎃. <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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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이 종사했던 방송 PD는 출장이 잦고 업무시간도 길어서 일을 하면서 아
이를 돌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다. 김정원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
음 대학교 교직원으로 이직했다. 교직원은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고, 원하는 시기
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보기에 좋은 직장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중간계급 여성들 중 김정원은 이직이 많았던 특이한 사례이다. 김정원은
직장을 여러 번 옮긴 것을 자신의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적합한 직장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했다. 잦은 이직은 일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최선
의 선택이었다.

② 저학력 여성: 노동계급
저학력 여성은 대부분 결혼퇴직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으며, 결혼 당시의 일자리
가 퇴직 시까지 지속된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다.

㉠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

노동계급 여성들은 경제적인 필요로 인해 다시 일을 하게 되거나, 우연한 기회
가 주어져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되었다. 이들의 경력단절 기간은 5년에서 18
년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하게 된 노동계급 여성들은 생활비 보조, 주택 마련 비용,
아이들의 교육비 마련 등을 주요 요인으로 서술했다.
ェ⑇ԙ㌄④ԙ⑿ଟԙ᷌ԙᶛᠣΐ⊿ԙ࣯ḋԙႷ, Ⴗԙ④≫ଟԙ㉇ྃԙय़⋷⎃. টੜԙႷԙᬻ
ᔓԙ࣯၃ᑫਜ਼⎃. 250ᚻ⎿. ∷ԙउ∳⎃. ඇྃԙ╺ԙࣰ᷌ԙ࣯⚯ԙ⑷࿓ԙࣰ᷌㉇ԙ
ᶣ≇ྃၟԙਸ⒔㑷ԙⵟԙ῏ࣿ, ╻⓷ࣿ, ≏ྃԙ⎃ᚻ㉇⚯. ඣ࣯ԙᡇԙ㉏ԙἇԙ⑷ྃԙॻԙ⊵
ྃԙय़⋷⎃. ૧ԙႷԙउᔓᝣԙ⛀ԙ〃∳≫ԙᄇ⎃. ⛀ԙ〃ԙΉ⒀㉋ԙय़⋷⎃. ≏ྃԙ
⊣᚛⚯, ェԙ∳ԙᚿ㉷ᇞ④ԙ⏃ԙ17ᚻ⎿ԙᤊྃԙ⏃⒰④⚯... ェԙ⊣⌗ԙय़ᕋ
ྃԙ᷌㍋㉇ଟ࣯ԙᇞ㉇⚯, ⓯⪄ԙ∷ԙძ⎃, ⓷ᕋԙ∷ԙძ⎃. ェԙ㌄ԙ⎟᚛ԙႷԙ
∷ԙउ∳⎃. ૧ᓶॻԙᄇ࿓᧣ྷԙ⛀④ԙඏ∳ः⒅∳⎃. ૧ሻᩯ⸟ԙ⛀ँ④ԙீ-⪘ԙீ-⪘ԙ
Ꮯྃԙय़⋷⎃. ⎟᚛ԙႷԙ⊣࣯⚯ྃԙ∳ᠣॲႳԙឪ㉣⎃. ඣ࣯ԙᠣଟᔔ㉣⚯ᝣḋԙṿᤋ
④ԙ⓳ᩯԙᠥ⋛ԙ⑷ྃԙཿൻ, ∳ᠣॲႳԙឪԙ㉇ྃԙཿൻԙ૧य़ᤅ⊿ԙ⊵⊷⊣⎃. ≏࣯ԙ⧷ᇠ㉈
ਿԙ1㉈ำԙᇓ⊣ः⊣⎃. ≏ᙫԙ᧣ඣᝣḋԙඇྃԙਜ਼⑇ԙܵܵᤠ㍃⓿ԙ⭿ṃᕋԙᇓ⊣ः⊣⎃.
<④⋰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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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는 미혼 시절 알뜰하게 모은 돈을 기반으로 결혼하면서 작은 주공아파트
를 구입했다.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아주버님에게 돈을 빌려 준 후 아주버님이 돈
을 갚지 않자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게 되었고, 이영미는 결혼 전에 모은 돈의 전
부가 없어진 것으로 인해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다. 자신의 집을 판 이후
에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남편의 월급으로는 다시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는 판단에, 이영미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일을 시작했다.
⓯ྃԙ④ԙ⚰⒔ԙ࣯⚯ॻԙᄋԙॻ, ェ④ԙᶛ⊴ԙᛌ㉷⊣⎃. ⓯ྃԙ⚰⒔᷌㍋ԙ∷ԙ㉇ԙ
ট㌫㉣ḋԙ∳④ᇓᚻԙⶓ⎟ԙ⑷࿓࣯ԙ⍧ੜ⊿ԙඇ࣯ḋԙ⑷࿓࣯ԙェ④ԙ⍧ੜ⊿ḋԙᶛ⊴㉏ᔓ
ԙΉ⒀㉷࿓࣯ԙ∷ԙჿ⊣⎃. ૧ᒇḋԙ⊣❃ԙἇԙ⊵④ԙ∳④ᇓ④ԙ㉈ԙᇓ⊣ࣷԙሻ⋯य़ᇏ⎃.
૧ᓛྷԙェԙ④ᕋྃԙ∷ԙᄇྃԙय़⋷⎃. ૧ᒇḋԙব┋᷌㍋ԙΉ⒀㉇ॻԙᄋԙय़●.
<ଯἇᣧ>
ḧ⏃④ԙ㑇ᓛḋԙ≏ᇓႳԙ⊣ཿԙ┄Ⴓԙⵛ, ☀㉈ਿԙᇓ⊣࣯ྷԙ≏ᇓԙ⏳㉣ḋႳԙ⊳
ᚷ࣯ԙᡃ࣯ԙ╯ԙႳ⎯④ԙᄇ⊣≫ԙᄇএ࿓ྃԙࣰ᷌④ԙᇓ⊷⊣⎃. ૧ᒇḋԙ⑫ԙΉ⒀㉇ॻԙჿ
⊣⎃. (Ή⒀㉋࿓ԙ㉏ԙሻԙェԙᠿᑫԙ㉇ṗ⊣⎃?) ⵟԙ≏Ⴓԙᇠ㉈᷌ԙᄇԙ㉇ྷ
ԙব┋⓰ᕋႳԙᇓ⊣ࣷԙႷ④ԙᚽ, ⓯Ⴓԙ⛀⊿ԙ⑷ଟႳԙ૧ᓶԙ㉣ḋԙ⑫ԙ╯ԙ㉣≫ԙ
ᄇএ࿓ԙ૧ᒛ၃ྷԙェႳԙ૧ሻྃԙ≏ᇓ④ԙ⊣ཿԙ┄Ⴓԙ⯓ḋԙ૧ᓟ⚯ԙᛇᕋԙ㉇ᑫԙ૧
ᓛ၃ᑫਜ਼⎃. ૧ᒇḋԙΉ⒀㉇ॻԙჿ⊣⎃. <␏㌋⋰>

김수미와 유혜영은 결혼 후 각각 17년, 18년의 전업주부 생활을 한 후에 40대 초
반이 되어 재취업했다. 재취업 당시 김수미의 아이는 고2, 고1, 초1이었고, 유혜영
의 아이는 고2, 중1로 아이들의 보육은 어느 정도 끝난 시기였다. 두 사람이 재취
업을 마음먹은 것은 아이의 교육비 때문이었다. 김수미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수
입이 줄어들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고등학생 아이 둘을 “케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구해야만 했다고 서술했다. 유혜영 역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양육에 전념했지만 아이들이 고등학
생, 중학생이 되면서 “엄마가 뭔가 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일을 시
작하게 되었다.
◫ᩯᕋԙ⑷࿓࣯ԙऋ⑧⓰ԙᶛ┄ᕋԙェԙႷԙ⇟ଟ࣯ԙ╯ԙᣧ∷㉣ḋԙඣ࣯ԙ⊣ḋ, ┋
࣯ԙ╴ਿԙ㍋ԙ㉇य़ᇏ⎃. ╴ਿԙ㍋ԙ㉇ᝣḋԙ⇧ԙሻ࣯ԙ⑷⊣ḋԙ⦗⊿ԙ∳ᙣᤃ④⾧ᙫ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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Ή⒀㉷●. ૧ԙႷᕋԙඣ࣯ԙ╴ਿԙ㍋Ⴓԙ㉇, ඣԙ⎘Ⴗԙ㉇ଟԙ⏳㉣ḋԙ∳ᙣᤃ④⾧ᕋԙ
Ή⒀㉷⊣⎃, ⦗⊿ྃ. <ᤄ⌔>

박명옥이 일을 한 것은 “내 용돈”을 스스로 벌어서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였
다. 박명옥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종교기관에 내야 하는 돈을 일일
이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종교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런 용도의 지출
을 이해시키는 것도 힘들었고, 빠듯한 살림에서 “남편 돈”을 자신의 활동에 사용하
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노동계급 여성 중 일부는 우연한 계기로 재취업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재취업이 성립된 것은 여성의 경제적 도움이 가족에 필요했기 때문으로 결국 가족
의 요구가 기혼 여성의 일하는 시기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김혜경, 2010).
(ܵܵԙࣷԙሻԙ⑫ԙ㉣≫এ࿓ԙ∻∳᧣Ή၇ԙሻ⋯⊣⎃?) ∳ྷ, ∻∳᧧ԙሻ࣯ԙ⓳㋯ԙ
∳ྷ, ㉈ਿᙫԙःྃၟ, ㉈ਿԙ࣯ᝣԙᶸ, ਿ⺤ԙ૧ᓟԙॻԙ⑷ྃၟ, ⎟᚛ԙ∳ᇓԙईԙᤇ
⊿ԙ⊳ᚷ࣯, ⊣✻࿓ԙ④≫ଟᙫԙ㉇࿓ԙ᧣ྷԙ⑿ଟྃԙ⎃⑫ඏԙឪԙ㉋࿓ԙ⋅⺏ྃԙឪ
㉋࿓ԙ૧ᒇḋԙ“⋅⺏ྃԙ⍋ԙឪ㉣⎃?” ㉷၃ྷԙ⊣ላԙඇࣳ࿓ԙ૧ᓛ၃ᑫ. “⊣ሃᙫԙ
ඇ࣯⎃?”, ૧ᓟԙॻԙ⑷. “૧ᒇ⎃? ૧ᓛᝣԙඇႳԙ╯ԙ㉣ԙ☇᧿⎃” ④≫ଟᙫԙ㉋ԙॻԙඣ
࣯ԙय़ଟᙫԙᇓ⊣࣯ॻԙᄋԙଟ࣯ԙᄋԙय़⚯. (⓳ᩯ⸟ԙ⑫ԙ㉣≫এ࿓ԙࣰ᷌㉇ṗ⊣⎃?)
⑫ԙ࿓Ήԙ㉣≫এ࿓ྃԙࣰ᷌ԙ૧ሻ⚳ԙ∷ԙ㉷⊷⊣. ⍋ᝣԙ≏ԙ㉈ਿԙ᧣ඣຂԙඇᝣԙ
ṿ④ԙ㉋⤬ԙᚽ④ԙ࣯⚯. ṿ④ԙᚽ④ԙ࣯ԙ૧ᓛྃԙᶰၟ, य़ଟྃԙ⋅⺏⋅⑫ᚻԙ㉷ྷ
. 3⑫ᚻԙ㉷ྷ. ⎃⑫㉇ԙ⺏⎃⑫ԙ⒏ି④ԙ⑫⎃⑫ԙඏԙ⛀⊿ԙ⑷ԙ૧ᓛྷ
ԙ㉣Ⴓԙᄇ⚯ԙ∹ԙ㉷၇ԙय़⚯. Ή⒀ԙ3⑫④⊣ḋ. ⛀ԙ࣯⎟ྷԙཿྷ, ૧ᓟ
ၟԙ⑷࿓ԙ㉣ḋԙ૧ᒇḋ. <⒔≏Ἀ>

장애숙은 지능과 행동에 복합적인 장애가 있는 아들90)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
에 취업은 생각하지도 못 하고 있었다. 장애숙의 아들은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유
90) 장애숙의 아들은 프라더-윌리 증후군(Prader-Willi Syndrome)을 앓고 있었다. 프라더-윌리
증후군은 15번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유전질환으로, 저신장, 비만, 정신지체, 행동장
애, 잠복고환증, 과도한 식욕 등의 증상을 보이나 특별한 치료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출
처: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 장애숙의 아들 또한 작은 키
에 초고도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다녀야 했다. 아들
의 증상 중 장애숙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것이었
다.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 장애숙의 아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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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적당한 교육시설이 없어서 일반 초등학교에 다녀
야만 했고, 엄마가 담당해야 할 일이 많은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다. 아들과 같
은 반의 학부모가 금⋅토⋅일 3일만 가는 직장에 다닌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
을 때, “나도 좀 해줘 봐요” 라고 부탁한 것이 직장을 다시 다니는 계기가 되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아이가 병원에 가지 않고, 방과 후에는 누나와 시간을 보내면 되
기 때문에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자신이 시간을 비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겼다.
장애숙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닐 엄두를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금방 갔다 금방 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
지 않을 수 있고, 아들에게 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빨리 집에 도착하는 것이 가
능했다.
ェ④ԙᦳᕋԙ∷ԙᥳྷԙᠿᙫԙ⑫ԙ㉇ଟྃԙ㉣≫ԙᄇྃၟԙェ⑇ԙඇ࣯ԙ⑷⊣⎃. 3
⑇ԙඇ࣯ԙ⑷ྃၟԙඣ࣯ԙᠣԙ᩷ῼ㉣, ⑿ଟԙ᷌ԙḠঘԙ∳ྷԙඣ࣯ԙᠣԙ᩷ῼ㉇
ྷԙ⓯ଟԙ⊣ሃԙ࣯᧣ᑫԙ૧ᒇḋԙ┋࣯ԙ㉋ԙ4ำԙὛԙ࿓ྻԙय़ԙई≏⎃. ૧ᚻԙᄿԙ≏
࣯ԙ4ᶣԙሿ࣯ԙ૧ԙ㍻ᶛᙫԙᇓ⊣ः⊣⎃. <ব∳>
⊣ኪॻԙय़ଟԙ࣯ॻԙჿᝣԙ૧ሻԙ⭋ਜ਼ᇓ൫᚛ԙភ⑳, ਜ਼⦜ԙ⭋ਜ਼ᇓ൫᚛ԙភ⑳ԙ࣯
┻⊷ྃၟԙ㉋ԙ⭋ਜ਼࣯ԙ⪋ԙ⊣ሃḋԙᤊ∳≫ԙᄇྃၟԙᚷሴ㉋ԙၟ࣯ԙ⊵ྃၟ, ࣯ᚻԙ᧣ྷ
ԙ᧣㋇㍻ᶛ⊿ḋԙᠣ⎿ԙ⪋④ԙὛ⎣ԙय़⋷⎃, ૧ሻ. “૧ᓫԙඣ࣯ԙᇓ⊣࣯ḋԙ㉣ԙ◳ॻ”
૫ၟԙ࣯ԙඇ㉋⸻ԙΉ㋇ԙ╯ԙ᧿ᑫԙ㉇ྃԙ⤟ඇ⊿ԙ૧ԙॣ④ԙई④ԙ⋟টԙᄇअԙΉ㋇ԙ
᧣ॻԙᄇԙ૧ሻԙᇓ⊣࣯ॻԙჿ⊣⎃. <④⌔>

권경아는 남편을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남편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취직과 퇴사를 반복하고, 가족의 생계는 고려하지 않았다. 동생의 상
황을 잘 알고 있던 권경아의 손위 시누이는 “너무 불쌍하니까 저기 어디 가보라
고” 하면서 권경아의 취업을 알선해 주었다. 이은옥은 보험회사 시험을 봐 달라는
지인의 권유와 대출을 걱정하는 친구의 상황이 비슷한 시기에 겹치면서 보험회사
에 취업하게 되었다.
우연히 재취업을 하게 된 여성들은 자녀들이 비교적 어리고, 돌봄이 많이 필요
한 시기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노
동계급 직종의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기술수준이 낮아 입직 요건이 까다롭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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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식 훈련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서 우연한 상황에서의 취업도
가능했다.
재취업한 노동계급 여성이 결혼 전에 종사했던 것과 동일한 직종에 취업한 사례
는 하나도 없었다. 결혼 전 이들은 경리, 단순사무, 생산직에 종사했는데 재취업으
로 얻은 자리는 비정규직 판매직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노동계급 여성 중 경력단
절 후 전일제 노동으로 일을 시작한 사례는 자영업에 종사한 박민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오랜 기간 직장을 벗어나 있던 노동계급 여성들은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대 혹은 보험 영업처럼 일정 조절이 가능한 조건으로 복귀함으로써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시간
제의 불안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 기혼 여성에게 질 낮은 일자리만 제공되
는 현실적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역할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이끌린 자신들의 선택이 반영된 것으로 설명했다(허은, 2016).
य़ଟ⊿ྃԙ⋅⺏⋅⑫ԙ⑫㉇ྃၟԙ⋯⊣⎃, ⎿ᒇྃ. ૧ᓛྷԙᠣԙ╺ԙय़⋷⎃,
⋅⺏⋅⑫ᚻԙ⑫㉇ྷ. ≏ᙫԙ᧿◳ԙἇԙ⑷ྷ. ૧ᒇḋԙ⦇⊿ྃԙय़ଟԙ⚰⒔ԙ࿓ใ
ྃၟԙ- ᠣԙ῏ඇྃԙय़⋷⎃. ૧ᒇḋԙႷԙ∷ԙ☇Ⴓԙ⏃ԙ∷ԙ☇Ⴓԙ࿓ྷএ࿓ԙ૧ԙ┄
Ⴓᕋԙय़ଟ࣯ԙ-ᠣԙ╺≇⊣⎃. <ব∳>

권경아는 주 3일을 일하는 업체에 재취업하게 되었는데,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업무 조건이어서 “너무” 좋았고, “월급을 안 줘도 다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직장생활이 즐거웠다고 서술했다.
⦗⊿ྃԙ∻ᤃᕋԙΉ⒀㉷⊣⎃. ⦇④ᑫḋԙΉࣳԙᚽ④ԙ⼛⑿ԙ∷㉇, 8Ήࣳ∘ԙ⼛⑿
ᙫԙ㉇ᝣԙऀ⑿ଟԙ≏ᇓႳԙ૧ᓶԙ૧ᒇḋԙ⦇⊿ྃԙ4Ήࣳ, 5Ήࣳԙ┄Ⴓԙ∻ᤃᕋԙ㉋ԙ3
ำԙ┄Ⴓԙ㉷⊣⎃... ⛀∷⑫⊿ԙ⚯⒔Ⴓԙ⊵, ≏ᇓႳԙः࿓ԙ⌛ԙΉࣳ⊿ԙᛍ⪟ԙ⊳ᚷ࣯ԙ⑷
ԙ㉇ྷԙ⤝≇⊣⎃. <␏㌋⋰>
(⊣ኪॻԙ∻ԙᇓ⊣࣯῏ԙय़⋷⎃?) ਿ㍻ԙ⛀ᶛ࿇ԙ⺤㉣ḋ. ૧ԙ⛀ᶛ࿇④ԙᜫ⓯ԙ࣯ḋԙ
૧ԙ㍻ᶛ⊿ԙ࿓ฯḋ, ඇႳԙ૧ԙ㍻ᶛԙᇓ⊣࣯ԙῥ࿓. ⑫Ⴓԙ⌓⓳ᤅ⊿ԙ∷ԙ㉇. ≏ᇓԙ᧣
ඣຂԙ㉏ԙἇԙ⑷ྃԙ⑫④ྷԙᠣԙᩯᓬ࿓, ⑿᚛ԙඇᝣԙṻऋ㉣ԙ☇ԙ૧ᒇḋԙᇓ⊣ः⊣
⎃. <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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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ԙ⑫ԙ⛖ॻԙ㉇ṗ⊣⎃?) ≏ԙ⌓ྃԙΉࣳ⊿ྃԙ⛀⊿ԙ⌯ԙ⑷ԙῥ⊣⎃. ≏ԙॠ┄④ԙ
ᄇअԙ∷ԙძ⎃. ≏ԙ⊣ሃԙᛐଧԙሻ࣯ԙ⊵⊷⊣⎃, ૧ሻྃ. ⑫㉇࿓࣯Ⴓԙ≏ԙ⌛ԙሻԙᄇᝣԙ
⋛ଟԙᆦԙజ⚯࣯ԙቐগ⎃. ≏࣯ԙ⚯ԙ㉈ਿ⊿ḋԙ⍃ԙ⸿ၟԙᠿᙫԙ㉏ԙ④ԙࣰ᷌⊿. ਸ⒔
㑷ԙ࣯ᾣ④ԙ╟ᚷ╟ᚷ㉣⎃, ૧ᓟԙΉࣳԙ᧣ඣᝣḋԙ⌗࿓ྷ⎃, ⛀⊿ᙫ. <④⋰ᣧ>

노동계급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데 중요한 조건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여부였다. 이들이 재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노동시간이었다. 유혜영은 “8시간씩” 전일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4시간, 5시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가사노동이나 엄마 역할에 지장을 주지 않
았다고 평가했다. 박명옥이 교회 지인이 다니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근무시간이 “오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무리가 없다
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이영미 또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오전시간을
활용해서 일을 시작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혼자 있을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교 시간만 되면 “가슴이 조마조마”해져서 짧은 시간만 일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의 재취업은 가족들에게도 큰 반대 없이 받아들여졌고, 오히려
아내가 일하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들은 아이가 학교나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 혹은 주말에 직장에 나감으로써 가족들이 느낄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이러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가족들도 전업주부였던 연구참여자들이 직장에 다니는
것에서 오는 불만들을 조절할 수 있었다.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획득

노동계급 여성들 대부분은 재취업 시 시간제 일자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
지만, 경력이 쌓이면서 전일제, 주 5일제로 노동조건을 변화시켰다. 이들은 상대적
으로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가지게 된 것을 자신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것이라기보
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설명했다.
⦗⊿ྃԙ∻ᤃᕋԙΉ⒀㉷⊣⎃. ⦇④ᑫḋԙΉࣳԙᚽ④ԙ⼛⑿ԙ∷㉇, 8Ήࣳ∘ԙ⼛⑿
ᙫԙ㉇ᝣԙऀ⑿ଟԙ≏ᇓႳԙ૧ᓶԙ૧ᒇḋԙ⦇⊿ྃԙ4Ήࣳ, 5Ήࣳԙ┄Ⴓԙ∻ᤃᕋԙ㉋ԙ3
ำԙ┄Ⴓԙ㉷⊣⎃. ૧ᓛ࿓࣯ԙ㍻ᶛԙ⬐⊿ḋԙ⑴ᶛ㉏ԙࣰ᷌④ԙ⊵ԙ૧ᒇḋԙ⑴ᶛ㉇ॻԙჿ
⊣⎃. ⑴ᶛ㉣ḋྃԙ9Ήᩯ⸟ԙ6Ή⚯. ≏ᇓԙ᧣ඣ, 6Ήᝣԙ⻣૫㉣ḋԙᤃᕋԙ⌓ྷԙ
૧ॲႳԙ Ήࣳ④ԙ ⤝၃ᑫਜ਼⎃. (⑴ᶛ㉋࿓ԙ ㉏ԙ ሻྃԙ ࣯╠ᇓ⑇ԙ ᤇ⑀④ԙ ⊣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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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ᤃᙫԙ㉋ԙ3ำԙ┄Ⴓԙ㉣ḋԙ૧ᓟ⚯, ≏ᇓႳԙⵟԙᠣ᚛࣯ԙ⊵④ԙ૧ු, ⵟԙ≏ྃԙ⊳
ᚷႳԙ⑫ԙ㉇ྃԙॻԙ⤝এ࿓ԙ㉇, ૧ሻԙ⁗ԙ⒀ԙ∳④࣯ԙᇠ㉈᷌, ⵟԙ≏࣯ԙ
㉈᷌④ྷԙ⊳ᚷႳԙ⑫ԙ㉣᧣ྃԙॻԙ⤝এ࿓. ェႳԙ⛀ԙ≍④ྷԙ૧ුԙ㉏ԙἇԙ⑷
ྃԙၟ⚯ԙ㉣᧣ᑫ. <␏㌋⋰>

유혜영은 시간제로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회사 측으로부터 직원으로
입사할 것을 제의받았다. 입사를 제안 받았을 때 유혜영은 가족들의 의견을 물었
다. 당시 큰 아들은 대학생, 둘째 아들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오히려 엄마가 일하는
것을 격려해주었다.
∳ᙣᤃ④⾧㉇ԙ⌓ԙ④ᓣԙሻྃԙ4Ήࣳԙ⒏ିԙ㉇ԙ⌓ྷԙ㒇ᇓ⚳ԙ∹≇⊣⎃. ᅇ⛧
ྃԙ␏⭇⎿ԙ࿓ྷ, ∻ᤃᙫԙ㉋ԙ5ำԙ㉇࿓࣯ԙ૧ሻྃԙ㋳⒔ԙ⋛⚰⎿ᇓ④ԙ⊵⊷⊣⎃. ㍻ᶛ
⊿ḋԙඣ᧣ԙ㉣᧫ᒇԙ૧ᒇḋԙ┋࣯ԙ㉋࿓ԙ૧ᒛ●. ૧ᒛ࿓࣯ԙ╴⑫ԙ∻ᤃᕋԙ㉷●. ㍻ᶛ࣯ԙ
⯓┧ḋԙ⚯≃ᕋԙ④ᶛᙫԙः⊣⎃. ④ᶛᙫԙ࣯ᝣḋԙ╴⑫ᕋԙ૫ᠣᙫԙ㉣ԙ☛ᝣԙ㉇၃ᑫ
ਜ਼⎃. ⦗⊿ྃԙ૧ᓶॻԙឪԙ㉋࿓ԙ૧ᒇḋԙ10Ή⊿ԙ࣯ḋԙ6Ή⊿ԙ⌓ྃԙ१ᕋ. ≏ᇓԙ╟ԙ
၃ԙⵣԙ∷ԙ૧ᓶॻԙ㉇ԙ᧣ྷԙ࿓ᙧԙᖻྃԙ⚰⎿④ԙᜫ⓯ԙჿ⊣⎃. ᜫ⓯ԙᄋԙᖻԙ
᧣ྷԙ᧣ᾓႳԙᤊԙ૧ᒇḋԙ1ำԙ⑷࿓ԙඇႳԙ㉇এ࿓, ඇႳԙ㉣ԙ᧣এ࿓ԙ૧ᒇḋԙ⚰⎿
ᕋԙᄋԙय़●. <ᤄ⌔>

박명옥은 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작은 아이가 6세일 때 오전 4시간의 시간
제 근무를 시작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회사 측에서는 박명옥에게 전일제 근무를
제안했지만, 당시 작은 아이가 4학년이었던 박명옥은 회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
른 시간의 출근 때문에 아침마다 어린 아이 혼자서 등교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내
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해에 박명옥은 전일제 근무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이
미 정식 직원이 된 다른 동료들이 임금 인상과 각종 복지 혜택까지 받고 있는 것
을 보면서 현실적인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본 논문의 일부 노동계급 여성들이 중년이 되어서 재진입한 일자리는 ‘상대적으
로’ 안정적이었다. 이은옥은 식품 공장의 생산직으로, 이영미는 마트의 계산원으로
일했는데, 정년이 없거나 무기계약직이었다. 이들이 종사한 일자리는 기혼 여성의
가정 내 역할과 관련되는 것으로 주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
에 특별한 숙련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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Ἃԙᚻᇋྃԙ૧य़, ᙫԙ᧣ԙ∷⊿ԙᇓ⊣࣯ԙ᧣⚯Ⴓԙ∹ԙᶛᠣΐᕋԙሠԙः⊣⎃.
㒇ᇓ࿓ԙ૧ᓛ၃ᑫਜ਼⎃. ૧ᒇḋԙᶻᇋ⏳⭇Ⴓԙ㒇ᇓ⊷⊣ԙअԙඇ, 㒇ᇏԙ⑫ԙ㉣ԙᨓ࿓.
⦇ԙᇓ⊣ःྃၟԙ┄---ᚿԙ㒇ᇓ⊷⊣⎃. ᄿԙԙᶛ④⊿ԙ7ⶓᕋ࣯ԙ㍄ԙ┧ᥳ᚛ྃၟ,
∳⎟, ૫ၟԙ⓯ԙᶛᑻᇓႳԙ㉇ྃၟԙඇྃԙឪԙ㉇ԙ૧ᒇअԙ૧ॻԙ5ำԙงॻԙ⌗ԙय़⋷
⎃... ᶛᑻᇓ④ԙ⌯ḋԙ㉇ᗗԙ㉇࿓࣯ԙ∷ԙඇ⌓ྃԙᶛᑻ, ⑿ᇓႳԙ㉋ԙᄿԙΉࣳԙ㉇࿓࣯ԙ㍃
⒔ΐԙࣳ࿓ԙ૧ᓛԙႳᛌ࣯. ㉋ԙᶛᑻԙ㉇ᗗԙ∳ྷԙ⓿Ίሻԙ⣓ԙሧԙᤔԙ⤗ᔓ◫ԙ
⌓এ. ࿓᚛ᙫԙ࿓⧓ྃၟԙऀ⑿ଟԙ⑿ଟ࣯ԙඇ⌓ॻԙᄇअԙሧԙᤔԙ⤗ᔓ◫ԙ⌓এ࿓ԙ
㉣ḋԙ࣯ḋྃԙ∷ԙ⍃⊣⎃. (㉇㉇) ૧ᓶॻԙ㒇ᇓ⊣⎃. ┄-ᚿԙ㒇ᇓ⊣⎃. य़ଟԙ⑷ྃԙᶛ
ᑻᇓԙ࿓ԙ7ⶓᕋԙ૧ᓶॻԙ⚯⚯, ૧ᓛྷԙ⚯ԙय़ଟԙय़⑇ԙ⍧ੜ≏ᇓԙᤅ⊿ԙ⊵⊣⎃.
<④⌔>

이은옥은 순대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을 했다. 샌드위치 공장에서 일해 본 경험
으로 식품제조 공장에서의 일이 힘든 것은 알고 있었지만 두 달 동안 7킬로그램의
몸무게가 빠질 정도로 순대를 만드는 일은 육체적으로 고달팠다. 이은옥은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고되었는지를 공장에서 하루 일 해보고 그만 둔 사람, 한⋅두 시간
일을 하고 도망간 사람, 한 나절 일하고 집으로 가 버린 사람 등 자신이 겪은 에피
소드를 나열하며 설명했다. 이은옥이 근무한 공장은 업무강도가 높은 곳이어서 내
국인은 거의 입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따라서
일을 하겠다는 내국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직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중년인 이은
옥도 쉽게 입사할 수 있었다. 순대공장은 아침 7시 전에 출근해서 하루치의 물량
을 다 소화해야만 퇴근할 수 있었고, 휴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근무조
건이었지만, 연봉제였고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은옥은 나이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은 힘들어도 오랜 기간 일할 수 있었다.
(ܫܫᚷ⾧ԙ ⭿ṃྃԙ ⍋ԙ ૧ᚻᄿ῏ԙ य़⋷⎃?) ܵܵᚷ⾧࣯ԙ ⎟᚛ԙ ⛀⊿ḋԙ ࣯⏏⊣
⎃... ㉋⑿᚛⊿ḋԙḋḋԙ㉇ྃԙय़ԙ⚳⛋ԙ☀④⊿⎃. ૧᚛ԙ⚳ᶰᇓԙᚽ④ԙᚻඇ⎃.
∷ԙᶣԙῥԙሻႳԙ⑷⊣⎃, ⑿ᶣ㉇ྃԙᶛᑻԙ④㉣ᙫԙ㉋࿓ྷ⎃. (⊣ናԙᚷᕋԙ
Ṽԙ⑫ԙ㉇ṗ⊣⎃?) ④१ԙᡇԙឪԙ④গ, ඣ࣯ԙᠿԙ㉇ᓛԙ૧ᓟԙ⚳ᶰᇓԙ④ଧᔓԙ૧ᒇ.
⚯ᝣԙ૧ᚻ④⚯. “△Ẑ㉣⎃” ④ᒛ⊣⎃. “ඣ࣯ԙΐἇ㉋ԙय़ԙᛍณ⎃”, ඣԙΐἇᕋԙၝ⊷⊣
⎃. <④⋰ᣧ>

이영미는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다. 마트 계산원은 중년 여성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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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일자리 중 하나로 무기계약직91)인 경우가 많다. 이영미는 자신의 일을 한자리
에서 서서 하는 “진짜 중노동”이라고 표현하며, 근무조건의 열악함에 대해서 토로
했다. 무기계약직은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가깝게 열악하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경력단절 후 대부분 시간제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했지만 생
산직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과 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퇴직했다.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 시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다 퇴직하게 되
는 경우도 많지만 본 논문의 노동계급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종
사하였다. 그것은 본 연구의 특성에 기인하는데, 불안정한 노동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렀던 여성들은 은퇴를 연구하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저임금, 단순 저숙련직이지만 전일제로 비교적 지속적으로 한 직장에 근무
한 것은 은퇴를 연구하는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로 흔쾌히 임할 수 있었던 조건이
되었다.

2절 유급노동의 의미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서사에서는 노동자 정체성을 가지는 지의 여부와 생계부양
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절에서는 자신의 경제활동을 당연한 것으
로 여기는 집단과 생계보조적인 것으로 여기는 집단으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1. 노동자 정체성
중간계급 여성들은 가족생활과는 별개의 차원으로 직장생활의 의미를 설명하였
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패턴을 일과 연결하여 서술하였는데, 아래에서
이들이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의미화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알아
91) 200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후부터 ‘무기계약직’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윤애림, 2013).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의 중간 성격이라는 뜻에서 ‘중규직’이라고 불린다(박옥주⋅손승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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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1) “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
중간계급 여성들은 일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일에 대한 생각
은 “내가 내 삶을 케어해야 하니까”(김정원), “내가 안 하면 안 된다”(홍정희), “직
장생활을 하는 것은 내 운명”(백지영), “일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선정), “나는 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서유경) 등으로 표현되었다.
한선희는 취업에 대한 열의와 구체적인 준비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했다. 한
선희는 교사의 꿈을 가지고 교대에 진학했지만, 그 당시 발령이 적체되어서 졸업
후 바로 임용이 되지 않았다. 한선희는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
에 타자 학원을 다니면서 전화교환원 시험을 준비했고, 당시의 학생들 중 드물게

“자기 진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교수님의 칭찬까지 들었다.92)
⎟᚛ྃԙ૧ሻԙਿ࣯ԙᤋᔨ④ԙ∷ԙඛ⊣. ┄⦣࣯ԙძԙ⑷⊷⊣... ඇྃԙ૧ሻԙ⑿࣯ԙ⦇
ԙ᧣ᄏԙΉ≫. ⑿ᙫԙ⏏⊣⎃. ╧⊴㉇ᝣԙ⫗⚰④ԙ∷ԙᄋ࿓, ⊣ሃᑫႳԙ࣯≫ԙᄋ
࿓ԙ૧ᒇ࣯⚯ԙ⑿㉈⎿ԙ࣯ḋԙ⑿ᙫԙ⎣ԙय़≫. ╧⊴㉇ଟԙ⓳⊿ԙ᷌㍋৯⊿ԙᇓ⊣࣯
ྃၟԙ૧ሻԙ⓳㍃ਿ㍇⎿ԙΉ㋇ԙ᧧࿓, य़ଟԙΐଟႳԙ᧣ԙ④ᕏႳԙ᧣ԙ૧ᒇ. ④ᕏ⊿ԙ
㉘ঘԙ㉋ԙय़≫. ΐଟԙ᧣ྃԙඏ④ԙ᷌㍋৯ԙᇓ⊣࣯ྃԙ૧ԙඏ④≫. ਿἇ㉋⸻ԙ⊇ଟᙫԙ㉇
ԙඇ⌯≫ԙᄇ⒅∳. ਿἇ࣯ԙ࿓ԙ⑷ྃၟḋԙ⊳⦜ԙ⭜⤛ԙ㉣ԙ☛⊣. ④ᓶॻԙ⑿ଟԙ⚳ᕋᙫԙ
◯ᬳ㉇ԙ⑷࿓ԙ૧ᒇ࣯⚯. <㉋ḏ㑛>

한선희는 서울로 상경해서 타자학원에 다니면서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비서로 취
업했다. 교사 임용을 기다리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취업까지 한 한선희는 인터뷰
중 “나, 개척한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했다. 한선희가 이렇게 적극적
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한 것은 “평생” 일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ඇྃԙジ᷌ԙ⑫㉏ԙࣰ᷌ԙ㉋ԙय़≫. ඇྃԙ⛀⊿ԙឪԙ⑷⊣⎃. ඇྃԙṼԙ⚰⒔ԙ࿓ใԙ
य़≫, ∳ᠣय़ඇԙ㉣Ⴓ. ૧ුԙ⛀⊿ḋԙԙ⑷⚳ԙ∹≇ԙय़≫. ඇྃԙ⛀⊿ḋԙྃԙ१ԙ

92) 한선희가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 대졸 여성의 진로는 취업 53.6%, 무직 23.1%, 진학
5.1%였다(교육통계연보. 1970-1979, 이혜정, 2012: 4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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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ԙ∹∳⎃. ⚯Ⴓԙ⛀⊿ԙ⑷ྃԙ१ԙ⎿⭇ԙ∹∳. ⚯ႳԙṼԙᡃ࣯ᙫԙ⎟ᓛԙ࿓ྷ⒅
∳. <㉋ḏ㑛>

홍정희는 프러포즈를 받을 때 자신은 결혼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
히 밝혔다. 홍정희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려운 친정에 도움을 주고, 어린 동
생의 학비 지원도 해야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서 부모님보다 더 나
은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⑫ԙ㉇ྃԙॻԙ⑧᷌⊿ḋԙ☀⎃㉇࿓ԙࣰ᷌㉇ḧ⎃?) ⊳⦜ԙ☀⎃㉇●. ট㌫Ⴓԙ㉣᧣
ԙ࿓ԙ㉣᧿Ⴓԙটੜԙඇྃԙ㌫⑿ᑫྃԙࣰ᷌ԙᄇॻԙᚽ④ԙ㉇ॻԙძ⎃... ⑫ԙ᧧⑧④ԙ㉏ԙ
ἇԙ⑷, ᧧⑧④ԙ╺∳㉇ԙඣԙय़⑧ԙॻԙ⑷⊣≫ԙ㉋࿓ԙ᧣य़ᇏ⎃. ૧ᒇḋԙሧ㉋⸻Ⴓԙ
Ṽԙ⊇ଟ㉣⎃, “ԙ⚯ԙ⭋ԙ╺∳ԙ◬এ⚯ᚻԙᶛᑻ④ԙ⊣ኪॻԙᄏ⚯ԙភᙣ, ⑿
࣯ԙྷԙ⑧᷌⑇ԙ૧य़ԙᄏԙἇྃԙ⊵࿓. ඇྃԙྷ࣯ԙ⑫Ⴓԙ⑷, ╺∳㉇ྃԙ⑿Ⴓԙ⑷ԙ૧
ᓟԙॻԙᧀ㉸④ԙჿᝣԙ╺এ࿓” ⊇ଟԙᚽ④ԙ㉇ྃԙェ④⊿⎃. ඇ☀⊿ԙ∳④࣯ԙ᷌গႳԙ∳
④Ⴓԙྷ࣯ԙ⌛⑧㉏ԙ㈳⎃࣯ԙ⊵, ྷԙ⑧᷌④ԙ⑷ྃၟԙय़ଟ⊿ԙ⑫ᩯ࣯ԙ∳④, ⑫ᩯ࣯ԙ
ェ④, ዿԙ⑫ᩯ࣯ԙ⑫④, ④ᓶॻԙࣰ᷌㉇ྃԙॻԙ╺এ࿓. <ḋ␏ব>

서유경은 일을 하지 않고 산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서유
경은 자신의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양육이나 가사에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 방식으로 생활해 왔다. 서유경은 첫 아이를 낳기 2달 전부터
입주 도우미를 구해서 아이 양육 문제에 남편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했고, 출장
을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친정어머니에게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러 줄 것
을 미리 부탁했다. 자신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직장을 그만두라는 빌미가 될
까봐 남편 앞에서는 직장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았다. 서유경은 성인이 된 딸에게도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부를
하면서 “니 인생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가 아이고, 일부가 남편이고, 또 일부가 일
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충고한다.
⓯ྃԙ῏⊿ԙ⎟᚛ԙ≏㉋⸻ԙ⋛⑿, ⑿ԙਜ਼ᩳԙ∷ԙ㉣⎃. ⍋, ┋࣯ԙ૧ԙ⊇ଧԙᇒྃԙ१ԙ
ᠣԙῚ⊣㉷ଟԙሻᠧ⊿. ⓯㑛ԙሻྃԙ⋛⑿ྷԙਿඇԙᶛ, ≬࣯ᑫԙ㉷⊣⎃. ૧ሻᩯ
⸟ԙ⓯ྃԙῚ⊷၇ԙय़ԙई∳⎃. ⓯㑛ԙ⊳ᚷ࣯ԙ⓳⊴◫ᩯྷԙ⓯ྃԙ⓳⊴◫ᩯᕋԙᶣ⚯ԙ∹এ
࿓ྃԙॻԙ࣯⒔ԙ⯧၇ԙय़ԙई≏⎃. ⓯㑛ԙェ㉋⸻Ⴓԙট㌫╟ॣ④ԙඣ࣯ԙ⊣ናԙ⑫ԙ㉣Ⴓ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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ᚸ⚯ྃԙᚿ∳ᑫԙ⋯⊣⎃. ⋛⑿, ⑿, ⑫⊿ԙ⑷⊣ḋྃԙਜ਼ඇԙ࿓ԙ⑫ԙ㉇ྃԙॻԙᛍ࿓ԙ
ᑫԙ⓯ྃԙࣰ᷌ԙ㉇. <ଯ┄⎿>

김정원은 학창시절부터 전업주부인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김정
원은 “여자니까” 여성들에게 적합한 행동을 하고, 여성들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가
져야 한다는 성별로 역할을 결정하는 사회적 메시지에 반감을 가지고 성장했다.
김정원이 직장생활을 할 당시만 해도 여성PD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촬영장에서
김정원은 PD가 아닌 작가로 인식되었다. 김정원이 남편하고 결혼할 때 내건 요구
사항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막지
는 말아라”였다. 김정원의 서사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
는 것으로, “나는 내 앞가림”을 한다, “나는 내가 알아서” 산다, “내가 삶을 케어해
야 하니까” 등으로 표현되었다.
‘ඣ࣯ԙ㒇ᇓ⊣Ⴓԙ⑫ԙຂ⭇ԙឪ㉇ྃԙਜ਼ඇ’ ᑫྃԙ१ԙ∻ॻԙᄇ⊷, ◫⊿ḋྃԙ④㉣
ᙫԙឪԙ㉇ྃԙय़●. ⎟᚛ԙェԙ“૧ᓶॻԙ㒇ᇋྃၟԙ⍋ԙ㉣?” ④१ԙ∷ԙ㉷ԙሻԙดᾓ⾧
ྃԙ࣯ԙ῏㉣ԙ◫ྃၟ⎃? ∳ᠣႳԙ㉣ԙ◫ྃԙᶛᑻ④ԙ⊵⒅∳⎃. ェԙ“⍋ԙ㉣, ૧ᚻ
ᄿ⚯”. ૧ᓶ࿓ԙェԙ૧१ԙ㉣ԙ◫⚳ԙ∹∳⎃. ඣ࣯ԙᶥԙ⯯⊣㉣≫ԙ㉇ྷԙṼԙ⑫
ԙ㉣ԙ⍃၇ԙय़ԙई≏⎃. <ଯ┄⎿>

김정원은 자신의 삶의 몫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남편도 내가 할 일을
대신 해 줄 수 없고, 내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여긴다. 남편에게도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와이프를 먹여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자 부양의 부
담을 나누어서 질 것을 요구했다. 김정원에게 경제적인 독립은 자신이 원하는 삶,
남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기혼 여성으로서 일을 하는 것은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지는 상황
을 가정하지만 연구참여자들에게 일과 가족은 각기 분리되어 있는 영역으로서 그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에게 일을 하는 것
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삶의 중요한 일부이며, 여성의 생애 안에서 ‘일’과 ‘가족’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삶의 과제로 여겨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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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계부양의 당연함
중간계급 여성들 중 절반 정도는 남편의 사업 준비, 학생인 남편의 뒷바라지 등
의 이유로 결혼생활의 일부 기간은 일인 생계부양자로서 가계를 이끌었다. 생활비
또한 연구참여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
의 생계부양 역할 비중이 남편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없다.
㉋ԙ3ำԙ࣯④ᙫԙ⎟᚛ԙ῏ᒀ④ԙ◯ᬳ㉇, ᶛ⊴ਜ਼ᶰႳԙ㉇ԙ૧ᓟԙଟࣳԙ∷ԙ⊣
❃ԙἇԙ⊵④ԙඣ࣯ԙ⊣≫ԙᄇྃԙ⑴⒔④⊷⊷ԙ૧ᒇḋԙṼԙ㉇ॻԙჿ, ૧ሻྃԙ⎟᚛ԙ
῏ᒀ④ԙ⛀∷⑫Ⴓԙ╯ԙ㉣ԙ◫, ∳④Ⴓԙ⯯⊣㉣◫, ૧ᓛྷԙ➫ൃԙඣ࣯ԙ≬ࣳԙ╯ԙェ
㉣⚳ԙय़●. ⎟᚛ԙ῏ᒀ④ԙ࿓Ήԙ⑫ԙ⒐ԙ⑫㉇ଟԙΉ⒀㉇ᝣḋԙ➫ൃԙᬳ࣯ԙዿԙ࿓Ήԙ
⌗ԙय़●. ㉇၇ԙय़ᙫԙ∷ԙ㉇ྷԙඣ࣯ԙᠣԙ㒇ᇏԙय़⋷⎃. ⛀∷⑫⚯ԙ㉇ྃԙॻ. ૧ሻԙ
ェ㉇Ⴓԙ≬ࣳ∘ԙ⾧ᓛᬃԙ╯ԙ᷌ଟ. <ଯ㑛ব>

김희경은 자녀를 출산한 얼마 후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 두었기 때문에 혼자 생
계를 책임져야 했다. 김희경은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기간을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남편이 육아와 가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편해진” 시기로 정
의했다. 김희경이 남편과 갈등을 빚은 것은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만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게 되었
기 때문이다. 김희경에게 문제가 된 것은 자신이 생계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생계부양에 더해서 가사와 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돌아오는 상황
이다.
ェԙ╟⚰⊿ԙᛍ⚯ԙ∹ྃԙᶛᑻ④⊿⎃. ᶛ⒔㉇ԙ⪘Ⴛ④ԙ⑫⊣ඛ⊷ྃၟԙ૧१ԙ⒇ԙ
ឪԙᥳ၃ᑫਜ਼⎃. ⑿ଟԙᶛ⊴ԙ㉇এ࿓ԙඇࣳԙय़, 10ำԙ᷌ԙ㉋ԙय़●. ૧ԙ
∷ԙ┋࣯ԙ᷌ԙᚽ④ԙ㉷●, Ⴗԙ࣯┧⌛ԙሻႳԙ⑷, ∷ԙ࣯┧⌛ԙሻႳԙ⑷. 
࣯ྃԙ⏃⒰④ᙫԙ㉣≫ԙᄇྃԙᶰ㍘④⊷၇ԙय़●. ⓯Ⴓԙऋԙ㒇ᇓ⊷⊣⎃. ᷌ଟྃԙਜ਼
ԙᝃೃ≫ԙᄇ⒅∳⎃. ┋࣯ԙᝃ●. ૧ුԙ┋࣯ԙḏⷌ㉋ԙय़ԙई∳⎃. ∷ԙ૧ᓛᝣԙ㉣
≫ԙᄇ⒅∳⎃. ④य़ԙ⑿⦣Ⴓԙ④⚯ᚻԙᚻ≬ԙඣ࣯ԙ૧१ԙᝃಧ⚯ԙ∹≇࿓ᝣԙ၃ԙⵟԙ
ԙ㉇ᝣḋԙᶣ∳≫ԙᄏԙय़ԙई≇⊣⎃. ⎟ḏἋ⏳࣯ԙ࣯╠④ԙ⎟ḏ④⊷⊣⎃. ࣯╠④ԙ⊵
ᝣԙඣ࣯ԙԙ㉣ᨓ⑿ԙ⑇ᣧ࣯ԙ⊵࿓. ඣ࣯ԙ⊀᧣㉏ԙἇԙ⑷ྃԙḏ⊿ḋྃԙ⊀᧣㉇, ᝃ
ಯԙἇԙ⑷ྃԙḏ⊿ḋྃԙᝃಧ⑿. ⓯ྃԙ┋ԙḏⷌ④ԙ⌢≇࿓ԙࣰ᷌㉇. <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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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은 남편을 “조직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남편이 직장을 그
만둔 것에 관대한 이해심을 보였다. 김정원은 남편이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10년
동안 주부양자로서 생계를 책임졌다. 김정원이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자
신과 남편이 생계에 책임지는 정도를 동등한 위치에 두었기 때문이다. 김정원 자
신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지 않
는 것은 “고생”스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갈등적인 상황은 아니다. 남편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 자신이 일을 하는 현실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
문이다.
⓯ྃԙ⎟᚛ԙ῏ᒀ㉋⸻ԙ᷌㍋ᬳᙫԙᤊ∳᧧ԙ⓰④ԙ⊵⊣⎃, ⚳⛋. ⚰⒔᷌㍋ԙ⦇㉇ᝣḋ
ᩯ⸟ԙൌ⚯. य़⑇ԙ૧ුԙᶣᚫԙඣ࣯, ⎟᚛ԙ῏ᒀԙ⓯⪄. ૧ᓶॻԙ㉣ԙ⍃⊷●ԙ⸟⭇ྃԙ
ḋᕋԙ∷ԙ㉷⊣⎃. ᶛΐԙ┋࣯ԙ၃ԙᚽ④ԙ⇟ଟྃԙ㉷●. ᩯ╠㉏ԙሻႳԙᚽ④ԙ⑷⊷⊷●. ∳
④࣯ԙ㉇ඇԙ⑷ԙሻྃԙᶰ৯ԙ⊵⊷⊣⎃. ᅇ④ԙ᷌ଟᝣḋᩯ⸟ྃԙ⊇ԙ㉈⎿ᬳԙᇓ⊣࣯, ⊇ԙ
㉈⎿ᬳԙᇓ⊣࣯ԙ૧ᓛྷԙ㉈⎿ᬳ࣯ԙ╯ԙᩯ╠㉷⊷●. ㉈⎿ᬳᚻԙ╯ԙḋԙ●. ᤠᚻԙ
⎿∘. ㉈⎿ᬳᚻԙ╯ԙ᧣ⷋ☛⊷⊣⎃. ඇᜧ⚯ԙ᷌㍋ᬳྃԙඣ࣯ԙ࿓ԙ㉇. ㉇࿓ឪ㉣ԙ⎟᚛ԙ
῏ᒀԙ⑿⤗ḧ⚯ԙඣ࣯ԙ࿓ԙඣ☛⊷⊣⎃. ⑿⤗ԙ᧣㋇ᖻ⚯ԙ࿓ԙඣ☛⊷ྃၟ. <ଯ㑛
ব>
ඇྃԙ᷌㍋ԙ㉣≫ԙᄇ⒅∳. ⎟᚛ԙ῏ᒀ④ԙ᷌㍋ᬳԙ∷ԙ☇ḋ. ⎟᚛ԙ῏ᒀԙⵟԙ⑫, ⑿
ଟԙᩯភ࿇ԙភΉ, ⒔④ྷԙ᷌㍋ᬳᙫԙᇋᔓ≫ԙᄇ⒅∳. ᩯភ࿇ԙ᷌㍋ᬳԙᇋ᚛ྃԙॲ
Ⴓԙᇋᔓᑫԙᚷᑫԙ૧ᓛ⚯Ⴓԙ∹≇⊣. ඣ࣯ԙ၃ԙᚽ④ԙ⊷⊣⎃. ૧ԙᶛᑻԙ᧸ԙඋԙស
ᑫ. ∻∳ḋԙ㉇ྃԙय़≫. ඇྃԙ≏ᇓԙ࣯ᙣ⭇ԙ᷌㍋㉇ԙ④ᓟԙय़ᙫԙ㉇ྃԙय़⚯. <㉋ḏ
㑛>

중간계급 여성 중 대부분은 남편과 소득수준이 비슷하거나 자신의 소득이 더 많
았으며 남편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버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
고 했다. 여성들 중 절반은 결혼 기간 동안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고 자신이
번 수입으로만 생활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항목을 정해서 각자 부담하거나 남편
과 공동으로 생활비를 부담했다. 안정적인 생계부양 역할은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생활비 전체를 부담하고, 남편의 소득은 시집으
로 보내지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사례도 많았다.
남편의 소득이 자신보다 적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여성들은 한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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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며, 생계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을 가계
경제에 사용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중간계급 여성들에게 경제활동과 그
에 따른 생계부양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성별에 따라 취업의 근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이분법적 구도, 즉 자아실현이냐 생계부양이냐로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

3) 가족의 성공이 아닌, 나의 성공
중간계급 여성들은 남편이나 자녀들의 인생과 독립된 것으로서 여성 개인인

‘나’의 인생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ඣԙ⏳◫ᕋԙᶣ∳⎃ԙ(㉇㉇) ẃ⚰㑷. ඣ࣯ԙᜨԙῥԙय़ԙ࿓ԙᜨ, ඣ࣯ԙᶛԙῥԙ
य़ԙ࿓ԙᶛ. ૧ᓛྷԙ⌛⑧㉇ྃԙᾓ⑫ԙ∳ྷ⊿⎃, ┋࣯. ඣ࣯ԙ≏ᇓ㉋⸻ԙ⌛⑧㉇ԙ
ਜ਼㉋⸻ԙ⌛⑧㉷ᝣԙඣ࣯ԙྷณᇓ㉋⸻ԙ⌛⑧㉣ḋԙⶓ⏏ྃၟԙ④ॻԙᠿ≫ԙ૧ᓣԙ⸿ၟԙ૧
ᓶॻԙ∷ԙⶓ⏏ྷԙ૧ᒇḋԙᤊඇԙ᧣⚯ԙ૧ᓟԙᾓ⑫④⊿⎃... ᚸԙ⛀⊿ԙ࣯ḋԙ⑫⣼,
ᶛᑻᚷ࿓ԙ⾯᚛⒅∳⎃. ⑫⣼ԙ࣯ḋԙ⛀⊿ԙ࣯ḋԙ⌛⑧㉇ԙ≏ᇓ㉋⸻ԙ⤴ԙ⑬⊣◫ԙ૧ᓟԙ
ᾓ⑫④ԙ∳ྷᑫ. <┄ᣧ㍃>
(∳ᇓ④) 1, 1㉈ଟԙ┄Ⴓ⚯ԙṼԙ(㉈⎿) ः࿓ԙ∷ԙः࿓ԙ④ᓛྷԙ‘ඣ࣯ԙඣԙ
⚰⒔ԙἇ㉇࿓࣯ԙ≏ᙫԙᛌ⭇ྃԙय़ԙ∳’, ≏ᒀԙ㉋ԙԙႳᤄԙ㉣᧿≫ԙᄇྃԙᶰ㍘⑧य़
●. ૫ၟԙয়য়④ԙࣰ᷌㉣ԙᨓྃၟԙ૧ॣԙ∳ྻԙय़≫. ඣ࣯ԙ૧ᚻԙᅯ࿓ԙ㉣ḋԙඣ࣯ԙ∸∳
ḋԙΉࣳԙ⥈ଣ࿓ԙ㉣ḋԙ∷㉏ԙ④ԙ㉏ԙय़ԙई⚯ྃԙ∹ԙय़●. ૧ᒇḋԙ࿓Ήԙ㉋ԙԙᚷ
ԙ࿓⒐, ≍ᕏԙ၃ԙᠧ┋࣯ԙ⊵ྃԙΉࣳ④ԙ⌛ԙ⸿ၟԙ④ॲԙቋ⊿ԙ૧ᚻԙᄿྃԙॣԙ∳ྻԙ
ॲԙई. <ḋ␏ব>

정미화와 서유경은 아이의 삶, 아이의 성공과 자신의 삶을 분리해서 판단한다.
정미화는 자신은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어릴 때도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돌보기보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시했다고 서술했다. 정미화는 현재도 자녀들에게 기대하
는 것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고 아이들의
요구를 우선하면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신을 돌보는 것을 바라지 않
는다. 서유경은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오락에만 빠져있고, 공부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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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속을 썩었다. 그 당시에는 엄마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챙겨
주지 못해서 아이의 미래가 잘 못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잠시 했지만 곧 마
음을 다잡았다. 엄마가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이 아이의 상태가 좋아진다는 것을 보
장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에서이다. 서유경은 아이 문제로 직장에 다니는 것을 저울
질하는 후배 여성 직장인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비”를 잘 넘기고, 자
신의 커리어를 아이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ᶛ⊴ԙ㉇ྃԙᶛᑻԙ㉇ᗗԙ≍ԙភᙣଟԙሻᠧ⊿ԙェ④ԙଟ◯④ԙᄏԙἇԙ⊵⊣⎃. ┋࣯ԙ
┋ԙ≍࣯ᚫԙ㉣≫ԙᄇྃԙय़⚯. ェ④ԙᤄԙ⸟ᐗ᚛ྃԙय़ྃԙ⓯㉋⸻ԙⵟԙ⑇ᣧ࣯ԙᄏԙ
ἇԙ⊵ྃԙय़●. ⓯ྃԙ㉏ᒸᚻԙ⒇ԙ⤳⎻◫ᝣԙᄋ࿓ԙࣰ᷌ԙ㉣⎃. ェ④ԙᤄԙ⸟
ᐗᚣԙ१ԙଟ㉇ԙ⑷⊷ᝣԙ┋࣯ԙ④ᓶॻ⚯ԙ┋ԙ⑫ԙឪԙ㉷এ●. <ଯ┄⎿>

김정원에게 남편의 성공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성공 여부는 자신
의 삶에 “큰 의미가 될 수 없”다. 김정원이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가정에서 책임지
고 있는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이다. 김정원에게 자신의 인생은 누구도 대체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성은 남편의 성공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
로의 힘으로 발휘되는 것이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남편이나 자녀의 성취를 자기 자신의 성취로 여기지 않았다.
이들의 자기성취 욕구는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지, 남편
과 자녀의 성취로는 대리만족 될 수 없는 것이었다.

2. 생계 보조자
노동계급 여성은 경제활동을 가족 내 역할의 연장으로 간주했고, 가족 안과 밖
에서의 역할 사이에 구분을 하지 않았다. 결혼 후 노동계급 여성들의 노동은 가족
에 대한 의무감에서 비롯되었다.

1) “도움은 되겠죠”
노동계급 여성들은 남녀에게 일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다르다고 인식했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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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에게 경제활동이 생계부양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면
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남편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일을 생계에 보조적이라고 간주했다.
이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보다 소득이 적었다.
┋࣯ԙ⊣≫ԙ⊫ᚷඇԙ⊷এ⊣⎃. Ⴓ⎯④ԙჿ࿓ԙࣰ᷌ԙ㉇ྃၟԙ∷ԙ⊣Ⴓԙ㉏ԙἇԙ
⊵ྃԙय़ྷԙ૧ᓛྷԙ⊷⊣≫ԙᄇྃၟԙᚽ④ԙឪԙ⊷●. Ⴓ⎯④ԙ⊫ᚷඇԙჿএ⊣⎃,
૧ᓟၟԙ∷ԙ⊷ᝣԙዿԙႳ⎯④ԙ∷ԙჿ⒅∳⎃. ᚽ④Ⴓԙឪԙᝣḋԙ⩋ḏԙ࿓㉣ԙᶣ≇၇ԙ
य़ԙईԙࣰ᷌. ┄ᚿԙᚽ④ԙឪԙᤊ≇, ⩋⓯⋛ྷ. ェԙ╟ԙႳ⎣ԙॲᲿ④●, ェ
ԙ૧ॲႳԙ∷ԙႳ⌯☛ᝣԙऋԙ㒇ᇓ⊷ԙ⸿ၟ. <ଯἇᣧ>

김수미는 18년 동안 경력단절 상태였다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의 경제
적 사정이 나빠지자 “아내로서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재취업을 했다. 남편이 취업
을 권유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나서야 하는 입장이었고, 남편도 “100프로 원했
을” 것으로 판단했다. 남편이 생계책임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안 벌어도” 어쩔 수
없지만 함께 생계를 책임짐으로써 힘들었을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고 여겼다.
(Ⴗԙᥳ῏ԙॻԙ᷌㍋⊿ԙ᧣ⷛ④ԙᄇṗ࿓ԙࣰ᷌㉇ḧ⎃?) ૧ᓫ⎃. ⺤ԙᜨԙῥԙሻԙ
ᛇᕋ. ⦗⊿ྃԙ૧ᓟԙᚷᕋԙ⚰⒔᷌㍋ԙ㉷⊣⎃. ╴ਿԙ㍋ԙሻᠧ⊿ԙ④ᓶॻԙᄇଣԙ㉷
ྃၟ, ᠣ⎿ԙ⏃④ԙ૧ሿԙ⊳⦜ԙ⓰⊷⊣⎃. ⺤ԙᜨྃԙय़ྃԙ∳ԙ⏃ԙྃԙඏ, ㉋ԙ
⊿ԙᄿԙԙሠԙ┄㉣ຂय़ᇏ⎃. ૧ᓛ࿓ԙඣ࣯ԙ∳ᙣᤃ④⾧ᕋԙႷԙᥳྷԙᜨԙῥԙሻԙ
ᶛ◳ԙἇ࣯ԙ⑷ྃԙय़⋷⎃. ඣ࣯ԙႷԙᥳྷԙ≏ᇓԙ⑴ԙῥԙय़, ⇟ԙῥԙय़, ㉇ԙ
ῥԙय़ԙ࿓ԙ㉣ԙ◳ԙἇ࣯ԙ⑷ྷԙ૧ॻԙ╺≇⊣⎃. <ᤄ⌔>
ඣ࣯ԙ⑫ԙ㉇ྃԙय़ྃ, ૧ᒇႳԙଟ᧧⓰⑧ԙॣԙ∳ᚷԙ῏ᒀ④ԙ∷ԙԙԙ⑷࿓ᝣԙ⛋
⚌ඇḋԙឪԙএ⚯, 㒇ᇓ. ૧ᑫԙ⊫ᚷඇԙ㉏ԙ૧ॻ. ૫ၟԙଟ᧧⓰⑧ԙॣԙ(῏ᒀ
④) ⊣ḋԙ࿓ԙ㉇ԙ૧ුԙඣ࣯ԙ⇟ྃԙॣԙඣ࣯ԙ⊣ḋԙ㉣Ⴓԙᄇ... ඣ࣯ԙ⊣ḋԙඇ
ᚻԙ⁗ႳԙႳ⎯④ԙᄋ࿓ྷ. ඣ࣯ԙ⊣ḋԙඇᚻԙ⁗ႳԙඇႳԙᠿԙ⋷ᙫԙᇓ⊣ḋԙႷԙ╯ԙඇ
࣯ྃԙय़ԙ⑷ԙॲ④, ᠿԙඇ࣯ྃԙय़ԙ⑷ԙॲ④, ඣԙ⓳㍃⎃ԙඣ࣯ԙඇ࣯ྃԙॲ④
. ඣ࣯ԙ⌦④ᑫႳԙ㉇ඇԙᶛԙ⑴ԙ④ᓛᝣԙඣ࣯ԙ∷ԙᝣԙ⊣⛻ᇏ⚯ԙ⋛ଟḋԙ࿓ԙඇ࣯≫ԙ
ᄏԙႷ④⒅∳? ૧⭇ᚻԙඣ࣯ԙ⊣ḋᑫႳԙඣ࣯ԙ⇟ྃԙय़ྃԙႳ⎯④ԙᄇྷԙႳ⎯ԙᚽ④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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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ԙࣰ᷌ԙ㉣⎃. <⒔≏Ἀ>

박명옥은 종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겠다는 생각에서 “아르바이
트”를 시작했지만 자신이 돈을 벌게 되면서 아이들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서술했다. 장애숙은 만약 남편이 직장을 다니
지 않는다면 자신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장애숙에게 남편은
기본적인 생계비를 버는 사람이고, 자신은 스스로에게 들어가는 비용 정도를 버는
사람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비용을 벌지 않으면 생활비에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경비를 버는 것만 해도 남편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 여겼다.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자신의 경제활동은 부업, 남편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 자
신에게 필요한 돈을 버는 행위로 인식된다. 자신의 소득에 대한 평가 역시 대출 금
리를 책임지는 수준, 자녀의 교육비, 자녀들이 원하는 걸 사줄 수 있는 정도이다.
여성들의 경제력이 생활비나 주택마련, 자녀교육비 등에 사용되었다면 이러한 비
용은 가계에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김영, 1997). 그럼에도 노동계급 여성들
이 자신의 경제활동을 가계 보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들 모두 노동 단절
경험이 있고, 자신들의 소득이 한 가계를 책임질 정도로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
이다. 또한 가계 운영에서 남편의 경제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가계 보조적으로 여겨진다(김미하, 1990).93)
노동계급 여성의 가구 중 일부는 남성의 생계 책임자 역할이 매우 불안정하고,
아내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직업지위가 낮기 때문에 생계부양이 취
약할 뿐만 아니라, 생계부양에의 책임감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도 가지고 있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자신이 실질적인 생계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남성이 생계
부양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이 부양자 역할을 하고 자신의 생계 부담
이 줄어들기를 바랐다.94)
권경아와 이영미, 박민자는 생계 주부양자로 살아왔음에도 이를 자신의 역할로
93) 허은(2016)은 마산⋅창원지역 노동계급 가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 가구를 1.5인 소득
자 가구라고 명명했다. 이들 가구에서는 부양 역할이 남성에게 부여되고 있고, 재생산노
동을 책임지는 여성이 생계부양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노동에 단속적으로 종사하면
서 1.5인 소득자 가구의 형태를 이룬다.
94) 한미라(2010)의 연구에서도 가족중심 정체성이 강한 고학력 여성 창업자의 경우 이런 경
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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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지 않았다. 이들의 서술에는 남편이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고 자신은 전업주부
로 있었어야 했다는 인식이 드러난다.95)
ট㌫㉇ԙඇḋԙ࿓ใྃၟԙェ④ԙᦳᕋԙ⑫㉇ྃԙ१ԙ╺∳㉇⚯ԙ∹∳⎃. ૧ᒇḋԙ૧ᚻ
ᅯ⊣⎃. ૧ᓛྷԙඇᙫԙᣮԙ∷ԙ㉇ྷ, ⑫ԙ∷ԙ㉇ԙԙऋ⏃ԙ࿓ྷ࿓ԙ૧ᚻᄿԙ૧
ᓛྷԙඣ࣯ԙṼԙᝣԙ∷ԙᄇএ࿓ԙῥԙय़⋷⎃, ૧ᒇḋԙ૧ᚻᅯ⊣⎃. <ব∳>
(⑧⸻᚛⊣ԙ࣯ॻԙ⎣⋰㉇ΐԙሻԙェ④ԙ᷌㍋ᬳԙ◫ṗ⊣⎃?) ⺤⒔⊿ḋԙႷԙ┧ඇ࣯
ଟԙ⓳⊿, ⏃④ԙᇓ⊣⌓ଟԙ⓳⊿ԙ⭣ᇋᙫԙᚽ④ԙ⊣⎃, ④ԙ⊀ᤇ④ԙႻ∳࿓ྷᝣḋ. (⋷
⓳⊿Ⴓԙェᩳ④ԙ᷌㍋ᬳᙫԙ◫Ή⚯ྃԙ∹ṗ⊣⎃?) ૧ᓶ●, ᣮ⊷࿗ԙⵟԙ⑫ԙඇএ࿗ԙ
ࣰ᷌④ԙᇓ⊷⊣⎃. ඇႳԙ⌊ඏ⋃ԙ૧ᓟԙࣰ᷌ԙ╯ԙ㉷⊣⎃. ࿓ᙧԙ⋛⑿ᇓ⦇ᓫԙ⛀⊿ḋԙᣧ
ភᙫԙ╯ԙಧᣧԙྷ࣯ԙ⊣⌓⚯ԙ∹ᝣԙඣ࣯ԙ᷌㍋ԙឪ㉋࿓ྃԙῌᕋԙ⑀Ḍᤊ④ᕋԙᶣ
≇ᝣԙ╺⚯ԙ∹≇এԙ④ᓟԙࣰ᷌④ԙᇓԙሻႳԙ⑷⊣⎃. <④⋰ᣧ>

권경아는 결혼퇴직이 당연시되던 직장에서 결혼하고도 일을 그만 두지 않은 첫
사례였다. 권경아는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일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서술했
지만 결혼을 하고 2년 후 스스로 직장을 그만 뒀다. 권경아의 남편은 일을 다니다
다니지 않다를 반복했는데, 권경아는 남편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영미의 남편은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않고, 자신과 본가의 필요를 위해
사용했다. 이영미는 남편을 대신해서 필요한 생활비를 직접 벌면서 살아왔지만,

“니가 벌어오지 않으면 내가 생활을 못한다는 식으로 응석받이로” 있었어야 했다
고 후회하는 서술을 했다.
ェႳԙඣ࣯ԙ࿓- ∻∳ḋԙ㉇ྷ, (⎧) ඣ࣯ԙ૧ԙ⊇ଟᙫԙ㉏ᑫԙ૧ᒛྃၟԙඣ࣯ԙ
ェԙ૧ᓶॻԙᚻᇓ⊣ԙᥳᔧ⊣. ඣ࣯ԙ⚰⊴⓳ḏ⊿ԙᏟ⊣ᇓ⚯ᙫԙᚿ≇⊣≫ԙძ. ⌓ᕋ⚯ԙ
ェ㉋⸻, ④य़ྃԙ῏④ԙ㉣≫ԙᄏԙ⑫④ྷԙ῏④ԙ㉇, ඣ࣯ԙ⚯ԙ2ำԙᤇԙ∳
᧣ᝣḋԙ④┋ԙႷԙ⊣࿓ԙ◫ྃԙय़≫. ‘④ԙᶛᑻԙඣ࣯ԙႷԙ∷ԙ⊣࿓◫ᝣԙឪԙᶟ࿓’
૧ᒇḋԙ⊣࿓ԙ◫⚯. ඇԙ⇧ԙᚻԙ◫⚯. <ᤄᣫ⑿>
95) 권경아는 “딸은 어린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고... 딸은 사위가 어리면 더 오랫동안 벌지
않을까? 그 생각 들어서 그런가, 하여튼 그래요”라고 서술했다. 이러한 서술은 자신의 딸
은 남편이 생계부양을 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램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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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자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했지만 밖으로만 도는 남편 때문에 거의 대부
분의 일을 혼자서 맡아 해왔다. 박민자의 후회는 자신이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 버
렸”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내가 돈을 안 벌어다주면 못 산다”는 생각을 하게끔
했어야 했는데, 자신이 자영업을 맡아서 운영함으로써 남편이 생계부양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고 여겼다. “이거는 당신이 해야 될 일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처
음부터 자신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 남편도, 자신도 각자의 역할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회한이다. 박민자는 자신이 퇴직한 후부터 남편이
제대로 된 생계부양자 역할을 시작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빈곤계층일수록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 양육을 위한 여성의 막중한 역할이 요
구되고, 주부는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라 부양과 집안 살림 전체를 책임지게 된다

(조옥라, 1990). 노동계급 여성은 남편을 대신하는 생계책임자로서 자부심을 갖기
보다는 남편이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양자 책임을 떠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남성은 생계책임자라는 관념이 여
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2) ‘어떤’ 일이냐가 아니라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함
노동계급 여성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일하는 것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일하는 것 자체에 만족한다고 서술했다.96) 이들의 일에 대한 인
식에는 단지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야기하는 좋은 점들이 드러날 뿐, 자신의 일의
특성이나 업무 내용, 업무에서 얻은 만족감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어
떤’ 일에 종사하느냐가 아니라, 현재 ‘무슨’ 일이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
(⑫ԙṼԙ㉇ΐԙࣰ᷌④῏࣯⎃?) ณ. ⓯ྃԙ⛀⊿ḋԙྃԙय़ྃԙᦳᕋԙ∷ԙ╺∳㉣
⎃. ⑫ԙ㉇ྃԙॻԙ၃ԙ╺ԙय़ԙई∳⎃... (⑫ԙ㉇ྃԙॻԙ⑧᷌⊿ḋԙਸ⒔㑷ԙ☀⎃㉇࿓ԙ
ࣰ᷌㉇Ήඇԙ᧿⎃?) ⋷. ⒛ᣧ⑷ྷԙ⑫㉇ྃԙॻ. ྃԙय़ԙ᧣࿓ԙ⑫㉇ྃԙॻԙඇྃԙ၃ԙ
⒛ᣧ⑷࿓ԙࣰ᷌㉣⎃. ᧣ᶰԙᤊ⒅∳⎃. Ⴗԙᤊ⒅∳⎃. ᧸ᶛྃԙឪԙ㉏ԙय़ԙई∳⎃.

96) 판매직에 종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방지(1999)의 연구에서도 이들이 자신의 일을
만족스럽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판매직 여성들의 일에 대한 만족은 자신보다 상위
직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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Ⴗԙ∷ԙᤊྃԙय़ྃ. ⵛᇏԙ⓰ᇏԙ╟④ᑫႳԙ᧣ᶰԙᤊᝣԙ♿॰ॻԙ㉏ԙἇԙ⑷⊣⎃. ૧ᓛ
ྷԙ⚰⒔ԙ࿓ฯ≫. <ব∳>
⓯ྃԙ૧ුԙ⑫④ԙ╺∳⎃. ᠫᕏԙय़ଟ⊿ԙሟᙧԙṻᇌႳԙ⑷࿓ԙࣰ᷌ԙ㉇ྃၟԙ૧ුԙ⓯
ྃԙ⑫④ԙ╺∳⎃. ⚰⒔᷌㍋ԙ㉣᧿ḋԙ૧ᓟ࣯ԙ∷ԙ㉣᧧ԙᶛᑻԙ⑫ԙ∷ԙ㉣Ⴓԙ∳ᠣԙᶰ৯
④ԙ⊵य़ᇏ⎃... ᡃ࣯ᙫԙ㉷⚯ԙ૧ුԙ⑷⚯ྃԙ∹≇⊣⎃. ェԙ⑫Ⴓԙᚽ④ԙႳ⍃. <ଯἇ
ᣧ>
⍋ԙ⋣Ί㑷ԙ㉇ᝣԙ≃⾫ԙଟྃԙ૧ᓛྷ, ԙἇྃԙ⊵⒅∳⎃, ૧ᓶ࿓㉣ḋԙ⛀⊿ԙ
⑷ᑫᝣԙ∷ԙᑫᝣԙ῏ԙ૧ԙΉࣳԙ࿓ᙧԙ१ᕋԙ㉣≫ԙᄇ⒅∳, ⎣ԙ㉇, ᩯ
ᙫԙ㉇ᇏ⚯ԙᡇԙ㉇ᇏ⚯ԙ㉣≫ԙᄇ⒅∳. ૧⩧? ∳ྷᝣԙ૧ԙΉࣳ⊿ԙ⛀⊿ԙ⑷ᝣԙᤔԙᜨԙ
⎣Ⴓԙ㉇ԙ⑿⎿᧸ᶛႳԙ㉇ԙ㉣≫ԙᄇ●, ૫ၟԙ૧य़ԙ∷ԙ㉇ྷԙႷ④ᑫႳԙ⊣≫⚯ԙ
ඇ࣯ḋ. <⒔≏Ἀ>

권경아와 장애숙은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을 집에서 노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이
들이 일을 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은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이 ‘기혼 여성’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혼 여성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의
무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비교대상을 전업 주부로 상정하는 데, 자녀
들이 학교에 간 후 집에서 혼자 재생산노동을 수행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라
고 생각하기 때문에(허은, 2016) 자신이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사는 것을 더 긍정적
으로 여긴다.
ᶛᑻ④ԙ⑫ԙ㉇࿓ԙ᧣ྷԙ⑫ԙ㉇ԙ⑷ྃԙॻԙඣ࣯ԙ၃ԙᩯ⚯ᓟ㉣┧. ⑫ԙ∷ԙ㉇ԙ
⑷ᝣԙேᓛ┧. ⑫ԙ㉇ԙ⑷ྷԙ૧ԙ⾷ԙ④⎘㉣ḋԙई④ԙ⑫㉇ྃԙ≏ᇓ㉇ԙΉ
ࣳԙᛍ⪟ḋԙᶟ⊿Ⴓԙ࣯ԙ૧ॻԙ࣯ྔ㉋ԙय़⋷⎃. ૧ᒇḋԙ⑫ԙ㉣≫এ၃ᑫ. ⛀⊿ḋԙ⑷
ᝣԙඣ࣯ԙᠿԙ㉇ԙ④य़㉇ԙேᓛ┧ḋԙ∷ᄇএ၃ᑫ. ඣ࣯ԙ⚯ԙ㉋ԙ4⏃, ㉋ԙԙ
④ᓛԙ⑷ྃၟԙ⚯ԙ᷌㍋④ԙ⊸ᛌ④ԙჿ⒅∳⎃. <⒔≏Ἀ>
ェ④ԙᠣ⎿④ྷԙᠣ⎿ԙ⑿⦣ྃԙ∷┄⓰⑧ԙय़⒅∳⎃. ૧ᓟၟႳԙ૧ුԙ⑷ྃԙ⑿
⦣ᙫԙ૧१, ૧ුԙ⑷ྃ࿓ྃԙॻԙ૧ුԙ᩷∷ᾓᓛ⎻⎃. ૧ුԙ㉇ᗗᙫԙ૧ුԙሻ⎟ྃԙय़ԙई
, ㉇ᗗᙫԙ૧ුԙ⚯ඣྃԙय़⒅∳⎃. ⑫㉣ḋԙሻ⎟ඇ, ∷ԙ㉇ԙሻ⎟ඇԙ㉇ᗗྃԙ࣯ྃԙय़
⒅∳⎃. ㉇ᗗ࣯ԙ૧ුԙ࣯ྃԙॻԙ∳⎟ᝣԙ∳⎣ԙय़, ⑫ԙ㉇ᝣԙ④Ⴓԙ╺⎃,
≏ᇓ㉋⸻Ⴓԙ⑫ԙ㉇ᝣḋԙኢኢ㉇ॻԙᠿԙ၃ԙ㉣◳ԙἇԙ⑷ྃԙय़.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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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아에게 일은 노는 것보다 재미있고, 경제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장
애숙에게 일은 자신을 더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고, 생활리듬을 유지시켜 준다. 일
을 하고 있을 때 더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기운을 낼 수 있다.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일하던 시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일만 해온 자신과 같은 사람들은 노는 방법조차 알 수가 없다. 장애
숙에게 일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서로 다른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숙
련된 사람들이다. 노는 사람은 평생 놀기만 해서 잘 놀 수 있고, 안 놀아본 사람이

“무턱대고” 잘 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은옥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고 있
는 것이 더 어렵다. 이은옥에게 일은 일상을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이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것을 형편에 맞게 열심히 하는 것뿐이라고
서술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내적인 특성보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자체에 더 비중을 둔다. 구체적으로 원하는 일을 한다기보다는 우연히 하게
된 일을 계속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신의 일은 정기적인 수입원이 되는 것
에서 만족한다.

- 103 -

4장 기혼 여성으로서의 생애 경험

이 장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기혼 여성’으로서의 역할
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다.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은 중고령 여성들 중 상당히 긴
노동경력을 가진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 공적 영역에 진출했지만 성역할 규범을
내면화한 상태에서 노동경력을 이어 온 여성들은 아내, 엄마, 며느리라는 가족 내
역할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이들은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기
혼 여성으로서의 가족 내 역할에서도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자 한다. 하지만, 일-가
족 양립을 수행하는 방식과 생애이야기에서의 주된 서사에서 계급 집단에 따라 분
명한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생애 경험에서의 차이를 개인이 젠더
규범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느냐 하는 개인적인 차이가 아니라 젠더와 계급의 교차
로 설명하고자 한다.

1절 가족 내 역할
이 절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 여성의 가족 내 역할에 주목한다.
일하는 기혼 여성은 임신⋅출산⋅초기 육아기를 거치면서도 노동시장에서 퇴장하
지 않고 일-가족을 양립하며 살아남은 집단과 이러한 생애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경력을 단절한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들이 각각 일-가족 양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일-가족 양립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를 구분
하여 분석하고, 각 집단별로 일하는 엄마들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
에 대해 살펴본다.

1. 일-가족 양립 문제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은 노동경력이 있는 중고령 여성들로 일부 여성들은 일
과 가족을 양립하는 것을 힘든 경험으로, 일부 여성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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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서술했다. 일하는 여성으로서 가족 내의 가사와 양육 부담에 일차적인 책임
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일-가족 양립을 어렵거나 사소
함으로 구성하는 것은 어떤 내용과 맥락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일-가족 양립은 어려운 과제
일-가족 문제를 어려운 과제였다고 서술했던 여성들은 중간계급으로서 전문기
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에 종사하면서 단절 없이 생애노동을 해 온 사례들이었
다. 이들이 서술하는 어려움은 경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일과 자녀 양육을 양립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에 대한 일차적 책임
은 여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스스로도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들
에 대한 책임을 혼자서 지려고 했다.

(1) 초기 양육기의 어려움
중간계급 여성들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해왔는데, 돌봄노동이
집중적으로 필요했던 자녀의 초기 양육기에도 단절 없이 경력을 유지하는 과정에
서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들은 자녀 양육에 대해 서술할 때 여러 에피소드
를 다양하게 이야기했고, 힘들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면접 과정 중에
자녀의 초기 양육기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당시에는 울면서 직장을 다녔
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 2개월 정도의 짧은 출산휴가가 끝나고 바로
복직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졌다.
∳④ਜ਼, ∳⚰Ⴓ. (ᠫ) ૧ᒇḋԙ㒇ᇓ⊷⊣⎃, ૧ሻ. ૧ᓛԙ∳⭗⊿ԙࣷᔓᝣԙඣ࣯ԙ
≏ԙၟ᚛ԙ⌯ḋԙ, ඇႳԙ⊣ḓみ●, ᠿ. ⛀⊿ԙ⌯ḋԙ⦜ṻ㉇ԙ᭗ᒇ㉇ྃԙॻԙ㉣अԙ
≏ྃԙ㉋ԙ➬⊿ԙຂԙᚸԙ㉇࿓࣯(⎲) ㉋ԙ10Ήԙงᝣԙ૧ሻԙᤔԙ㉣ḋԙ≏ᙫԙᜨ④
ԙ㉇ྷԙ≏࣯ԙ⒏ԙ┋ᕋԙឪԙ⑿ྃԙय़⒅∳⎃. ∳⭗ԙᄇᝣԙឪԙ⑫⊣ඇ⎃. ⑿ྃԙ≏ԙ
ᇓ⦇ԙ⊴, ∳⭗ԙឪԙᜨ⊷ྷԙ᭤㉇ԙ⎟␏ԙ㉇ඇԙ࣯ᤘ⊿࿓ԙฒԙ⊣④⛀⊿࿓ԙ
ᛐଟ, ዿԙᏟ⊣ḋԙ⚰⒔࣯. (⎲) <⩋⋰Ἃ>
⧷⤬ଟ⋃ԙ⚳⛋ԙ-ᠣԙ㒇ᇓ⊷⊷⊣⎃. ∳④࣯ԙ⊵⊷ԙሿԙ⤝≇⊷य़ᇏ⎃, ૧ᒇႳ.
ई④ԙ⚰⒔ԙ࿓ྷԙ૧ᓟԙय़⊿ԙ㉣ḋԙェ④ԙ૧ᓶॻԙᚽ④ԙႳ⌯◫⚯ԙ∹∳Ⴓԙඣ࣯ԙ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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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ԙ࿓ԙ㉏ԙἇ࣯ԙ⑷⊷⊷ྃၟԙ∳④࣯ԙⷋ⊣ඇᝣḋԙ∳④ԙ␐∳, ⛀∷⑫ԙ④ᓟԙॻԙ⌗⓳㑷ԙ
ඣԙ⤗⚯࣯ԙᄇ࿓᧣ྷԙඣ࣯ԙᠣԙ㒇ᇓ⊷⊣⎃... ૧ሻԙ⑧┋ԙ⏳ଟ࣯ԙ╯ԙᚽ≇⊷●. ④
ᓶॻԙ㉇ᝣḋԙඣ࣯ԙ⚰⒔᷌㍋ԙṼԙ㉣≫ԙᄇඇԙῥଟႳԙ㉇ԙ∳④Ⴓԙᚽ④ԙ∳』⊷,
∳④࣯ԙ㉋ԙ⊿ԙय़⑇ԙԙ∘ԙ⑴⎿ԙ㉇ᝣḋԙ૧ᓟԙय़⊿ԙ㉋ԙᩯࣿႳԙᚽ④ԙ⯧⊷
, ⊳ᚷ࣯ԙ⓳⓰ᕋԙ∳④ᙫԙ⊀␐ԙႳ⌯◫ᝣḋԙ૧ුԙ⚰⒔᷌㍋ԙ④⊣࣯ॻԙᄋԙय़
●. <ଯ㑛ব>

최영순은 아이를 키우던 때를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었다고 설명했다. 김희경의 큰 아이는 갓난아이였을 때 “한 달에
몇 번씩” 입원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김희경은 아픈 아이를 두고 출근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할 정도로 매일이 위기였다고
표현했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인터뷰하는 중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던 에피소드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다. 최영순은 다른 아이들이 모두 귀가한 어린이집에 혼자 남
아서 엄마의 퇴근을 기다리는 아이를 보고 아이랑 함께 울었던 이야기, 김정원과
서유경은 지방에 있는 친정이나 시집에 아이를 맡겨놓고 일주일 혹은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만나고는 울면서 돌아왔다는 기억, 이선정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서 엄
마랑 놀고 싶어 하는 아이를 떼 놓고 저녁근무를 갈 때의 상황들을 생생하게 서술
했다.
(૧ԙ㎳⊿) ඣ࣯ԙΉৗ⊿ḋ, Ή⊿ḋԙ࿓ใ⊣. ェԙ㌫⑿ԙ⑷. ◫ᚿᩯᩯᙫԙ㉋ԙ
य़≫. ඣ࣯ԙἇ⎃⑫ඏԙ㉋ԙ∘ԙ⌛ᑫ⌯. ⌯ԙ࣯⚯ԙᤇ⤛④ᒀԙ㉣ḋԙェ④ᒀԙ⑷࿓࣯ԙ
य़ଟḋԙម⎃⑫ඏԙ⪋૫㉇. ☀ࣳ⊿ԙ㉋ԙ∘ԙ⌛ᑫ⌓ྃԙय़≫. ⊣ᜧྷ㉋⸻ԙ㌫⑿ԙᛐଟ
ྷԙᠣԙᣧ∷㉇⒅∳... ૧ሻྃԙ⺏⎃⑫⚯ԙ૫ᠣᙫԙ㉷ྷԙ⺏⎃⑫ඏԙ⎟᚛ԙ⊣ᜧ
ྷ࣯ԙᤇ⤛ԙ㉣ԙ࣯⚯ԙ④, ≏ԙᅇԙၟ᚛ԙඇ㉋⸻ԙၟᔓ࿓ԙ☇. ඣ࣯ԙ૧⚯ԙ⌯ḋԙၟ
ᔓ⌛ԙΉࣳԙ⓷≬㉣◫Ήྃԙय़≫. ૧ᓛᝣԙඣ࣯ԙ࣯ḋԙ῏ᒀ④ᒀԙ≏㉇ԙ⑫⎃⑫⚯ԙ⑷
⊣. ⑫⎃⑫ԙ⓯ะ⊿ԙၟ᚛ԙඣᔓ࣯. ૧ᓶॻԙ⍃࿓ԙः࿓ԙ㉇ᝣḋԙଧᓯ⊣. ⊳⦜ԙ㒇ᇓॻԙ
ଧᓯ⚯. <㉋ḏ㑛>

김정원은 아이에게 특별히 시간을 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직장에 반차를 내
고 아이를 돌봤는데, 이런 경우에도 정해진 업무량을 채우기 위해서 주말에 출근
해야 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반차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면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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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위한 휴가를 거의 사용해 보지 못 했다고 밝혔다.
생애노동경력을 가진 여성들은 일에 대한 강한 정체성을 가지며, 자신의 경력과
직업성취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기는 하지만, 자신의
일을 재고할 정도로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손승영, 2005). 중간계급 여성들
에게서 일과 자녀 양육을 선택해야만 하는 갈등적인 상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
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다 보니, 일과 가족의 우선순위를 얘기하
는 서사가 나타났다.
서유경은 자신의 직장생활을 돌아보면, 일이 우선이고 다른 건 뒷전이었다고 서
술했다. 서유경은 아이들이 2세와 5세일 때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직장을 1
년 쉰 경험이 있다. 직장에 나가지 않는 동안 편안함보다는 우울함을 더 많이 느꼈
고, 이 기간은 오히려 자신을 직장에 다녀야만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계기가 되
었다. 쉬기 전에는 밤을 새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도우미 아주머니의 월급을 주고
나면 자신에게 남는 대가가 너무 적다는 생각에 직장생활 하는 것에 회의를 가졌
었다. 다시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직장생활을 유지해야한다고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 직장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일이고 다른 생활을 희
생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고, 가정 관련 일보다는 직
장 일을 우선시하게 되었다.
㍻ᶛԙ࿓ྷᝣḋԙ㉋- Ⴓԙ“≏ԙሻᠧ⊿ԙᡇ” ㉣᧧ԙ⓰④ԙ⊵⊣⎃. ≏ᇓԙ∳ㇳ࿓ԙ⛀⊿
ḋԙ⓳㍃࣯ԙ⌓ᝣ, “㉣⋣┋ԙᜨ④ԙἇॣԙ⊨⊣ԙ◫ḧ⎃. ┋࣯ԙ⻣૫㉇ԙ⑀ΐԙࣷॻ⎃”
⻣૫㉇ᝣԙᛗඏԙ⑀ΐԙः⊣⎃. ࣿଟ≬ԙ╯ԙᤊᝣԙᄇྃԙ⑫Ⴓԙᛗඏԙ⑀ΐԙ࣯ԙ૧ᒛ
࿓ྷ. ૧ԙ┄Ⴓᕋԙ⦏⓯㉇ॻԙ㉏ᔓ... ඇྃԙ≏ԙ㉈ࣷԙሻԙ⎃ᶷԙ㉈ԙ⑴Ή࣯ԙԙԙ
㉣ԙ࣯⚯ԙសᑫԙ࣯⚯ԙ1Ἃ⏳, 2Ἃ⏳, 3Ἃ⏳ԙ⚯⎿㉇ྃၟԙ૧य़╟⤗ԙសᑫ࣯⚯,
ḏ᷌࿇㉋⸻ԙः၃ྷԙඣ࣯ԙ④ᓶॻԙ⊇ଟ㉋ԙय़≫. “⓳㌄ᖻ࣯ԙᚽ④ԙᇋྷԙ⋛ᓛԙၟԙ∷ԙ
ඣ, ㉋ᄿԙၟ, ᄏԙᚻ㉋ԙၟᚻԙඣԙ◫ṗᝣԙ╺এ⊣⎃” ㉷၃ྷԙ૧ሻ࣯ԙ6ऋᙫԙණԙἇԙ
⑷ྃԙ૧ᓟԙॣ࣯ԙ᧿⎃. ḏ᷌࿇④ԙ“⊣ᜧྷ, ⑴Ή⊿ԙ㉣ḋԙᠣԙភᙣΉྃԙਜ਼ඇ” ㉋
ԙㅨԙὛṗ၇ԙଟ⊤④ԙඇԙ(㉇㉇) ⓳㋯ԙសᑫ⎃. ૧ᓟԙ१ԙ∻ԙἇ࣯ԙ⊵⊣. ૧१ԙ∳ྃԙ
Ἃࣳԙᜧ᚛࣯ԙᠣԙ∳⿻. ⊳ᚷ࣯ԙ⚰⒔᷌㍋৫ԙᧀ㉸㉇ྃԙॻԙ࣯᩷ྔ㉇࿓ྃԙࣰ᷌ԙ㉣
ḋ. <ḋ␏ব>

서유경은 직장생활은 “진짜 빡세게” 했지만 자신의 가정생활은 “애들한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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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포기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서유경은 아이들
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도 회사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퇴근하고 응급실에 들르는 식으로 대처했다. 서유경은 아들이 고3인데도
대학 입시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아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무안당했던
사례를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입시제도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신경을 쓰면서
자녀교육에 몰두하게 되면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의
도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했다.
생애노동경력을 가진 대부분의 중간계급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 두 곳 모두에서
잘하려고 노력했다고 서술했다. 연구참여자들이 기혼 여성으로서 직장생활을 했던

1980년대 중⋅후반에는 여성 취업의 당위성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 했
고, 여성이 생애노동을 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여겨지던 시기였다. 직업 활동에 큰
비중을 둔 여성도 자신이 직장을 다니게 허용해 준 가족과 남편에게 고마움을 가
지고, 전업주부의 기준에 맞추어 생활하기 위해 건강을 해치거나 무리를 하는 일
이 흔하게 나타났다(조혜정, 1988).
⋫ᔓ㉇Ήྃԙॻԙᡃ⚯ԙ∻⒅∳⎃. ૧ᒇḋԙ૧ᓟԙᝣ⊿ḋԙᔔԙ╯ԙᚽ④ԙ㉷●. ૧ᓛྷ
ԙ⤴ԙ∷ԙ⒐㑷ᔓ. ⑫㉇ྃԙཿ᚛ྷԙ⑫㉇ྃԙ∳ඣྷԙ④ᓟԙ⊇ଟԙᇒԙῥ⚯ԙ∹∳
ḋ. ᶛΐԙ④┋ԙ╯ԙᔔԙᄿԙԙ④ᶰԙ㉇ॻԙᄋԙय़●. <Ί㋳◫>
┋࣯ԙ┋ԙ⑫ԙᠣԙ῏ඇ㉇, ඣ࣯ԙ⑫ԙ㉋࿓ԙ㉣ḋԙ⛀∷⊿ԙ㈫㉣ᙫԙ⑴㑻ԙॻԙ∳
ྷ⒅∳⎃. ┋࣯ԙᚻ≬⊿ԙ⛀∷ԙ⏳㉣ḋᑫႳԙ㉏ԙ⑫④ԙ⑷ᝣԙ⒏ԙ◳④, ඣԙᾓ⯯◳ԙ
∷ԙ㉇. <㌼┄㑛>
≏ᇓԙ☀ᇠ㉈ਿԙ࿓྿ԙሻྃԙ㉋⤧ԙᜨԙሻྃԙ“⊳ᚷԙᤇ⤛ԙᠿ⊿⎃?” ④ᓛ⒅∳⎃.
⊣ᜧ࿇ԙ㉋ԙ൫ᑫႳԙ၃. ⊣ᜧ࿇④ԙ⛀⊿ԙṗ⊣Ⴓԙῌᶛԙ┋࣯ԙ㉷⊷य़ᇏ⎃. ∳⭗
⊿ԙ⪋૫㉷⊷⊣Ⴓԙ૧ԙᶷ⊿ԙ┋࣯ԙᤔԙ࿓ԙ`ԙ∪⊣ḋԙ㉣ԙຂ, ◫ᚿ④ᝣԙ㉜ᶰԙᤇ⤛ԙῨԙ
࿓ԙ㉣ԙຂ, ⓯ԙඇᙳԙᶣᚫ㉇ྃԙ⋛⑿ᑫ. (㉇㉇) (⊣ᜧ࿇) ૧ॻԙ⋟㉇࿓ԙࣰ᷌
ԙ㉇ṗ၇ԙᩳ④ᑫԙ૧ුԙ≏ᇓԙ㉈ਿԙ࣯ྃԙय़ԙ⥈গ◫ྃԙॲႳԙࣿᶛ㉷●. ⎻ඈԙ⋟ḧႳԙ
⑷Ήԙ૧ᓛྷ. ┋࣯ԙ╴ं⛀ԙᚾཿ᚛⊿⎃. ⊣ᜧ࿇ԙṗ⊣Ⴓԙ┋࣯ԙ࿓ԙ㉷⊣⎃.
⓯ྃԙ⋵⊿ḋԙਜ਼ԙय़ᇋྃԙय़ԙ၃ԙῚ⊣㉇ྃԙ⑴④ᑫ. “┋࣯ԙ∻∳ḋԙ㉏ॻ⎃” ④ᓶॻԙ
㉣ḋԙ┋ᶛႳԙ┋࣯ԙ࿓ԙ㉷⊷⊣⎃. <④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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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는 시집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일하는 며느리였다. 일을 하기 때문에 며느
리로서, 아내로서 가정생활에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싫어서 “두 배 이상”
노력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했다. 홍정희 또한 가정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잠을 줄
이고, 개인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서라도 시간을 내어서 완수하려고 했다. 슈퍼우먼
처럼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완벽하고자 했던 여성들은 직장생활을 한다고 가정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중간계급 여성들이 서술하는 가족 내의 역할은 자녀 양육을 축으로 하는 어머니
로서의 노동이 중심적이었고, 일상 유지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야기되지 않았다. 가사노동은 축소하거나 외주화, 상품화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2) 도움의 조직을 위한 노력
중간계급 여성들의 대부분은 친정이나 시집에서 아이 양육을 도와주었다.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집으로 와서 자녀를 돌봐주는 경우에 돌봄 체제는 안정적이
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은 경우는 홍정
희와 백지영 두 사례에 불과했다. 백지영은 자신이 생애노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친정어머니가 양육을 대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맡아줄
사람이 없었다면 직장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서술했다. 홍정희와 남편은 둘
다 군인이어서 근무지를 따라 이동하느라 주말부부로 살아야 했지만, 시부모가 남
편의 근무처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
었다.
⎟᚛ԙ⊣ᜧྷ࣯ԙ⌯ḋԙ≏ଟᙫԙ᧿ԙ☛⒅∳. ⎟᚛ԙ⊣ᜧྷႳԙΉৗ⊿ԙᶣᚫ④ԙ⑷ྷԙ
∳ᥳ⚯ႳԙΉྷԙ∳ᥳ⚯ᙫԙႻ᧿ᇋᔓ≫ԙᄇ⒅∳. ⺏⎃⑫ඏԙ࣯ṗ࿓࣯ԙ⏃⎃⑫ඏԙ⌓
Ήྃԙय़≫. ⏃⎃⑫ඏԙᶷई④ԙ⌛ԙἇ࣯ԙ⊵⒅∳. ૧ᓛྷԙ⎟᚛ԙ⊧ྷ࣯ԙ⎟᚛ԙ⊣ᜧྷԙ
⌓ΐԙሻ⚯ԙ⏃⎃⑫ԙ᧿ԙ◫ྃԙय़≫. ⊧ྷ࣯ԙ⌓ᝣԙਿ㉇ԙඣ࣯ԙ⪋૫ԙ㉷⚯...
∳⭗ᩯ⸟ԙᣧἏ㉈⎿④ԙ∷ԙ⋣⒅∳, ૧ᓛᝣԙඣ࣯ԙၟ᚛ԙ⑷⊣≫ԙძ. ૧ᓣԙሻྃԙ≏ᇓԙ
ၟ᚛ԙ⑷⊣⎃, ḏ᷌࿇④. ⌊ඏ⊿ྃԙ૧ᒛ⊣, ૧ුԙ⑿ଟԙᤇ⊿ԙ≏ᙫԙၟ᚛ԙ⑷⊣. ૧ԙ
㉈ᩯ㌄④ԙ“∳④, ⎟᚛ԙ⛀⊿ԙຂԙ࣯ḧ⎃”. ⑿ଟ≏ᇓ㉇ԙई④ԙᤔԙᜨ④, य़ଟḋԙ
ᣧἏ㉈⎿ԙ᧣ඣ◯ԙय़≫. ૧ԙ㉈ᩯ㌄④ԙऋԙ⒇㉣☛⊣. ␏⭇⎿ԙࣷԙሻ⚯. ඣ࣯ԙ⧷ᇠ
㉈ਿԙ1㉈ำ⚯ԙ3ำԙၟ᚛ԙ࿓ใ⊣. ሧඣᣧྃԙΉৗ⊿ḋԙ␏⭇⎿ԙ࿓ྷ. ૧ԙ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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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ԙ⚳⛋ԙᚽ④ԙႳ⌯☛⊣. <㉋ḏ㑛>

조력자가 안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력자가 있더라도 일
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한선희의 시어머니는 주중에는
한선희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를 돌보다 토요일이 되면 지방인 본가로 내
려가 자신의 집안 살림을 하였다. 시어머니가 서울로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에는
친정 언니가 와서 아이를 돌봐 주었다. 한선희는 출근할 시간까지 언니가 도착하
지 않는 날은 우는 아이를 혼자 두고 자신도 울면서 집을 나섰던 에피소드를 얘기
하며 돌봄을 조직화하기 힘들었던 경험을 상기했다. 시어머니는 둘째 아이까지 돌
봐 주시다가 결국 아이 둘을 데리고 시골 본가로 가셨다. 한선희는 주중에 한 번씩
시집에 들러 아이를 만나고, 주말을 시집에서 보내는 생활을 하다가 아예 시집에
서 함께 살면서 남편과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기도 했다. 큰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
낼 수 있게 될 무렵에는 큰 아이만 서울로 데리고 와서 가족이 함께 살았는데, 학
원 유아반 등원 시간과 자신의 출근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출
근해야만 했다. 이 무렵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사람으로 한선희는 자신이 다니는 학
교의 학부모를 거론했다. 학교 주변에 살던 학부모는 한선희의 사정을 알고는 아
침에 아이의 밥까지 먹이고 학원에 등원할 때까지 돌봐주었다.
૧ሻྃԙ⊣ᝣԙ㍻ᶛԙ┓ԙ࣯④⊿ԙ∳⿻⾧ᙫԙਜ਼㉇, ⓯ะ⊿ԙ∳◻ᚷྃԙᤓԙྕॻ
⚯ྃԙឪԙΉྃԙय़⋷⎃. 6Ή⣓ԙᄇᝣԙ⓯ะԙΉࣳ⊿ԙ㉋ԙΉࣳ④ඇԙ㉋ԙΉࣳԙᤇԙ┄Ⴓྃԙ
Ήࣳԙ◫ྷԙ૧ሻԙ⛀⊿ԙ⟂∳࣯࣯⚯, ∳◻ᚷԙ᧣ඣԙ≏ᇓԙᤔԙᜨ⋛ຂԙ૧ሻԙ῏
ᒀ④ඇԙ∳ྷᝣԙ᷌ԙᅇԙ࿓ԙ࣯④⊿ԙᶣԙय़≫. ⍋ᝣԙ࣯ྃԙ⌯ḋԙ᧿☇≫ԙ
ᄇྷ. ඣ࣯ԙ“ඇԙ⌓྇ԙ≫૫④࿓”ԙⱋԙ㉇ᝣ, ④ԙ⑿ԙḺԙ☀⊿ԙ㉋ԙԙᠣ╟ॣԙ⛀⊿ԙ
⌓ྃԙय़≫. (㉇㉇) ૧ᓛᝣԙඣ࣯ԙई④ԙᤔԙᜨ, ≏ᇓԙᛐগԙຂ. ࣯ḋԙ≫૫ԙ㉇ྃԙ
य़≫. <ḋ␏ব>

서유경은 첫째 아이는 입주 육아도우미를 구해서 양육했고, 둘째 아이는 생후 1
년 동안 지방에 있는 친정에 양육을 맡겼다. 아이들이 돌이 지나고는 집 근처 어린
이집을 활용하고, 도우미 아주머니의 조력을 받았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퇴근한 저
녁 시간 이후의 아이 양육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유경은 남동생 둘을 집 근처에 이
사 오게 해서, 자신이 야근하는 날은 남편과 두 남동생들 중 “한 명은 무조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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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퇴근해서 아이를 돌보는 체제를 만들었다.97) 서유경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
장 어려웠던 과제로 밝힌 것은 좋은 육아도우미를 만나는 일이었다. 서유경은 마
음에 드는 육아도우미를 구한 후, 회사를 1년 반 정도 쉬게 되었는데 “그 분을 놓
치면 내가 직장생활 다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이 쉬는 동안에도 아주머니
의 월급을 드리면서 고용을 유지했다.
⭋┄⊣ᜧྷྃԙឧ④ԙᚽ④ԙェ⤝Ή, Ή⊣ᜧྷྃԙዿԙΉԙ⒔ᶛᙫԙ㉇ṗय़ᇏ⎃.
૧ᓛྷԙႻ᧿◳ԙᶛᑻ④ԙ⊵ྃԙय़⋷⎃. ૧᚛ԙ૧ሻྃԙ④ᓟԙ␐∳Ήḓ④ԙ⊵⊷⒅∳⎃.
૧ᒇḋԙឪԙ࿓ྷඇԙ૧ᒇႳԙ∷ԙᄋ࿓ྃԙࣰ᷌ԙ∷ԙ㉇ԙ⑷⊷ྃၟ, ⛀◫⑧ԙ∳◫ᜧྷ࣯,
ḧᙫԙᶣ≇ྃၟԙ૧ԙ∳◫ᜧྷ࣯ԙ∷ԙჿྃ⚯ԙ‘ᶷԙඣ࣯ԙ╯ԙ᧿◳ॻ’ ૧ᓛ၃ᑫਜ਼⎃. ૧ᒇ
ḋԙय़ଟḋԙ㉋ԙ⑫ԙำ, ⑫ԙำԙ┄Ⴓԙ᧿ԙ◫ྃၟԙ૧ԙ∷⊿ԙ૧ԙ∳◫ᜧྷႳԙᶛ┄④ԙ⑷⒅∳
⎃. ૧ᓛᝣԙ⭋┄⊿ԙᛐফ࿓, Ή⊿ԙᛐফ࿓, ⵟԙ⊳ᚷᇓԙᄿԙᩳ, Ή᷌, ඣԙ⭋┄᷌ԙ
ᚸԙ④ԙᶛᑻ, ⓯ԙᶛᑻԙ⌯ḋԙႳ⌯☇ḋԙ૧ԙ၄ᩳ⊿ԙᬳᙫԙงফ●. ૧ᓛḏԙṼԙ⏳ଟ
●. <⩋⋰Ἃ>

친정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고, 시어머니는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최영순은 아
이 양육에 친정이나 시집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출산휴가 기간이 끝
나도록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 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집주인 아주머니
가 아이 돌보미를 자처하셨다. 직장을 그만 둘 위기는 넘겼지만, 아주머니가 사정
이 생겨서 아이를 돌봐주지 못하는 날에는 주변의 일가친척들을 수소문해서 아이
를 맡겨야 했다. 최영순의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도와주지만 “계속
위기”일 수밖에 없는 날들이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 최영순의 친정 고모가 아이
를 맡아 주었고, 고모네 가까이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했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는 육아휴직
관련한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돌봄을 해결
할 수 없었고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 또한 그리 많지 않았다. 아이돌봄은 개인이 해
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었지만, 질 좋은 돌봄을 고민하기 보다는 돌봄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웠다. 단절 없이 생애노동경력을 가졌던 여성들은 자신이 아이
돌봄을 전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 친정 부모뿐만 아니라 고모, 친정언니,
97) 남동생들은 누나를 도우려는 마음에 자신들의 일정을 조절해서 저녁 양육에 참여해 주었
으나, 남편은 자녀 양육을 위해서 거의 자신의 일정을 조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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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등 친인척과 도우미 아주머니, 동네 지인 등 여러 조력자들을 동원하여 도움
을 조직해야만 했다.
<표 4-1> 출산 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 양육 방식
연구
참여자

최영순

정미화

자
녀
수

2

2

자녀 양육
조력자
집주인 아주머니
친인척
고모

세부사항
- 첫째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돌봐줌, 상황이
안 될 때는 여러 친인척이 돌아가면서
돌봐 줌
- 둘째 낳은 후 고모가 두 아이 돌봐줌

- 첫째 12개월까지 친정어머니가 집에 와서
친정어머니
돌봐줌
가사도우미(출퇴근) - 도우미 아주머니가 10년 이상 있으면서
둘째까지 돌봐줌

김희경

2

친정어머니

- 첫째는 친정집 근처에 살면서
친정어머니가 돌봐줌
- 둘째는 친정어머니가 집에 와서 돌봐줌

장경진

2

시누이

- 첫째, 2세-4세 사이는 시누이가 도와줌
- 6세 이후: 어린이집 활용
1세: 친정어머니가 도와줌
2세- 3세: 시집(경기도)에 맡김
3세- 4세: 친정(경상도)에 맡김
5세 이후: 어린이집 활용

시부모
친정부모

-

2

시어머니
친정언니
학부모

- 주중에는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돌봐주고
월요일은 친정언니가 집에 와서 돌봐줌
- 둘째가 3세 때 시집(경기도)에 맡김
- 연구참여자가 시집에 가서 생활(남편과는
주말부부)
- 첫째가 5세에 서울 집으로 옴, 유치원 등원
아침 시간에는 이웃의 학부모가 돌봐줌
- 둘째는 시집(경기도)에서 초 2때까지 돌봐
줌

심현주

2

시부모
친정부모

- 첫째는 시집에서 같이 살며 시부모가
돌봐줌
- 첫째 5세 때 분가하여 친정집 근처로 이사
- 친정부모가 둘째 아이까지 돌봐줌

홍정희

2

시어머니

- 시어머니가 집으로 와서 돌봐줌

김정원

한선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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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자
녀
수

자녀 양육
조력자

백지영

1

친정어머니

이선정

서유경

2

2

친정부모

세부사항
- 친정어머니가 집으로 와서 돌봐줌
- 둘째가 18개월 때까지 친정(경기도)에 두
아이 맡김
- 이후: 어린이집 이용

가사도우미(입주) - 2세 이전: 첫째는 가사도우미(입주),
가사도우미(출퇴근)
둘째는 친정(경상도)에 맡김
친정부모
- 2세 이후: 어린이집, 친정동생,
친정동생
가사도우미(출퇴근)

(3) 남편: 의무의 면제
연구참여자들이 결혼생활을 시작했던 1980년대는 전통적인 성별분업 규범이 견
고했던 시기로 남편의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은 강조되었지만 가정 내 역할 분담
은 기대되지 않았다. 특히 남성의 임금만으로도 가족부양이 가능했던 중간계급의
경우는 남편은 생계, 아내는 집안일을 책임지는 성별분업이 확고하게 나타났다. 경
제적으로 안정된 중간계급에서 기혼 여성의 직장생활은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로 여겨졌다.
본 논문의 중간계급 여성들은 직장일과 가사노동의 이중노동을 수행해 왔지만
가사분담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일으킨 경우는 거의 없었다. 남편이 가사노동을
분담하지 않는 것은 시대적인 현상이고, 남성은 집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
다고 여성들도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자신들이 결혼생
활을 시작했던 시대는 남편과 가사와 양육을 함께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 했
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어디 남자가” 라는 말로 남편을 부엌에 들어오지 못 하게
했던 시어머니(이선정), 시집에서 설거지할 때 남편이 우물물 퍼주는 것도 하지 못
하게 했던 시어머니(최영순)의 에피소드를 예로 들었다.
Ήԙईԙၟԙ࣯ᝣԙ૧ሻྃԙ⎟᚛ԙΉ④ԙ⎟ᠫ④⊷⊣⎃. ┋ᶛԙ⭇ᙣԙඇᝣԙḓय़
⚯ԙ㉏ԙሻԙ⎟ᠫᠫԙにԙ◫ྃԙय़, ૧य़ԙణႳԙឪԙ᧿अԙΉ⊣ᜧྷ࣯ԙ᩷ᓯ●, ∳ᇓ. ૧ᒛ
၇ԙΉྷԙ⚯ԙェᇓԙ૧ᓟԙॣԙଟ㉏ԙἇԙ⊵⊷၇ԙΉᑫḋ, ૧ᓶॻԙ૧य़ԙቋ⊿ԙ
᩷ᚻ㉇ԙ④ᓛ⚳ԙ∹≇၇ԙय़ԙई≏⎃. ૧ුԙඣ࣯ԙ㉏ԙ⑫④ᑫԙࣰ᷌㉇. ૧ᓛԙ≏ᇓԙ
⒇ԙ⥈গ◫ԙ૧ᓛྷ, ⥈গḋԙ⊣ሃԙඇࣷԙሻԙ૧ᓣԙሻྃԙ⒇ԙ㉇ྷԙଟ⭇࣯ԙय़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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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ԙ⋯၇ԙय़ԙई≏⎃... ଟᙫԙ∷ԙ㉷⚯. ૧ሻԙΉ⊿ྃԙ⋛⑿ᇓ④ԙ࿓ԙ⌗⺤ԙႴᤄԙ⇟
ྃԙय़●. <⩋⋰Ἃ>
⓳-㋯ԙႳ⎯ԙ∷ԙ☛⚯. ឪԙ㉣, ㉏ԙ◳ԙសᑫ... ⌊ඏԙᶛᑻᇓԙ⑿ᇓ④ԙ⋛⑿ᙫԙ
Ⴓ⌯◯࿓ྃԙࣰ᷌ԙ⓳㋯ԙ∷ԙ㉣. ∳ଟႳԙई④ԙ⯯⊣㉣≫ԙ㉋࿓ྃԙࣰ᷌ԙ∷ԙ㉇⒅∳...
⎟᚛ԙ῏ᒀԙ≏ଟᙫԙឪԙ∷∳, ⊣ኪॻԙᄏ᧿. ⚯Ⴓԙ૧ᒇ. ࣯ൃԙ∳ᇓԙ⛀ԙ࣯ॻԙᄇ
ᝣԙ⎃ᓶॻԙ⦿࿓᧣ԙ⑷࿓࣯ԙ“࣯ḋԙ╯ԙ∷∳᧣ԙ૧ᒇ⎃” ૧ᓛᝣԙ“⊿④” ૧ᓛԙ∸∳ԙ
⑷⊣. <㉋ḏ㑛>

최영순은 남편이 가사를 돕는 것은 바라지도 않았고, 외출할 때 아이들을 챙기
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고 서술했다. 한선희의 남편 또한 “전-혀”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영순은 그 시절에는 기혼 여성들이 “독박”을 쓸 수밖에 없었
고, 자신도 슈퍼우먼처럼 혼자서 직장일과 가사일 모두를 하면서 살아왔다고 서술
했다.
૧ሻᚻԙ㉣Ⴓԙ∳④ԙႻ᧣ྃԙय़⊿ԙ㉣ḋԙ⓳㋯, ≏ᙫԙ⒏ିԙ∷∳◫ྃԙय़ԙ④ԙ┄Ⴓྃԙ
⑷⊷⚯ᚻԙ≏ᙫԙ⯯⊣ԙ㉇ྃԙॣԙ⓳㋯ԙ⊵⊷●, ૧ሻྃԙ⑿ᇓ④. ⾨㑷ԙবᶰႳԙ➬. ⓳
㋯... ⋟㑷ԙඣ࣯ԙ㉇ྃԙ१ᕋ. ⋟㉇࿓ԙࣰ᷌㉷⚯. ⚯ԙई④ԙ∷ԙ㉇ᝣԙ∷ԙᄇྷ
ԙ૧ᓟၟԙ૧ሻྃԙ⑿࣯ԙᩯ⊻⊿ԙᇓ⊣ࣳ࿓य़ඇԙ≏ᙫԙ⊣ኪॻԙ㉇ྃԙय़ྃԙࣰ᷌╟⤗ԙឪԙ
㉷⊣⎃. ૧ᓛྷԙय़⑇ԙ⚰⒔᷌㍋ԙ⌓ᒇԙ㉋ԙ⭋ਜ਼ᇓԙ⊵, ☀ࣳ⊿ԙ࿓ԙ૧ᚻᄿԙ૧ᒛ⊷
●. <ᤠ⚯⋰>

백지영의 남편은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한 경상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전혀” 집
안일을 도와주지 않았다. 백지영은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지만, 교사로 함께 근무했던 친구 중 3분의 2정도는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책임
으로 직장생활을 그만 두었다. 백지영 또한 자신이 결혼생활을 했던 시기는 여성
이 가사노동을 맡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일-가족 양립이 힘든 기혼 여성들의 경
우는 직장생활을 오래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ԙᶣऀॻԙ㉣◫⚯ԙ∹ྷԙᡇԙΉⶓԙῥ⚯ԙ∹ԙय़⚯, ඣ࣯ԙ㉇ྃԙॻԙ၃ԙェ
㉋ԙय़≫. ㉣ԙ◫ԙῥԙᚷԙ⑷ྃၟԙΉⶓᝣԙᚻ╠㉇ॻԙ㉣ԙ◫ྃԙᾓ⑫Ⴓԙ∳ྷ,
≏ᙫԙ᧣ྃԙॲႳԙ㉜ᶰԙ┄ᚿԙ⑿◫ԙ∷ԙၧԙඇ࣯ྃၟ, ၧԙඇ࣯ᝣԙᠧ┋࣯ԙ᷌গḋ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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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ԙय़≫, ง⊣┧ḋԙ࿓⦿ḋԙ⌓. (㉇㉇) ง⊣⚷ԙ१ԙ⋷⬐ԙ㉣ḋԙṿԙ⒐∳◫ԙ④
ᓟԙ१ԙឪ㉇ྃԙय़ԙई၃ᑫ. <ḋ␏ব>

서유경은 남편이 일을 돕는다고 나서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혼자서
가사와 양육을 해결 하는 것이 마음이 더 편했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서유경이 남
편에게 적극적으로 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일-가족 양립이 힘들
다고 호소하면 직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당시 대
다수 남편들은 아내가 돈을 벌어오는 것, 자아성취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
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여성의 사회활동은
남편의 승인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고, 남편이 승인한 후에도 지속적인 이해
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에(조혜정, 1988) 서유경은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중간계급에서 남편이 가사와 양육을 도와준 사례는 홍정희와 이선정뿐이었는데
이들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군인이었던 홍정희와 남편은 근무처가 각
기 다른 지방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떨어져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아이들을 맡아야 했다. 아이들이 중학생 때 도시에 근무하게 된 남편이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게 되면서 평일의 가사는 남편이, 주말의 가사는 홍정희가 책임을 지
는 방식으로 수 년을 생활했다. 이선정은 결혼생활 초기에 남편이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어서 경제적인 책임을 도맡아야만 했다. 그 당시 이선정의 남편은 아
이들의 유치원 하원을 돕거나 설거지 등의 간단한 가사노동을 분담했다.
중간계급 여성들의 서술에서 자신들의 남편 세대와 지금의 남편 세대는 비교되
어 진다. “그때 시대에는”, “우리 시대 때만 해도”, “옛날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와 같이 남편 세대를 일컫는 단어와 “지금 사람들같이”, “지금은”과 같이 현재의
젊은 남편들을 일컫는 용어는 연구참여자들의 서술에서 함께 사용되었다. 시대가
바뀐 것은 자각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세대와는 상관없이 현재 결혼생활에 들어
가고 있는 세대들의 상황으로 해석했다.
중간계급 여성들의 서사에서 남편에 대한 서술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은
남편이 가사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남편이 가사를 함께 하지
않는 상황은 개인의 의지나 성향 탓이 아니라 자신들이 변화시킬 수 없었던 시대
적 상황으로 해석했다. 남편의 참여를 기대했던 경우라 하더라도 남편이 따라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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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초기에 포기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했다. 중고령 중간계급에서 가사와 양육
의 수행은 여성이 주된 담당자가 되거나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에게로 부담이 전가
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입주도우미
등 전적으로 가사와 양육을 지원해주는 조력자로 인해서,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접
고 가족 내 돌봄 역할을 해결할 수 있었다.

2) 일-가족 양립은 사소한 일
일-가족 양립 문제를 힘들지 않았다고 설명한 여성들은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
직 등 노동계급 여성들로 결혼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사례들이었다.
이들은 경력단절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들
어가고 난 후 다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초기 양육기에는 대부분 전업주부로 생
활했다.

(1) 힘들지 않음: “다른 문제가 더 힘들었지”
노동계급 여성들은 돌봄노동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초기 양육기에 경력을
단절한 상태에서 양육과 가사에 전념했다. 노동계급 여성 중 경력단절 후 전일제
로 바로 취업한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고, 시간제로 일을 하거나 자신의 일정을 조
절할 수 있는 자영업에 종사했다. 재취업을 할 당시 자녀들이 돌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나이였다는 점, 시간제로 일을 시작했다는 점은 노동계급 여성들이 일가족을 양립하는 것을 힘들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Ήࣳ④ԙᩯ╠㉇⚯ྃԙ∹∳⎃. ⍋ᝣԙྕॻԙඇ࣯⒅∳⎃. ∳⭗ԙ࿓ԙ㉣ԙᜨ④ԙ⦜ṻ
ଟԙ㉋ԙԙႻ᚛ԙඇࣷԙἇԙ⑷ྃԙΉࣳ④ྷԙ∳⭗ԙ㉣⎃. 11Ή⚯ԙඇ࣯ྷԙ
૧ᓛྷԙᦳᕋ. <ব∳>

권경아는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그때도 안 힘들었어”, “그건 안
힘들고”, “음식하는 거나 그런 건 안 힘들어요” 라는 대답으로 서술을 시작했다.
출근 시간이 늦어서 자녀들을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간단한 집안일을 하고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것과 가사를 함께 하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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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고 여겼다.
(⚰⒔᷌㍋ԙ ㉇ΐԙ ሻྃԙ ∳④ᇓԙ ⊀␐㉇ԙ ⛀∷⑫ԙ ㉇Ήԙ ⊣ᔓ⎣ԙ ⑫ԙ ⊵ṗ⊣
⎃?) ඇྃԙ૧ॻԙ૧ᓶॻԙ⾨ᦳ㑷ԙ⊣ᔓ⎣ԙॣԙ⊵⊷၇ԙय़ԙई≏. ྇ᶰ⓰⑧ԙ㉇၇ԙ⑫④ྷ
ԙ૧ᓶॻԙ㉣≫ԙ㉇ྷԙ྇ԙ㉇... ૧ॻԙ૧ුԙᾤ৯⓰ᕋԙ⠸ԙ④ᓶॻԙ⌓ྷԙ⠸ԙඣ
ᔓ⌓࿓ԙ᧣ྷԙ∳⭗⊿ԙ᭗᚛ԙ㉣ԙຂԙඇ࣯, ᤔ㉣ຂԙ⥈গຂԙᦳᕋԙඇྃԙ㒇ᇓ࿓
ԙࣰ᷌ԙ∷ԙ㉣ᨓ⊣⎃. <⒔≏Ἀ>

장애숙도 일-가족을 양립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했
다. 일상적인 가사노동은 늘 해 오던 일이어서 출근 전에 빨리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은옥 또한 자신이 좀 더 부지런하게 생활하면 되기 때문에 일-가족을
양립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노동계급 여성들 중 직장에 다
니면서 가사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다.
장애숙은 자녀들이 각각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이 되었을 때 일을 시작했다.
막내아들이 신체적, 정신적인 중복 장애가 있어서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지만 장
애숙은 자신의 아이는 자폐아에 비하면 “엄마가 시간을 좀 비울 수 있”는 상태라
고 서술했다. 장애숙이 직장을 다닐 수 있었던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집이 가깝”기 때문에 “금방 갔다 금방 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걸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하교 후 아이들만 있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빨리 대처할 수 있었다. 딸은 동생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동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어서 장애숙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
반이 되었다.
ඣ࣯ԙ④ԙณ⊿ḋԙ㉋, ⎟᚛ԙ∳ᇓ④ԙ33ᶣ④⊷ྷԙ4ᶣԙሻ⣓ԙ④ᶛԙ⍃ඇ? ⎟᚛ԙ
∳ᇓ④ԙ32ᶣ④ྷ. ⋛ଟḋᚻԙඣ࣯, ⎟᚛ԙ∳ᇓԙሻᠧ⊿ԙ④ԙณḋᚻԙय़⑇ԙ⌓ᒇԙᶟԙ
य़●. ④ᶛᙫԙ∷ԙ࣯... ⋛ଟԙඇ࣯ᝣԙ࿓ԙ∻∳. “ܵܵ” ④ᓛᝣԙ࿓ԙ∻∳. ࿓ԙ∳ྷԙ
⊣ሃԙ࣯ḋԙᡇԙ㉣Ⴓԙ࿓ԙ⊿ԙᐳ⒅∳⎃. “ܵܵ, ܵܵ④ԙ᷌” ④ᓛᝣԙ૧ॻԙ᧣㌧ᚸ④ԙ
ძḋԙᦳԙ૧ᓟԙय़ԙ⊵④ԙჿ၇ԙय़ԙई∳⎃... ḋḋԙ૧ුԙ⎟᚛ԙ∳ᇓ④ԙῧԙ⌯. ጔႳԙῧ
ԙ⌓ԙ⌓◻Ⴓԙῧԙ⌓ԙᛗඏԙ④ᒇ. ᛗඏԙ④ᒇḋԙ૧ᓟԙॲԙሻᠧ⊿ԙ⊣⛻ᇏԙ╯ԙᛗඏԙ
૧ᓛ. ณ⊿ḋԙ࿓㉸㑷ԙᦳԙᚿԙ∷ԙ㉇ԙง⊣࣯ḋԙ૧ᓶ⚯, ૧ᓟԙᠧ┋࣯ԙ╯ԙ㒇ᇓ⊷
⚯. <⒔≏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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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숙의 아들은 거주 환경이 달라지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 계속 거주했다. 아들을 오랫동안 보아 온 이웃들은
아이가 돌발행동을 하더라도 사정을 알고 이해해주었다.
ᤔԙᜨ④ԙ㉇ྃԙय़ྃԙ╯ԙ⯓ḋྃԙ⚯ณᇓ④ԙᶰ⊿ԙ⤗ᔓ◫ᝣԙᜨԙ㉇၃ᑫ. ⊳ᚷ㉋
⸻ԙᦳᕋԙᜨ⋛ԙᑫԙṻ᚛Ⴓԙ∷ԙ㉇. ඇྃԙᦳᕋԙ⊣ᔓ⎣ԙय़ԙ⊵⊷⊣⎃... ≏ᇓ④ԙ⒔ᶛԙ
㉣ԙᜨᑫԙ૧ᒛྃ⚯ԙἋ㉷⊣⎃. ⒔උࣿ④ԙᠿԙᶛ◫ᝣԙ࣯⚯ԙ, ∷ԙᶛ◫ᝣԙ
૧ᚻ④. ⛀ԙᩯ᚛ྃԙ≏࣯ԙ⊵. <⓳⑧Ἀ>
⎟᚛ԙሧԙ␏⭇⎿ԙ࿓ྷ⒅∳. ᚿયԙ࿓ԙ∻∳ᇓྷԙ⛀⊿ԙᤔᚻԙ㉣ԙຂԙඇ⌓ᝣԙ≏
ᇓ④ԙᤔႳԙ⤗ᔓḋԙᜨ, ඣ࣯ԙ࣯ॻԙṿ࿇㉋⸻ԙᩯⶰ㉇, ᤔԙ⤗ᔓ◫ԙඇ⌓. ૧ᓛ
࿓᧣ྷԙ⧷ᇠ㉈ਿԙᇓ⊣࣯ԙ☀㉈ਿԙᇓ⊣࣯. <ᤄᣫ⑿>

전인숙은 혼자 닭집을 운영했는데,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아이 셋을 키우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 엄마는 장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라도 하
듯이 아이 셋 모두 떼를 쓰지도 않았고, 뒷바라지 없이도 잘 자랐다. 박민자도 만
화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던 시절을 서술하면서, “밥만 해 놓고 나
오면” 엄마가 차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서 차려먹었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까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라는 표현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던 시
기는 별다른 설명 없이 간단하게 서술되었다.
노동계급 여성 대부분은 일-가족을 양립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경제
적 어려움이 힘들었다, 시집살이할 때가 힘들었다,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가 힘들었
다는 등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꺼냈다.
(⋅⺏⋅⑫ԙ⑫㉇Ή࿓࣯ԙ࿓Ήԙ5⑫ᕋԙᤃ௷⒅∳⎃. ૧ሻႳԙ∳④ᇓ④ԙ⧷ᇠ㉈᷌⑧
ၟԙ૧ሻྃԙਸ⒔㑷ԙᤃᵇṗԙय़ԙईၟ) ૧ሻႳԙ∷ԙ㒇ᇓ⊷⊣. ૧ԙ⑫④ԙ╺ྷԙ㒇
ᇏ⚯ԙភᙣ. ⓯ྃԙ૧ԙ⑫④ԙ⒛ᣧ⑷⊷ྷ, ૧ᒇḋԙᦳᕋԙ㒇ᇏԙ◳ԙសᑿྃၟ. ඇ
☀⊿ԙ≏ԙ∳࣯ԙᙳ㉇, ᙳ㉇ྃԙॲႳԙᦳᕋԙඇ-☀⊿ԙ㒇ᇓ⊣⚯ྷԙΉ∳ᥳ⚯࣯ԙ
⛀ԙ〃∳ḋԙᑫԙ૧ᓛ, ∳ԙ⚳⛋ԙ⊵⊣⚯ྃԙਜ਼ඇԙ૧ሻԙ⒏ିԙ㒇ᇓ࿓ԙࣰ᷌ԙ㉷⚯,
૧ԙ⓳⊿ྃԙᠿ. (⛀∷⑫④ᒀԙ㍻ᶛ⑫④ᒀԙई④ԙ㉇ΐԙሻԙ∷ԙ㒇ᇋṗ⊣⎃?) ณ, ᦳᕋԙ
∷ԙ㒇ᇓ⊷⊣⎃. (ェᩳ④ԙई④ԙႳ⌯◫ṗ⊣⎃?) ∳ྷ⎃, ૧ු. ૧ᓟԙय़⊿ԙ㉣ḋԙ
⓯ྃԙᦳᕋԙ㒇ᇏԙ૧ᓟ. ┓ԙ㒇ᇏԙॣ, ট㌫㉷ԙሻ࣯ԙ┓ԙ㒇ᇓ⊷, ∷ԙ㒇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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Ⴓԙ૧य़ྃԙ∷ԙ㒇ᇏԙय़ԙई∳⎃. ῌԙ㉇ྃԙय़ඇԙ૧ᓟԙॣԙ∷ԙ㒇ᇓ⊣⎃. ┓ԙ㒇ᇏԙय़
ྃ, ┓ԙ㒇ᇏԙय़ྃԙ⓷ԙ④ᓟԙय़ԙ࿓࣯⌓ྃԙय़. ૧ॻԙ┓ԙ㒇ᇓ⚯. Ήԙῌਜ਼ᇓ④ԙ┓ԙ
ඇᵋԙॻԙᠿᝣԙඋԙሧ④⒅∳⎃. ཿ᚛ᑫႳ. ㉋ԙႳ, ඣ࣯ԙ18ำԙᶣ≇ඇԙ૧ԙ┄Ⴓԙ
ᶣ≇ྃၟԙ㉋ԙႳԙඇᙫԙ⭋┄⊿ԙ࣯ᑫԙṻ᚛ᙫԙ∷ԙ㉷⊣⎃. <ব∳>

권경아는 자녀들이 4세와 6세일 때, 금⋅토⋅일 주 3일 근무로 다시 일을 시작
했다. 권경아는 아이들이 사이좋게 잘 놀았고, 일요일은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들만 집에 두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고 서술했다.98) 권경아는 주

3일에서 주 5일로 근무조건이 변경된 후 일-가족 양립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냐는
질문에, 남편이 노름을 하면서 빚이 생긴 이야기를 꺼냈다. 시아버지가 결혼할 때
집을 사 주셨는데, 아들이 노름으로 집마저 날릴까봐 노심초사하다 자신이 사 준
집을 팔아서 집값을 다시 달라고 한 게 가장 힘들었다고 서술했다.
박민자는 가계 부업으로 생계를 돕다가 자녀들이 각각 4세와 7세가 되던 해부터
만화가게를 운영했다. 박민자는 아침부터 밤까지 영업해야 하는 가게를 운영하면
서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힘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박민자는 결혼 초
기 시가에서 생활할 때 자신의 가족과 시동생 두 명, 시부모까지 대가족을 혼자 뒷
바라지했던 때가 “말도 못” 하게 힘들었던 때였다고 서술했다. 또한 박민자는 “젤
힘들 때가 화장품 장사할 때하고 병원에 근무할 때”라고 서술했는데, 그 시기는 태
어나서 일을 가장 많이 했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육체적
어려움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비하면 박민자에게 일-가족을 양립하는 것 자체는 힘
든 일로 여겨지지 않았다. 자녀들이 어릴 때 운영을 시작했던 만화가게는 어려운
업무가 없었고, 자녀들의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단골손님에게 가게 일을 부탁하고
잠깐 집에 다녀 올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그때는 장사가 “너무 너무” 잘 되던 때
여서 어떤 일도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ԙ∳④࣯ԙਿ␐㉈⎿ԙඇ⌯ḋԙḏ᷌, ૧ԙ⑳⎘Ήԙ◯ᬳ㉷⊣⎃. (ⵟԙ≏⎃?)
ณ. ⚳⛋ԙ╺ԙ㉈, ㉈⎿ԙḌᶛԙᤊ∳ԙ࣯⚯ԙ⑳⎘Ή⚯ԙᄋ࿓ԙᠣ╟ॣԙࣰ᷌㉷
98) 권경아는 자녀들이 어릴 때 아이들만 집에 두었던 것을 면접을 할 당시에는 “학대”라고
해석했다.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던 시기에는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그
냥” 키웠지만, 부모에게 올바른 양육법과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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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ԙ∷ԙᄇ၃ᑫਜ਼⎃. ૧ᒇḋԙ≏࣯ԙᾓ⾧ᓷᾓԙ┄ᚿԙᚽ④ԙᤊ≇⊣⎃. ૧ᒇḋԙ⎟᚛࣯ԙឪԙ
㉇ॻԙ㉷⊣⎃... ૧ॻԙ⓯ྃԙ┓ԙ㒇ᇏԙय़⋷⎃, ⎟᚛ԙ∳ᇓႳԙ⚯ԙ∷┄⓰ᕋԙᛓ⒔ԙ
㉋࿓ԙ㉇ྃၟԙ㉇ᗗ∳⭗⊿ԙᛓ⪋ԙ૧ᓶॻԙឪԙ⌛᚛ᝣԙᤃᕋԙᤘԙ᭫≫ԙძ⎃. Ὤ⚯ԙ∹∳
⎃. ᠣ╟ॣԙᛓ⪋④ԙ⊵ྃၟԙ⋛ଟḋԙ૧ԙ⑿᚛ᙫԙ㉇ඇԙ◫এ⊣⎃? ૧ᓛྷԙ࿓ԙ᩷∷㉋ԙ
य़●... ृྃԙऄᶛ㉇ԙ⑷ԙ⊇ྃԙ④य़ԙ㉇ԙ⑷ྃၟԙᅇԙ࿓ԙ᩷∷㉋ԙय़●. ᩯᙫԙᚽ
④ԙ㉷⊣Ⴓ, ᩯᙫԙ∷ԙ㉷⊣Ⴓ. <ଯἇᣧ>

김수미는 자녀들이 각각 고등학생 3학년, 2학년, 초등학생 때 다시 일을 시작했
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일을 했기 때문에 김수미에게 직장을 다니는 것
과 가사를 병행하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다. 김수미가 가장 힘든 것은 자
녀들이 30대가 되었지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재취업을 했을 무
렵엔 남편 사업이 망하고 아이들은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는 게
사는 게” 아닐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다면, 지금은 아이들의 미래가
불안정한 것이 가장 힘들다. 딸은 명문대학을 졸업했지만 계약직 강사로 근무하고
있고, 아들은 백화점 내의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출이 나빠지면 매장을
철수해야 하기 때문에 둘 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 하고 있다.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실제로 일-가족을 양립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겠
지만 대부분 어렵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것은 일-가족 양립보다 힘든 일이 더 많았
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서술은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시점에서 해석하
는 것이기 때문에 일-가족을 양립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쉬운 일이었다기보다는 주
관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일-가족 양립: 나 아니면 가족
노동계급 여성은 가사나 양육에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기 때문에, 기대수준을 낮추거나 최대한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했다. 본 논문의 중간계급 남편들이 가사노동에서 면제되어 있었던 데 반해서 노
동계급 남편들은 상대적으로 가사와 양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재경⋅이은아⋅조
주은(2006)의 연구에서는 노동계급 남편들이 가사와 양육에 협조적인 것은 이들이
가부장적이지 않거나 성평등한 가치관을 가져서라기보다는 대체 자원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된다. 물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것이 남성들이 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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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에 협조적이 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본 논문의 노동계급 여성들
은 남편이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퇴직이라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일을 할 수 있었
으리라 판단된다.
(ᅇ⛧ԙ≏ԙሻᠧ⊿ԙェᩳ④ԙ⛀∷⑫ԙ၃ԙ⒇㉇ॻԙᄇ῏ԙय़ԙईḧ⎃?) ⑀, ⑀. ⎿
ᒇႳԙ⒇ԙ㉇ଣԙ㉷ྃၟԙ၃ԙ⒇㉋ԙय़⚯. ዿԙ≏࣯ԙ⯓⚯ྷ. ૧ሻྃԙ≏ྷԙၘ⭇Ⴓԙ⒀≇
ԙඣ࣯ԙ㉣Ⴓԙჿྃၟ. ၘ⭇Ⴓԙ⯓⚯ԙऀ⑿ଟԙᚽ④ԙ⣻... ≏ྃԙ⯓⚯ԙ④ᓛྷԙ
ඣ࣯ԙម⎄ԙΉⶓଟ࣯ԙᩯᾓᓬ၃ᑫ. ૧ሻᩯ⸟ྃԙ⚯ԙ∳࣯ԙᶷ⊿ԙᇓ⊣⌓ᝣԙ≬
Ⴓԙᤋᑫ☇≫ԙᄇ... ≏ᇓԙ∳࣯ԙ⭣ᤃྃԙ┄ᚿԙᚽ④ԙ㉣ԙ☛⊣⎃. ⎟᚛ྃԙ⚳⛋ԙ⭣ᤃԙ
ᚽ④ԙ㉣ԙ☇⎃. ∳⭗⊿Ⴓԙ᭗᚛᭗᚛ԙឪԙ࣯⎃, ᎠᎠ㉇ྷ, ④ᓶॻԙඇ⌓࿓࣯. ⊇ྃԙឧ
④ԙᬳ㉇ྷԙ⑫⊣ඇྃԙ૧ԙἋࣳ⊿ႳԙῧଟႳԙ㉇, ඇ⌓ᝣḋԙῧଟႳԙ㉇, ࣯ྃԙ
∷ԙῧଟႳԙ㉇ԙ④ᒇ⎃. ૧ᓛᝣԙᶛΐԙ૧ԙ⦇᚛ᙫԙඣ࣯ԙ⒇ԙឪԙ㉣⎃. ⚯ԙ∳࣯ԙ
㏗∛ԙ⒇ԙ㉣. ૧ᓛᝣԙय़⑇ԙ⚯ԙ∳࣯ԙ⦇᚛㉣◫ԙ④ᒇḋԙᦳᕋԙ૧ᓶॻԙඇྃԙ㒇ᇓྃԙ
∷ԙ㉷၇य़ԙई≏⎃... (⦇ᩯ⸟ԙ૧ᓶॻԙႳ⌯◫ṗ⊣⎃?) ⦇ᩯ⸟ԙ૧ᓶॻྃԙ∷ԙ㉷
⊣. ⍋ᝣԙ㍻ᶛⷌΉԙ㉇ྷ. ૧य़ԙ㉏ԙ૧ॻԙ∷ԙჿ⚯. ⦗⊿ྃԙ૧ሻྃԙ≏⋯ྷԙ
ඣ࣯ԙ࿓ԙ㉷⚯. ඣ࣯ԙᧀ⎿⊿ԙ࿓ԙၟ᚛ԙ࿓ྷԙ⚯ԙ∳ྃԙႷԙ. ૧ሻྃԙሠԙᩳ᚛
࣯ԙჿ⚯. <⒔≏Ἀ>

장애숙의 아들은 유전질환으로 인해 정신지체와 행동장애를 앓고 있다. 배변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 했고, 장애숙은 하루에도 몇 번
씩 대소변을 처리하고 아들을 씻겨줘야만 했다. 아들이 성장하면서 덩치가 커지게
되자 남편은 아들을 씻기고, 대소변을 처리하는 일을 전담했다. 장애숙의 남편이
처음부터 아들을 돌보았던 것은 아니었다. 장애숙이 전업주부로 있고, 아들이 어렸
을 때는 장애숙이 아들의 양육을 도맡았다. 그 당시는 남편이 경제적 부양을 전담
하고, 자신은 양육과 가사일을 전담하는 “딱 분리가” 되었던 시기였다고 서술된다.
남편이 아들의 양육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은 장애숙이 다시 일을 하게 되고, 남편
이 개인택시를 운행하게 되면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부터였다.
⊇ᇓԙ∳࣯ԙ┋৫⓿⊿ԙ, ਜ਼࣯ॻ⊿ԙ, अ࿓ԙ◫ྃԙय़⚯. ㍃ᠫ⤗࣯ԙ⑷⊷
⊣⎃. ඣ࣯ԙḺԙ᧣ଟ࣯ԙᥴ⤗ྷԙ⋵⊿ԙᅇ∘ԙⷋ⎻ḋԙඇ࣯ଟႳԙ㉷⊣⎃. ඣ࣯ԙ⛀⊿ԙ㉇
ඇԙၟ᚛ԙ〃ԙ④ᓶॻႳԙᚽ④ԙ㉷⊣⎃... ᜨԙ⑿ԙ࣯ॻ⊿ḋԙ㉇࿓᧣ྷ. ၟ᚛ԙ
࿓ྷྃԙय़ྃԙ㉷⚯. <⓳⑧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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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숙은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운영했다.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라” 남자가 집
안일을 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겨서 가사노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남편이 유일하
게 하는 일은 아이들을 “잠깐”씩 데리고 나가는 것이었다. 거래처에 물건을 배달하
러 나갈 때 남편은 화물차에 아이 둘을 태워서 데리고 다녔고, 그 동안 전인숙은
막내 아이만 돌보면서 가게 일을 할 수 있었다.
ェႳԙඇᙳᕋԙḧⶰ④ᑫᇏ࣯ԙ૧ᓟԙॲ, ⦜ṻଟԙ┄Ⴓ, ૧ᓟԙय़ྃԙႳ⌯◫ԙ㉷⊣
⎃... ⎿ᒇԙェԙ⑿ᶰ㉋ԙェ④⊷⊣⎃. ≏ᇓԙⶓ⎧ԙሻႳԙᚽ④ԙႳ⌯◫. ᚻ≬⊿ԙ㉸
ᶛ࣯ԙ⑷⊣ḋԙྕྃ࿓ԙ㉇ᝣԙ≏ᇓ㉇ԙ⓯ะԙ┄Ⴓྃԙ⥈গḋԙᜨ. <␏㌋⋰>
⓯ะ⊿ԙඣ࣯ԙੜԙൂ⋛ຂԙᤔᚻԙ㉣ԙຂԙ⑿ᝣԙ∳⭗⊿ԙ῏④ԙ૧ුԙଯ⭇ԙ㉋ԙ࣯
⚯, ᤔԙ㉋ԙ࣯⚯ᚻԙຂԙᤔԙᜨ, ≏ᇓԙ⥈গ◫ᝣԙඇྃԙ◯ᬳ㉇... ῏ᒀ④ԙ┓ԙᚽ④ԙ
Ⴓ⌯☛●. ῏ᒀ④ԙᠣ⎿④࿓ԙ᧣ྷԙ┄ࣰ⊿ԙሠሠԙ⻣૫㉇࿓ԙ᧣ྷԙ૧ᓟԙ④⓿Ⴓԙᚽ
≇●. ェ④ԙᚽ④ԙႳ⌯☇ḋԙ㉏ԙἇԙ⑷⊷၇ԙय़ԙई≏⎃. <ᤄ⌔>

유혜영의 남편은 평소에도 세탁이나 청소 정도는 도와주는 “자상한” 사람이고,
유혜영의 퇴근이 늦으면 아이들하고 식사를 챙겨먹을 정도로 가사를 많이 도와주
는 편이었다. 박명옥 또한 자신은 남편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데, 남편
이 아이들의 식사를 챙겨주어서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박명
옥의 남편이 도와주는 일은 자신이 저녁에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차려먹는 것이다. 박명옥의 남편이 객관적으로 집안일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남편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주관적 인식이 박명옥에게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고 분석할 수 있다.
노동계급에서의 돌봄은 남편뿐 아니라 자녀들의 도움까지 얻어서 가족 내에서
해결되었다.
(∳④ᇓ④ԙ4ᶣ, 7ᶣ⑫ԙሻԙ⋅⺏⋅⑫ԙ⑫㉇ṗᝣԙ⎃⑫ԙ㉇ᗗྃԙ∳④ᇓԙ⊣ኪ
ॻԙႻ᧣ṗ⊣⎃?) ૧ුԙ⛀⊿ԙ⑷⊷⊣⎃. (∳④ᇓᚻ⎃?) ณ. ㉈य़ԙई≏⎃. (⎲
) ⚯. ㉈? ∳, ␏⭇⎿ԙः࿓. ␏⭇⎿ԙःྷԙᶰ৯④ԙ⊵●. ⎃⑫⚯ԙ
␏⭇⎿ԙ࣯⒅∳⎃... ዿԙ⚯ณᇓ④ԙ⒇ԙ≇⊣⎃, ૧ሻྃ. ⑫⎃⑫ඏԙ㉜ᶰԙ∳࣯ԙ
⑷ྷԙ⺏⎃⑫ᚻԙ૧ᓛᝣԙჿ⒅∳⎃. ૫ၟԙ૧ሻྃԙ≏ᇓ④ԙ૧ුԙ⒇ԙ≇၇ԙय़ԙई≏
⎃. <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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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ԙⵟԙ≏࣯ԙ⒀ԙ≏ᙫԙय़⑇ԙႳᛐ∳ḋԙ㉷⊣⎃. ᚸඣ࣯ԙ⑀࣯㉇ԙῥ࿓ᝣԙ⚯࣯ԙ῏
ᠧ⚯ԙୃ, ࿕∳◫ԙ࿓ԙ㉷⊣⎃... ⛀⊿ḋԙⶓ⎧ԙሻԙᷓ⎻⒔ԙ④ᓟԙॻԙ⊵⒅∳⎃. ૧
ුԙ㉇ἇႳ࣯ԙඣᔓ࣯ॻൃԙ㉣ԙທ⊣. ⓯ะ⋃ԙᷓ⎻ԙ∷ԙ㉇ԙឪԙ⑿, ၃⎻ḋ. ඣ࣯ԙᤃᵇ
ᝣԙ⎟᚛ԙⵟ≏࣯ԙ㌧ᾓᚻԙబ∳◫ᝣԙ⚯ԙ᷌ᇓԙម⎄ԙ࿓ԙΉⰋḋԙᇓ⊣࣯⎃. <⓳⑧Ἀ>

전인숙은 아이들이 어린 시기에 운영했던 닭집이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아이들
을 돌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전인숙은 두 살 터울의 세 아이를 기르고 있었는
데, 큰 딸이 막내아들을 “거의 도맡아서” 키우다시피 했다.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학교도 들어가기 전의 어린 큰 딸이 동생들과 함께 놀고, 같이 밥을 먹고, 자기 전
에 동생들을 씻기고, 배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 막내 동생을 돌봤다.
권경아는 아이들이 4세와 6세에 재취업을 했다. 당시 권경아는 금⋅토⋅일 근무
를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과 토요일은 아이들만 집에 남겨져서 권경아가 퇴근할
때까지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권경아는 아이들이 사이좋게 잘 놀았기 때문에 걱
정을 하지 않았다고 서술했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학대”였
다고 정의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초기 양육기의 자녀들을 돌보는 경우에도 힘들었다는 설명
을 하지 않았다. 부모가 개입하지 않아도 큰 아이는 자연스럽게 작은 아이의 엄마
역할을 대신 해 주었고, 아이들은 서로를 돌보면서 자랐다.
본 논문에 면접 대상이 되었던 노동계급 여성들은 자신이 전담할 수 없었던 가
사와 육아를 가족 내에서의 분배를 통해 해결했지만, 노동계급이 중간계급보다 젠
더통념에서 약하고 가족 내 분담이 잘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본 논문의 면접
대상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력을 유지했던 사례들이다. 가족 내에서의 양육
분담이 되지 않고, 아웃소싱(outsourcing)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가사와 양
육을 전담해야 했다면 여성이 노동경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일하는 엄마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은 일을 하는 기혼 여성으로서 자신의 모성 역할에 대해
계급 집단별로 각기 다른 주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중간계급과 노동계급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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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로서의 자기 평가는 서로 다른 부분에 집중한다.

1) 미안함과 뿌듯함
중간계급 여성들은 일하는 엄마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렵게 직장생활
을 일구어온 삶이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엄마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아이들에게 시간과 관심을 적게 쏟은 것에 대해 미안하기도 한 양가감정을 드
러내었다.
아이에게 느끼는 미안함은 초기 양육기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에서 아이가 성인
이 된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결된다.
ᶷᚷԙ␏∳⎿④ԙ᷌ফ⊣⎃. ④Ἃ⑿ԙ⋛ᶛ࣯ԙ૧ሻԙ㉣ԙअ. ૧ᓟၟԙዿԙ૧ሻྃԙ⌓㎳ԙ
3Ή⊿ԙൌඇ⎃. ૧ᓛᝣԙඇԙ⻣૫㉇ԙ࣯ᝣԙ7Ή⣓ԙᄇ⒅∳⎃. ૧ሻྃԙ⚯⦇ᓫԙ④ᓶ
ॻԙΉḓ④ԙ⒇ԙ∷ԙძԙ⑷, ⯓࿓ᑯԙᤘԙ㉇ඇ, ◫ᤘԙ⑷ྃԙၟ⊿⎃. ⯓࿓ᑯԙᤘ⊿ԙ⎟᚛ԙ
≏ԙ㌫⑿ԙ⑷⊣⎃. ⓳ᇠԙਜ਼Ḍ⊿࿓ԙⰋḋ. ∳④ᒀԙ⎧. (⎲) <⩋⋰Ἃ>
⚯Ⴓԙ➫ളᛓ࣯⚯ԙṼᶰ㉣. ඣ࣯ԙ⒇ԙ⥈গԙᝄ⋛≫ԙᄇྃၟԙ∷ԙᜨ⋛ԙअԙ≏࣯ԙ∷ԙ
⯓. ृྃԙᚸԙ⊳ᚷԙⷂ㉇⒅∳ԙ(㉇㉇) ⊳ᚷ࣯ԙ┋ᕋԙ∷ԙᝄ⋛ԙ࣯⚯ԙඇԙ④ᓶॻԙ⒀࿓
. ૧ॣԙᛍྃԙय़ԙई≏... ⚯Ⴓԙᣧ∷㉣⎃, ភ␏ᙫԙ㉋ԙႳԙ∷ԙᜨ⋛ԙᨓ⊣⎃. ૧ྷ
ԙඣ࣯ԙ⊣ኪॻԙ᧣ᝣԙ⎟᚛ԙ≏ᇓԙᚿᚷሟඇԙඇᵋԙ⊳ᚷ. ඇᵋԙ⊳ᚷԙᛍ∳⎃ԙ(㉇㉇) ⊣
ኗԙሿԙ≏ᇓ④ԙ“⎟᚛ԙ┋ᕋԙ∷ԙⶓ⏏⒅∳, ⊳ᚻԙඇᵋԙ⊳ᚷ≫” ㉇ᝣԙ“ᛍ∳, ⊳ᚻԙඇᵋԙ
⊳ᚷ≫”. ඇᵋԙ⊳ᚻԙᛍ∳⎃. (㉇㉇) ⊣ኪॻԙ᧣ᝣԙ⑫ԙ⎄Ίᚻԙᚽ⚯, ≏ᇓ㉋⸻ԙ┄Ḡԙ
ᇓ⋛ḋԙ⒇ԙⶓ⎻≫ԙᄇএ࿓ԙ④ᓟԙॣԙ⊵⊷၇ԙय़ԙई∳⎃. ඣԙ⎄Ίᚻԙᚽ≇⚯. ඣԙ⎄Ίԙ
⤗᚛⑿. <┄ᣧ㍃>

최영순과 정미화는 아이의 출산 휴가로 두 달을 사용하고, 이후 직장을 다니면
서 아이 양육을 병행했을 당시 아이에게 제대로 해 주지 못한 미안함에 대해서 서
술했다. 정미화는 둘째 아이의 키가 작은 것을 자신의 탓이라 여긴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건강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 해서 아이는 2.3 킬로그램의 적은 체중
으로 태어났고, 자랄 때도 잘 챙겨 먹이지 못했다. 정미화의 자녀들은 모유도 먹이
지 않고 도우미 아주머니의 손에 자신들을 맡긴 엄마에게 “나쁜 엄마”라고 칭했고,
정미화 스스로도 일 욕심 때문에 애들한테 신경을 쓰지 않은 나쁜 엄마였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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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다. 정미화는 현재 30대 미혼인99) 두 딸과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담당하고 있
으며, 딸들의 이름으로 주택청약저축, 재형저축에 가입해서 비용을 대신 납입해 주
고 있다. 정미화는 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자신의 행동을, 아이들
이 자랄 때 제대로 보살펴 주지 못했던 것을 지금 해 주는 “보상심리”라고 설명했다.
ृ࣯ԙ∳ᠣॲႳԙ∷㉏ᑫԙ૧ᒇ... ⊳ᚷԙ⻣૫㉏ԙሻ⚯ԙଟ࿓ᔓ≫ԙ㉇⒅∳. ⊳ᚷ࣯ԙ㉈
⎿ԙ-ᠣԙᚽ④ԙ④ॲ⓯ॲԙΉⶓṃԙअ, ⚯⧓. ⚯⦿ḋԙ∳ᠣԙॲႳԙ㉇ԙῥԙࣰ᷌
④ԙ∷ԙᇏ࿓ྃԙय़≫. <㉋ḏ㑛>
ᚻ≬⊿ԙ┋࣯ԙ⚰⒔᷌㍋ԙ∷ԙ㉇ԙ⛀⊿ԙ⑷⊷၃ᑫᝣԙ⑿ଟႳԙ⎄Ί④ԙ⑷⊣ḋԙᣫᶛඇԙ
৫㉈ᙫԙࣳ࿓ԙ㉏ԙἇԙ⑷⊷ԙ⸿ၟ... ┋࣯ԙ⩋ḏԙ࿓㉇ྃԙॻԙ∳④ᇓ⊿ॻԙ᧧᧣ଟ
࣯ԙᄇ, ∳④ᇓ㉋⸻ԙ⊣ናԙ④┄ㅋ࣯ԙᄇԙ૧ᓣԙय़ᑫԙࣰ᷌㉷⊷ྃၟ, ૧ሻԙ┋࣯ԙ⎘
ଟᙫԙඣḋԙ૧ᚻᅯ၃ᑫᝣԙᑫ⚯⚯ԙ∹≇ԙ∳Ὓ⎯④ԙ⑷⊣⎃... ⚯ԙࣰ᷌㉣᧣ᝣԙ
ඣ࣯ԙ⩋ḏԙ࿓㉋࿓ԙࣰ᷌㉷ྃၟԙ④ॻԙ∳④ᇓ㉋⸻⚯ྃԙ∳ྷਜ਼ඇ. ඣ࣯ԙ∳④ᇓ
⑇ԙ⎣ԙᚸԙॣ࣯ԙ૧ᓟԙࣰ᷌Ⴓԙᇓԙ૧ᓟԙᝣ④ԙ┋⑫ԙ∷⇟ᓬ. ඣ࣯ԙ≏ᇓ④ԙ⎿㉏ԙ
ሻԙ⓳⋜ԙ㉷ᝣԙট৫࣯ԙ╯ԙ࿓ᙣ⚯ԙ∹ԙ④ᓟԙࣰ᷌Ⴓԙᇓ. <㌼┄㑛>

한선희와 홍정희는 자신이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 했던 것
이 아이들의 현재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한선희는 성인이 된 딸이
직장만 겨우 다니면서 휴일에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어린 시절에 퇴
근하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지쳤던 기억이 작용한 탓으로
해석했다. 또한 선생님이 적성에 맞는 딸이 다른 직업을 택한 것도 자신이 “밤을
꼬박 새”면서 승진 준비를 하는 힘든 과정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홍정희는 아들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 하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
것을 뒷바라지를 하지 못한 자신의 탓으로 여겼다. 아들이 바쁜 엄마를 배려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진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중간계급 여성들은 아이에게 자신의 삶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99)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단어로 비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연구참여자 세대에게
결혼은 의무적인 것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결혼 전 상태가 있을 뿐이다.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비혼’보다는 ‘미혼’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고, 이들도 결혼 전/후를 나
누는 단어로 미혼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미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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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다.
⊳ᚷ࣯ԙ⊧┋⚯ԙ⑫ԙ㉇, ૧ԙ࿓⊿ԙ⊳ᚷ࣯ԙ⻣⚰ԙ㉇এ࿓ԙ૧ᒛ၃ྷԙ૧ᓛᝣԙ
“⊳ᚷ, ⻣⚰㉇ᝣԙᠿԙ㉇ΐԙॣၟ⎃” ૧ᓛ၃ᑫ⎃. ૧ᒇḋԙ“④┋ԙ∳≫⚯” ૧ᒛय़ᇏ
⎃. ૧ᒛ၃ྷԙ㉇ྃԙᚿ④ԙ“⊳ᚷ, ⊳ᚷԙईԙ⑧⒛࣯ԙᝣԙ∷ԙᄇ⚯” ૧ᓛྃԙय़⋷⎃. ૧
ᒇḋԙ“૧ॻԙᠣᾗԙ⑇ᣧ≫?” ૧ᒛ၃ྷԙ⎃⚇⊿ྃ, ૧ᓛྷԙ૧ԙ⊇ଟᙫԙᇒԙ┋࣯ԙ╟
ԙ⋛ᓛԙ࣯⚯ԙᚻࣿ④ԙਿ⤗㉷ྃၟ. ᠿᑫԙ㉷ᝣԙ⦇⊿ྃԙ⊳ᚷ࣯ԙ⑫㉇ྃԙॻԙᠣԙ
Ὶ⊷ྃၟ, ⑿ଟԙ⧷ᇠ㉈ਿԙሻྃԙᠣԙῚ⊷⎃. ૫ၟԙ≏ᇓ④ԙ☀㉈ਿԙᄇᝣḋᩯ⸟ԙḏ
᷌࿇Ⴓԙ૧ᓶԙ⭋ਜ਼ᇓ④ԙ“ྃԙ⤧ԙ╺এ࿓” ④ᓟԙ⊇ଟᙫԙ㉷⊷⎃. ⓯㉋⸿ԙ૧ᓟԙ⊇
ଟᙫԙ㉋ԙ⓰④ԙ⊵⊷य़ᇏ⎃. ૧ᒇḋԙ“⍋?” ૧ᒛ၃ྷԙ⊳ᚷ࣯ԙ⑫ԙ㉇ԙ૧ᓟԙय़⊿ԙ
㉣ḋԙ◫⊿ḋԙ૧ᓶॻԙ⊇ଟᙫԙ㉣◫ྷԙ⑿ଟ࣯ԙ╟ԙ⇠㉷⎃. <Ί㋳◫>
ऋԙᇞ㉷၇ԙॻԙ⎟᚛ԙ∳ᇓ④ԙ4㉈ำԙሻԙ⣓ԙჿԙሿ࣯, ㉋ԙଧ⊿ḋԙᚻඋय़
≫. ⑧ᶛ㉇ԙ≏ᇓԙ∳④ᾓⵛᚫԙ㉋ԙऋ∘ԙᶛԙ◫ԙ᧣භྃၟԙ⛀⊿ԙ⌓၃ྷԙ⎟᚛ԙ∳ᇓ④ԙ
∘ԙ⎲ᝣḋԙ“⊳ᚷ, ≏ᇓ④ԙ⊳ᚷԙ⓹⊣ԙ᧣⑧” ④ᓛྃԙय़≫. (㉇㉇) ૧ᓛᝣḋԙ“⊳
ᚷԙ⑷࿓”ԙ૧ᒛ࿓ྃԙय़≫. ૧ሻ࣯ԙঘ◫ԙ⺏⎃⑫④⊷⊣⎃, ඣ࣯ԙ⻣૫㉇࿓࣯ԙ≏ᇓ
ԙ᧧य़ᑫ, ⊳ᚷ࣯ԙሠԙಧᣧԙ⑷ྷԙ╯ԙ᧣ଟԙ╺≇၇ԙ࣯᧿. “⊳ᚷ, ⑷” ૧ԙᚿԙ
ᇒԙ૧ሻᩯ⸟ԙ㒇ԙඇԙ࣯⚯, ‘∳, 4㉈ำᚻԙᄇᝣԙ⤝ਜ਼ඇ. ૧ԙᶛ④⊿ԙ╯ԙ⒇ԙছၻ
◫ᝣԙ⊳ᚷ࣯ԙ⑷ॻԙ᧣⑫ԙሻ࣯ԙ⑷ਜ਼ඇ’. ૧᚛ԙᇠ㉈ਿԙሻԙ≏࣯ԙ⾨ἇᤇ⊿ԙᇓ⊣࣯
ᝣԙ⊳ᚷᇓ④ԙႻ∳࣯ᝣḋԙᤓ⊿ԙ≫ࣳ⑿ᾤԙ⚯Ⰻ≫ԙᄇྃԙॣၟԙ૧य़ྃԙඣ࣯ԙ㍻ᶛԙ࿓ฯ
Ⴓԙᛓ⑫ԙ㉇ྃԙॣԙ∳ྷྷԙᄇྃԙඏ⛋ᙫԙ╯ԙ╟⓷㉣ԙ◫၃ᑫਜ਼⎃, ૧ॣԙ⚯Ⰻ☛⊣⎃.
2⑧࣯ԙ1⊿ԙ㉋ԙ⑧࣯ԙႻ∳⌯. ⻣૫㉇ԙ7Ή⊿ԙ࣯ḋԙ11῏࣯ԙ11Ήԙᤇ⊿ԙ≏ᇓ
㉇ԙᠧԙ࿚ԙඇ⌓ྃԙय़⋷⎃. ⊳ᚷᇓԙ⌯ḋԙ૧ුԙ⑷. ૫ၟԙඇྃԙ⻣૫㉇ԙ⯣㇗
⸟ԙᇓԙ⌯ԙ࣯⚯ԙ⋰㍃ᙫԙᨓ⊣. ૫ၟԙ⯣㇗⸟ԙᇓԙ⌯ḋԙ∸∳ԙ⑷ྃԙ⊳ᚷ࣯ԙᦳᕋԙ⊵
⊷၇ԙ࣯᧿, (㉇㉇) “ྷณԙ⊳ᚷྃԙ⎟᚛ԙ⚯ⶓᝣḋႳԙ⑫㉇Ήྃԙ࣯᧿, ⑷࿓” ④ᒛ࿓
ྃԙय़≫. ඣ࣯ԙृ㉋⸻ԙ“⊳ᚷ, ⑷࿓”ྃԙ⊇ଧԙᄿԙԙᇓԙय़≫ԙ(㉇㉇) Ṽᕋԙଟ
ᩳԙ╺၃ᑫਜ਼⎃, ૧ᒇႳԙ≏ᇓ④ԙ⑫㉇ྃԙ⊳ᚷᒀԙ⛀⊿ԙ⑷ྃԙ⊳ᚷᒀԙ૧ԙব⊿ḋԙ⑿ᩯ
Ίԙअྃԙଟࣳ④ԙ⑷ԙἇԙ⑷এ࿗ԙࣰ᷌ԙ㉷. <ḋ␏ব>

심현주와 서유경이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로부터 받은 인정은 자신이 직장생활
을 꾸준히 해 온 것이 잘한 선택이라는 것을 확인 받는 계기가 되었다. 서유경은
살면서 일하는 엄마로서 “멋있다”는 말을 두 번 들었다고 했다. 첫 번째는 아들이

4학년이던 토요일 오후의 어느 날, 퇴근길에 마주친 아들의 친구들이 직장인의 옷
차림을 한 서유경을 보고 멋있다고 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아들이 고등학생 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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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자습 감독을 갔다가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아들의 친
구들이 일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평가한 것이었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직업을 가졌고, 학부모 봉사를 와서까지 일에 열중하는 엄마의 모습은 전업주부
엄마와는 확실히 달랐고, 이러한 엄마를 둔 덕분에 아들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
게 되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이 자각하는 미안함은 “만약에 내가 직장생활을 안 하고 집에
있었더라면” 이라는 가정과 함께 전업주부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에서 비롯되었
다. 하지만 자신이 미안함을 느끼는 대상인 자녀에게서 받는 ‘인정’은 자신의 삶
자체를 위안하는 역할을 했다. 일-가족을 조절하느라 힘들었지만 잘 살았다는 것
을 자녀의 인정을 통해 확인받게 된 것이다.

2) 자랑스러움과 보람
노동계급의 여성에게는 임금노동이 성역할 규범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기혼
여성의 역할 범주에 포함된다.
⑫ԙ㉇ᝣԙ④Ⴓԙ╺⎃, ≏ᇓ㉋⸻Ⴓԙ⑫ԙ㉇ᝣḋԙኢኢ㉇ॻԙᠿԙ၃ԙ㉣◳ԙἇԙ⑷
ྃԙय़. ඇ㉋⸻ԙᇓ⊣࣯ྃԙय़ྃԙඣ࣯ԙ∳⎣ၟԙ⑿ῌ㉋⸻ԙᇓ⊣࣯ྃԙय़ྃԙ∷ԙ∳ୌ၃ᑫ
ਜ਼⎃. ╯ԙ၃ԙ╺ԙ⌦Ⴓԙ㉣ԙ⑴㑷ԙῥ, ሣၟԙ∷ԙԙሻྃԙ⦋ԙ⎿⛋᚛ԙ⌦ԙ㉣ԙ◫࿓࣯
Ⴓԙᥳྷԙ╯ԙ၃ԙඇԙय़, 5⦋⎿ԙ⛋᚛ᙫԙ㉣ԙ◫ԙῥ. ∳ᇓ④ԙᡇԙअԙῥԙၟԙ⎃
य़ԙ⑷, ╯ԙ၃ԙᬳΎԙॻԙ⑷⊣⎃. ᬳΎԙॻԙ၃ԙක●. ૧ᓫԙඣ࣯ԙ“∳, ⎃य़ᙫԙ㉣ᑫ”,
Ⴗԙᥳྷԙ૧ᓶॻԙᄇ၃ᑫਜ਼⎃. ૧य़ԙ㉣ԙ◯࿓ྃԙय़ԙ⑿⦣࣯, ⑿ῌᇓ㉋⸻ԙ㉣ԙ◯࿓ྃԙ
ॻԙଟᵗ④⊿⎃... (Ⴗԙ④┋⚯ԙᥳṗྃၟԙ࣯┄⊿ԙᚽ④ԙႳ⎯④ԙჿ࿓ԙࣰ᷌㉇ḧ
⎃?) ૧ᓛଟྃԙ㉇এ●. ∳ᇓ④ԙਜ਼⒔ԙ㉇এ࿓ԙ૧ᓛ၃ᑫਜ਼⎃. ૧ᒇḋԙᚿ∳ྃԙᜨ
⊷⚯ᚻԙਜ਼⒔㉏ԙሻ, ૧ᒇႳԙ㉣ԙ᧣ԙ㎳㍻ᙫԙ㉣≫⚯ԙ㉣ḋԙェ㉋⸻ԙ⊇ଟ㉣अ,
⪋ԙᤊ∳ᑫ, ૧ᓛྷԙඣ࣯ԙ⚰⒔ԙ࿓ྷྷԙ⪋㉣ḋԙ⪋᚛ᑫႳԙඇࣷԙἇԙ
⑷ྃԙ૧ॻԙᄇ⒅∳⎃, ⑿῏ԙ⑷ॻԙ“⪋㉣, ≏ԙ㉣◫ॻ”. ≏ԙ㉣᧣ԙ⓯य़㉇⚯, ∷ԙ㉇
ԙඇḋԙ૧ԙᣧᔗ④ԙ∳अԙ㉇ᝣԙ≏Ⴓԙ㒇ᇓԙ૧ᓛྷ. <④⌔>

이은옥에게 경제활동의 가치는 “애들한테 떳떳하게 뭐 더 해줄 수 있는” 엄마로
서의 당당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경제력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더
비싼 물건을 사라고 권유할 수 있고, 남편에게 아들의 당구장 개업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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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출해 줄 것을 자신 있게 요구할 수 있다. 이은옥에게 아들이 당구장을 성공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의 사업적인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 엄마로서 아들이 원하
는 것을 하지 못하는 좌절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만족을 느낀다.
ඣ࣯ԙ∳ᙣᤃ④⾧ᕋԙႷԙᥳྷԙᜨԙῥԙሻԙᶛ◳ԙἇ࣯ԙ⑷ྃԙय़⋷⎃. ඣ࣯ԙႷԙ
ᥳྷԙ≏ᇓԙ⑴ԙῥԙय़, ⇟ԙῥԙय़, ㉇ԙῥԙय़ԙ࿓ԙ㉣ԙ◳ԙἇ࣯ԙ⑷ྷԙ
૧ॻԙ╺≇⊣⎃. ⋷ᙫԙᇓ⊣ԙඇ④ⶓԙ࣯ྷ, “૧य़. ⊳ᚷԙ૧य़ԙ῏ԙῥ⊣” ૧ᓛᝣԙ
“⑀, ૧ᒇԙᶛᑫ”, “∷ԙძ, Ⴗԙ⊵⊣” ④ԙṻ᚛ᙫԙ㉇ଟԙῚ⊷၇ԙय़●. ૧ॻԙඇႳԙଟᵋԙ
य़●, ㉣◳ԙἇԙ⑷⊣ḋ. ┓ԙ╺≇၇ԙॻԙ⑿ฯᇓ㉋⸻ԙᚷாԙ㉣◳ԙἇԙ⑷⊷၇ԙय़. ૧᚛
ԙㅼ╠㉇ॻԙ⇧ԙἇԙ⑷ྷԙႷ⊿ԙਜ਼≏ԙ∷ԙᤊྃԙॻԙऋԙ╺≇⊣⎃. ⎟᚛Ⴓԙ⊣ᚣԙሻ
ྃԙ࣯උ㉇ॻԙ⑿ᑿ⒅∳⎃. ⎟᚛ԙ≏ᇓ㉋⸻ྃԙ㉣◫⚯ԙᚿ∳≫ԙᄇএ࿓, ࣯උ㉋ԙ૧य़ᙫ.
૧ॻԙ⯧၇ԙय़ԙई≏⎃. <ᤄ⌔>

박명옥도 자신이 경제력을 가지게 되면서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게 된
것이 만족스럽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아이들이 “입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해 주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 기혼 여성이 일하는 여성으로서 느끼는 보람은 돈의 액수나 물품같은
구체적인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들은 아이들의 학원을 보낼 수 있었다, 원하는 것
을 사줄 수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학원비 액수와 물건의 브랜드명을 구체적으로 표
현했다. 일하는 노동계급의 기혼 여성은 자신이 일을 함으로써 부족할 수밖에 없
었던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미안한 감정이나 죄책
감을 가지지도 않았다.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는 자랑스러움과 보
람이었다. 자신이 가계의 경제적인 책임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정적
으로 교육시키고, 양육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엄
마로서 자녀들에게 충분히 뒷바라지를 해 주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자랑스러움이다. 자녀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
마에게 고마움을 느꼈다거나 자랑스러워한다는 식의 서술은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계급 여성들의 대부분은 자녀들의 교육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다. 자녀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
내고 싶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고 싶었다, 4년제 대학을 보내고 싶었다, 박
사를 만들고 싶었다 등의 바람에 대한 서술이나, 유학을 보냈다, 학원비를100)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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썼다 등의 실천에 대한 서술로 이어졌다.
⓯ྃԙ⑿ῌԙホଟᙫԙ㉏ԙἇ࣯ԙ⊵၃ᑫਜ਼⎃, ⚯ԙ㌄ェ④ԙ╯ԙ⊣ᔤ࿓ԙ㉣ḋ. ⎟᚛ԙ
∳ᇓႳԙऄᕋԙ㉈⎿ԙ᧣ඣᝣḋԙ૧ԙ⌊ඏ⊿Ⴓԙ120 ᇓ⊷य़ᇏ⎃. ૫ၟԙὬ⚯ԙ∹⒅∳
⎃, ᅇ④ԙ⊣ḋ. ェႳԙᚽԙ⏃ԙᤊྃԙॻԙ∳ྷԙ⓯Ⴓԙ⩋⓯ԙ≐ԙᤊ≇य़ᇏ
⎃. ૫ၟႳԙ⓯ྃԙ૧ᓶॻԙ㉷⊣⎃. ૫ၟԙ૧य़ᙫԙ⚯ԙࣰ᷌ԙ㉣᧣ᝣḋԙజԙ૧ᓶॻԙ㉷
⊣≫ԙ㉇ඇԙࣰ᷌④ԙᇓԙሻႳԙ⑷⊣⎃. ૫ၟԙ૧ᓶॻԙ∷ԙ㉷ᝣԙ㉈Ⴓԙឪԙඇ⍃ԙय़ԙई
, ඇྃԙ╺ԙ㉈ԙ᧣ණᔓԙ㉷ྃၟ, ㉈Ⴓԙឪԙඇ⍃ԙय़ԙईԙ૧ᓟԙࣰ᷌④ԙᇓଟ
Ⴓԙ㉇. ᠿ࣯ԙ⌢ԙॣ⚯ԙ⓯ྃԙភᙣএ⊣⎃... (ᚸඣྃ) ㉋ԙ⊿ԙΐଟ㉏ԙሻԙ⑴㉇
ԙ⑴㉏ԙሻ⎃, 5ᤠ∘ԙᇓ⊣ࣷԙሻႳԙ⑷⊷⊣⎃. 3ᤠ, 5ᤠ∘ԙ㉋ԙ⊿. ΐଟ࣯. <ଯ
ἇᣧ>
⎟᚛ԙ∳⓯∗ႳԙᩯႳԙᚽ④ԙឪԙ㉇, ඇႳԙᩯႳԙᚽ④ԙឪԙ㉇࿓᧣ྷԙ≏ᇓ㉋⸻
ྃ. ⎟᚛ԙሧԙ4ำ┋ԙ∷ԙ࣯ԙῥ⊣ԙ㉷⊣⎃. ⎟᚛ԙ῏ᒀ④ᒀԙඇᒀԙᠣ╟ॣԙ࣯≫ԙᄋ࿓.
⚯ԙ⌯ḋԙ㎳㍻ᙫԙ㉣⎃. ⚯࣯ԙ㉇ԙῥԙၟᕋԙ2ำ┋ԙः⊣Ⴓԙ⪘ᩳ㑷ԙ⚯ԙ⋜㉏ԙ㉏ԙ
ἇԙ⑷ྃԙ≓ၟԙ④ԙ4ำ┋ᙫԙ᧣භ⊣≫ԙᄇඇ. ⎟᚛ԙ∳ᇓႳԙᠣ╟ॣԙḋ⎧⊿ԙ⑷ྃԙ㉈
ԙ࣯≫ԙᄋ࿓. ΐԙḋ⎧⊿ԙ⑷ྃԙ㉈ԙឪԙ᧣භ⊣⎃, ᶫἇᙫԙ㉷ྃၟႳ. ᩯភԙ⎄Ί
④⊷●. ඇᙳᕋԙᇞ㉇ଣԙ㉇●. ⎟᚛࣯ԙᩯᙫԙឪԙ㉇࿓᧣ྷԙ⑿ฯྃԙᠣ╟ॣԙ4
ำ┋ᙫԙ᧣ඣ≫ԙᄋ࿓ԙ૧ᓟԙॻԙऄᤄ৯฿④ԙძḋ. ⎟᚛ԙ∳ᇓႳԙ◫⊿ԙᶣ⚯ᚻԙᩳ
ᕋԙ㉈⎿ԙ࿓ԙ᧣භ⊷⊣⎃. ⋛ଟḋྃԙ⓳ਿԙ10ᇠ⊿ԙᇓ⊷⊣Ⴓԙᩳԙඇ࣯ྷԙᩳԙ≏ᇓԙ
ឪԙሟᑫ࣯ྃԙय़⋷⎃. ૧ᒇḋԙ⎟᚛ԙ∳ᇓ④ԙ╻⓷㉇. (ᇠ㉈ਿᙫ) ᩳԙ᧣ටԙ१ԙ㎳
㍻ᙫԙ㉷⊣⎃. ⌓㑷ᔓԙ◫ԙ⑷ྃԙ⭋ਜ਼ᇓ④ԙ⒇ᄋԙय़⋷⎃. ૧य़ྃԙ⚯ԙ⎣④ྷ. <ᤄ
⌔>

노동계급 여성들이 자녀교육에 집착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학력이 계급 재생
산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 일어난
계급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는 다양한 계급의 가족에게 교육을 통한 계급 재생산
또는 사회이동을 절박한 가족사업의 목표로 설정하도록 추동했다(박소진, 2007).
부모들은 자녀들이 명문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부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100)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고등학교 단계부터 아래 단계로 자유화되기 시작한 사교육
시장은 2000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1980년 과외금지조치의 위헌판결에 의해 더욱 빠
르게 성장하기 시작했고(박소진, 2009), 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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ඇྃԙ┄ᚿԙ≏ᇓ⊿ԙ㉋ԙਿ␐⋣④⎃, ૧ԙΉ⊿ԙ࿗㉷⊣⎃ԙ┋࣯. ∳ᇓԙ৫⍧Ⴓԙ
300ᚻԙ⎿∘ԙ◫. ሧႳԙ⚯ԙ⌯ḋԙࣰ᷌㉇ᝣԙ૧ᓟԙॻԙ࿓ԙ⒇㉋ԙय़ᑫԙࣰ᷌㉇●.
∳ᇓႳԙΉৗ㉈ԙः࿓࣯ԙḋ⎧ᕋԙェ⑴㉋࿓ԙ㉣ḋԙ㉇ᑫ, ⦋ᚻԙ⎿ԙᇓ⊣Ⴓԙ૧ුԙ㉷●.
<ᤄᣫ⑿>

연구참여자들 중 박민자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의 하나이
다. 박민자는 아이들 교육비로 투자된 비용을 남편이 도박으로 탕진한 “집 세 채”
에 해당하는 비용과 비교해서 서술할 정도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많은
돈을 들였다. 박민자는 스스로도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했다고 평가했는데,
이것은 아이들에게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ᭉԙᶟ၃ᣧ⦇ᓫԙ⑷⚯, ඣ࣯ԙ⋰⊴ԙᚽ④ԙ㉇ྷԙᚷ④ᾓԙ⺤⒔ԙ5,000ᚻԙ
⎿ԙ㉣ԙ☛⊣⎃. ሧ④ԙ␏㉈ԙ࣯ྃၟԙ5,000ᚻԙ⎿ԙ⺤⒔⊿ԙ⑷⊣≫ԙᄇྃၟԙ3,000
ᤅ⊿ԙ⊵⊣ḋԙ⭋ਜ਼⊿ॻԙᬻᔓḋԙগ⎟ԙ㉷⊣⎃. ⊇࣯ԙᩯᙫԙ၃ԙ㉇এ࿓ԙ∷ԙ⌓এ࿓ྃԙ
य़⋷⎃. ૧ሻԙႷᕋ, 200ᚻԙ⎿∘, 300ᚻԙ⎿∘ԙ᧣ඣ☇≫ԙᄇྃၟ. ┋࣯ԙႷ④ԙ
⊵ྷԙᡇԙ㉏ԙἇ࣯ԙ⊵⒅∳⎃. ᤓ⊿ྃԙ㌧ㇳ⛀⊿ḋԙ⑫㉇ԙඝ⊿ྃԙࣷᬳ⛀ԙ࣯ḋԙḋ
ᭈ㉇. ェԙ૧ሻ⚯ႳԙṼԙឪԙ⤗᚛... ῏ᒀ④ԙႷԙ∷ԙ⊣◫ྷԙ၃ԙ㒇ᇓ
⒅∳⎃. ≏ᇓԙሻᠧ⊿ԙᶣ∳≫⚯. ඣ࣯ԙႷԙឪԙᠫᔓ☇Ⴓԙ⚯ῌԙᠫᔓ☇ḋԙ⑿ଟԙᶣ∳
ࣷԙἇԙ⑷ྃԙଟᤇԙ࣯ೃ◫ԙ◬⊣≫ԙᄇ⚯ԙ∹ඇԙ㉜ᶰԙ૧ᓟԙࣰ᷌ᕋ... ㍄ΐ㑷ԙ⎣ԙ
ᶛᑻᇓ④ԙ⚳-⛋ԙ⑧ঘ⓰ᕋ, ᶛᑻᇓ④ԙ⎻≫ԙძ. ඇྃԙ◬ԙᜨԙᶣ∳Ⴓԙ≏ᇓԙ
⎟ྃԙၟྃ. ⚯ԙ╟ԙ∳Ὓ⎣ԙॻԙ⑷࿓ᝣԙ∳ᇓԙᤄᶛᙫԙឪԙᚻᇏԙय़. ૧ሻԙ㒇ᇓ⊣ḋԙ
ᚻᇓԙἇ࣯ԙ⊵⊷⊣. <ᤄᣫ⑿>

박민자의 못 배운 한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로 나타났다. 박민자는 식당이 망
하고 빚이 “산더미처럼” 있을 때에도 딸이 미국으로 유학 가겠다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박민자는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친구에게 빌리고, “밤에는 호프집에
서 일하고 낮에는 갈비집 가서 서빙하”는 힘든 생활을 하면서 딸의 유학 뒷바라지
를 했다.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박민자가 자녀들의 교육을 포기하지 못한 것
은 자신의 삶을 통해 교육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사람을
평가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는 죽을 먹
고 살아도 애들 배우는 데는” 돈을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타났고, 자식들에게

“돈은 못 물려줘도 지식은 물려줘서 자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은 가꿔”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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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한 신념이 되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이 교육에 투자한 이유 중 주요한 것은 그동안 직접 겪어온 학
력차별과 관련된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학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체감했던 좌절은 이
들이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이유이다. 현재의 직업 세
계는 전문대학이냐 4년제 대학 졸업장이냐에 따라서 혹은 명문대학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보상이 차등적으로 주어진다(김영화, 1992). 노동계급 여성들
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학력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
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신이 받았던 것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려는
생각에서 지나치리만큼 교육에 투자하게 된다.

2절 주된 서사
중간계급과 노동계급 여성들의 생애이야기에는 각기 다른 주제가 상세히 서술
되었다. 이 절에서는 각각의 집단에서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서술을 알아보고, 주된
서사에서 보이는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노동 중심 서사
중간계급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주된 서사는 자신의 일에 대한 서사였다. 이들
은 자신의 생애이야기에서 특히 자기개발 노력과 직장생활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하였다.

1) 자기개발 노력
중간계급 연구참여자 11사례 중 8사례가 직장에 다니면서도 학업을 병행했
다.101) 고등학교 졸업인 상태에서 학사학위를 받거나,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101) 공부하는 직장인을 ‘샐러던트’라고 칭한다. 영어로 봉급생활자를 뜻하는 '샐러리맨
(Salaryman)'과 '학생'을 뜻하는 '스튜던트(Student)'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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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석사학위를 받는 등 학력을 높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미 학위
를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전공의 공부를 더 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간계급 연구참여자 중 일부에게는 학위취득이 승진과 직장생활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었다. 이들에게 현재의 학력보다 더 높은 학
력을 취득하는 것은 경쟁이 치열한 직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한선희는 승진을 목표로 삼고부터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102) 학사학위를 취득
하고, 이후 석사학위까지 취득했다. 관리직인 교감이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승진
에 필요한 점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0.1점으로도 승진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학위 점수는 승진을 위해 필수적이었다.
(ḏ᷌࿇, ⊣ኪॻԙᩯᙫԙ၃ԙ㉇Ήॻԙᄇṗ⊣⎃?) ၃ԙ㉇ॻԙᄋԙଟྃԙ⑫࿗ԙ┋࣯ԙᇓ
⊣ःԙሻྃԙ⋛⑿ԙ╧⑿࣯ԙ㉇ඇႳԙ⊵⊷⊣⎃. ḏᇓႳԙ࿓ԙ૧ԙΉ⊿ྃԙḏ᷌࿇④ԙ
ᚿ⇯㉇῏ᕋԙᩯᩳ④ԙ࿓ԙ④┋ԙ╧ԙ⫗⊴⑿࣯ԙᚽ≇၇ԙΉ⓷④⊷ྃၟԙ⑿ԙ╧⑿ᚻԙ
⑷⊷य़ᇏ⎃. ૫ၟԙ④┋ԙ૧ሻྃԙᬳਿᶰ④ԙᦳᕋԙ⊵⊷ଟԙሻᠧ⊿ԙ⋛Ḡ⊿ԙ㉋ԙ૧ᓟԙ
ॣԙᦳᕋԙ⊵⊷ྃၟԙ⑫࿗ԙฯԙ⤗④. ⋛⊿ԙ㉋ԙय़ԙ૧࿓⊿ԙ⚳ᕋ, ᾨ⚳④ඇԙ④ᓟԙ
ॲᇓԙᇓ⊣࣯ḋԙ⤗④࣯ԙ૧ԙ╯ԙज④ԙⵛ࿓ྃԙ१ԙཿ௷●. <Ί㋳◫>

심현주는 ‘여행원’이란 별도의 인사제도 하에서 고졸 여성을 행원으로 뽑던 시
기에 입사했다. 당시 은행에서 대졸 학력을 가진 사람은 남성들뿐이었고, 남성과
여성 직원들 사이의 “차이”는 확연했다. 급여나 진로, 승진 등 전반적인 회사생활
에서 대졸 학력과 고졸 학력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경험한 심현주는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⒔᷌㍋ԙᦳᕋԙ∷㉏ԙࣰ᷌④⊷ᝣԙḌᶛ㉈⏳࣯ԙ⑇ᣧ࣯ԙ⊵ྃၟԙඇྃԙ‘⚰⒔᷌㍋ԙ
Ṽԙ㉋࿓ԙ૧ᓣᔓᝣԙඣ࣯ԙ⓿㉀㉏ᔓᝣԙ㉈⏳࣯ԙ⑷ྃԙॻԙකএ࿓’ ④ԙࣰ᷌ԙ㉷⊷⊣⎃.
㍇ব㉈⎿④ԙ⋟ਜ਼⎿ԙ┋Ⴓ࣯ԙ⑷⊣अ, ⓯ई④ԙবᔔԙ⑷ྃԙ⭋ਜ਼ᇓԙ⋟ਜ਼⎿ᕋԙᇓ
⊣ࣷԙἇԙ⑷⊣⎃. ᇠᕌԙ╟ᚻԙඣԙ⑫㉇ᝣḋԙ࿓྿ԙἇԙ⑷⊣ḋԙ૧ᓶॻԙ㉇ྃၟԙ࿓
㉸㑷ԙॣ⪄৫ԙΉ၇ԙਿἇ࿇④ԙय़ଟԙṃḋԙᤊ∳◫ṃḋ. ૧ሻԙᤘ㉈Ⴓԙ⑷ྷԙ⋛㉸
처: 두산백과).
102) 한선희가 진학할 당시의 교육대학은 2년제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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Ⴓԙ╯ԙᚽ④ԙ࿓ྷԙ≏ᇓ㉇ԙᚽ④ԙΉࣳႳԙ᧣ඣ. ऋ⑧⓰ᕋԙᩯ㉇ᝣḋԙ⚯ῌ⑇ԙ
㊷⋰Ⴓԙ╯ԙ⤳⎟, (㉇㉇) ૧ሻԙ㉚㉋ԙ④ίᇓ④ԙ⑷⊣ḋԙ⎣ԙॻԙᚽଟႳԙ㉷⊣⎃. ૧ԙ
࿓⊿ԙ⑫㉇ྃԙၟԙ⑷⊣ḋԙ㈳⎃㉋ԙ१ԙ╯ԙ⤳⏏࿗ԙࣰ᷌④ԙᇓଣԙ㉷⊷य़ᇏ⎃. ૧᚛ԙ૧ԙ
࿓ԙ⓿㉀ԙ㉇ྃၟԙḌᶛԙ┄Ⴓྃԙ㈳⎃㉏ԙय़ᑫྃԙࣰ᷌ԙᚽ④ԙ㉷၇ԙय़ԙई∳⎃. <ḋ
␏ব>

서유경은 건축 디자인 관련 일에 종사했는데, 직접적인 디자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공부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된 이론까지 공부할 정도로 업무를 잘 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 자신은 관련 분야여서 배워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강의는 자비를 들여서 신청했고, 자신이 원하는 강의가
주말에 개설되면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닐 정도로 주말까지 자신의 업무능력 향상
을 위해서 사용했다. 서유경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 소진되었다는 생각에 변화하는
트렌드와 새로운 학문적 성과를 배우기 위해서 석사과정에 진학했다. 서유경에게
석사과정은 지식의 충전뿐만 아니라 학위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다. 지속적으로 직
장생활을 하고, 직장 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최영순과 홍정희에게는 학위취득이 직장생활을 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는 않았지만 업무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들이 학위를 취득한 것은 생애 내내 취업을 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했다.
(ḏ᷌࿇, ∳ԙᤘ⺤ྃԙ3ऋᙫԙ㉇ṗ࿓ԙ㉷⒅∳⎃?) ณ. (⊣ኪॻԙ૧ᓶॻԙᚽ④ԙ㉇
ṗ⊣⎃? ㉇ඇᚻԙ㉣Ⴓԙ㉈⏳ྃԙ⪘ᩳ㉇῏ၟ) ㉈⏳, ૧ᓶॻԙ⑧┄㉣ԙ◫⚯ྃԙ∹⒅∳⎃.
⑧┄ᤊᔓԙ㉷၇ԙॲႳԙ∳ྷԙ(㉇㉇) ᛗԙ⦗⊿ԙੜᠧ৫㉇, ૧ԙ࿓⊿ԙᦄ㉈৫㉇
, ࿓⊿ԙᠧ㍃ਿ⊀৫. 3ऋԙ৫ԙ㉈⏳ᙫԙअԙ⑷⊣⎃. (૧य़ԙ3ऋԙሟΉᔓᝣԙ10ำԙ
࣯④ԙ१ᚣԙय़ԙईၟ⎃?) ૧ᓶ●, 10ำԙ१ᔧ●. (ൌඇᝣԙዿԙ㉇) ณ, ェ⑴㉣ԙ
अ, 2㉈ำ④ඇԙ3㉈ำᕋԙェ⑴㉣ḋ. (⑫৫ԙ৯ᔗԙᄇḋԙ㉇῏ԙॣԙ∳ྷΉ⒅∳⎃?)
ณ. ∳ᠣᒇႳԙ㉇ԙඇᝣԙႳ⎯ԙᄇ●, ⊴ᠣྔᔔԙ㊔ᶰ⊿. <⩋⋰Ἃ>

최영순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사학위를 3개나 취득했는데 고졸인 최영순이 학
위를 딴 것은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전공 공부는 업무에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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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지만 부단한 자기계발의 상징이기도 했다. 최영순이 근무하는 직장은 안정
적이었지만 혹시 있을 퇴직 후를 대비해서, 생애취업을 유지하는 일환으로 공인중
개사⋅사회복지사 등 7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너무 박봉이고 힘들어서” 혹시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자격증을 소유하는 것이 재취업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최영순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노동도 하고, 퇴근 후 공부까지 했
던 고단했던 과거를 “내가 일을 만드는 타입인 거 같애” 라고 웃으면서 회상했다.
퇴근하면서 학원에 들러서 강의를 듣고, 마트가 문 닫기 전에 얼른 장을 보고, 집
근처 독서실에 가서 새벽 한⋅두시까지 공부를 한 후 아침에는 아이들 도시락을 4
개까지 쌌던 일과는 단지 바쁘게 살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했다.
⓳ᤘԙ࣯ᝣḋԙᛓ⑫ԙ⛀⊿ԙ⌛ԙἇԙ⊵, ⓳ᤘ⊿ԙ⑷ᝣḋԙΉࣳԙ㍋⎘㉣ḋ. ࣳ㌧ᶛԙ
ᝣ㊷ԙ⑷ԙᶛ㍻᧤⚯ᶛԙᝣ㊷ԙ⑷ྷԙԙᧀ⎿⊿ԙ⑷ྃԙ㍇⑿ᇓ④ԙԙ⑿⦣ᙫԙῚ⊣
㉇ྷԙ┄ᚿᕋԙ㒇ᇓ⊣㉇ԙ⓯Ⴓԙ∳ᇓᇓԙⶓ⎟ྷԙ∳ᇓԙᅇ⑇ԙΊ᚛ᙫԙ④㉣㉇ԙῥ
ԙᧀᶛᇓ㉋⸻ԙ૧ුԙࣳ㌧ᶛ⑇ԙব㋇ᚻԙ☀⎃㉋ԙॻԙ∳ྷᑫԙΊ᚛⓰⑧ԙᝣ⊿ḋԙ─૫ԙ
㉇ᝣԙ၃ԙࣿ㉏ԙἇԙ⑷⚯ԙ∹ԙ㉣ḋԙΉ⒀ԙ㉷ྃၟ. <㌼┄㑛>

홍정희는 군병원에 입원하는 젊은 군인들 중 군대 자체를 싫어하거나, 군 생활
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상담심리 학사과정을 공부했다. 간호
사로서 환자들의 신체적인 문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군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 홍정희는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도 취득했는데, 이는 생애직업에 대한 열망 때문이다. 홍정희는 중학생 때 어머니
가 돌아가시고, 경제력이 없는 아버지와 어린 남동생과 함께 살면서 자신이 돈을
벌게 되면 동생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홍정희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
득하고 군대에 복무하고 있지만, 자신의 미래를 더 탄탄하게 계획해 둔다는 생각
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 내에서 자격증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혹시 직업을 그만 두게 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
라는 판단에서였다.
중간계급 여성들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향상하
는 데 유용하게 작용하기도 했지만, 현재 직장에서 인정받고 더 나은 지위를 가지
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또한 이것들은 현재의 직장을 벗어났을 때, 평생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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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을 하기 위한 대비책이기도 했다. 자기개발은 불안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자 현재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2) 직장생활에서의 경험
중간계급 여성들은 자신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⓯ྃԙ⑫ԙൌ⒔ԙ᧣ྃԙᾓ⑫④⊣ḋԙ≫૫Ⴓԙᚽ④ԙ㉇, ◫ᚿႳԙᚽ④ԙඇः⊣⎃.
࣯ԙΉⶓ⚳ԙ∹≇⚯ᚻԙඇ⊿ॻԙ◫⊣⚳ԙ⑫ԙ⒇ԙ㉣≫ԙᄋ࿓ྃԙ૧ॻԙ╯ԙऄ㉷၇ԙय़ԙई≏
⎃. ईԙ⊿ḋԙ⑫㉇Ήྃԙ⒔ᇓԙ⓯ᙫԙⷠⵛ⦇ᓫԙ⑫㉋࿓ԙ૧ᓟԙㅋ㋳ԙᚽ④ԙ
㉇ḧ⎃. ᠣԙ᚛ྷԙឧ④ԙᛊ④ԙࣳԙय़●. <ଯ┄⎿>

김정원은 회사 동료들에게서 “탱크처럼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는데
스스로도 자신을 “끝장을 보는 스타일”, “빡세게 일을 해 왔던 사람”이라고 칭했
다. 일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출근했으며, 일주일
을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김정원의 표현으로
하면 “너무 달리니까” 몸에 무리가 왔고, 내가 살아야지 가족들도 산다는 생각에
결국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ԙ⊣ኪॻԙᚻᇓ⊣ທᝣԙA4⎘⚯⊿࿓࣯ԙ㍇⑿࣯ԙ3ԙᤋ᷌ԙ㉷ԙሻ, 5ԙᤋ᷌ԙ
㉷ԙሻԙ⋟ᑬ⦣, ૧᚛ԙ④१ԙ☀㍇⑿ΐԙ૫ᠣ⑿࣯ԙឪ㉇ྷԙ⑫⚰ᶛᧀ⊿ॻԙ◯࿓ᇏ
⚯ԙ④ᓟԙῌᕋԙᝃ⾧᚜ᾓ⚯ԙ૧ᔓຂԙ⌓㎳⊿ԙ⻣૫㉏ԙሻᝣԙ㍇⑿࣯ԙ10ԙ┄Ⴓԙ⑷
ᝣԙ૧ԙ☀⊿ԙ┄ᚿԙ④ԙง⊣ࣷԙᇞ㉋ԙ㍇⑿, ㍻᧤㉇ྃԙ㍇⑿, ৯⤟㉣≫ԙ㉇ྃԙ㍇⑿ᙫԙ
ᣧ᚛ԙ◫⭇⑇㉇ԙ⊇ଟ㉣ԙຂ. ૧ᓶॻԙ㉷ྃၟႳԙᤋ᷌㉇ྃԙᶰ㍘ᇓԙYTN ᧣
ᝣԙሠԙඇ⌓⒅∳⎃. ૧ᓛᝣԙ┋࣯ԙᣧ᚛ԙ⋟ᑬԙ㉣ḋԙ⚯ԙ⊣ናԙᶰ࣯ԙᠫ⊣᧣ԙ∷ԙ
ᄇᝣԙ࿓ΉԙႻ∳࣯ḋԙय़⑇ԙ┄᚛┄Ⴗԙᄏԙሻ⚯ԙ┋࣯ԙ12Ήॣ, 1Ήॣԙ૧ᒛଟԙቋ⊿...
┋࣯ԙᚻᇓ⊣ԙຂԙᝃ⾧᚜ᾓᇓ④ԙԙำ④ԙ⚯ඇႳԙ␏⚯㉇ԙ⑷ྷԙඇᙳᕋԙ᧣ᑻ
, ᩯԙジ࣯ԙᠧ㉜Ⴓԙᚻᇓ⊷. <㌼┄㑛>

홍정희는 대령 승진을 목표로 “솔선수범”하는 직장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다. 홍
정희는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 자신의 하급자에게 탈영이나 건강 이상 같은 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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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살펴주었고, 그런 노력으로 별 문제 없이 군 생
활을 마칠 수 있었다. 홍정희는 대형 종합병원의 시스템을 군 병원에 도입해서 민
간병원 못지않은 진료 체계를 갖추는데 앞장섰고, 부대의 평가 문항을 제작했으며,
중환자 발생 숫자에 따른 대처 방안도 매뉴얼화 했다. 홍정희가 만들어 놓은 매뉴
얼은 퇴직 후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어서 큰 보람이 되고 있다. 홍정희는 같은 군인
이었던 남편조차 “부대를 위해서 하는 노력의 10%만 집에서도 하면 업어 주겠다”
고 할 정도로 업무를 우선시하여 생활했다.
≏ᇓ㉋⸻ԙ㉣ԙ◫ྃԙॲႳԙ╯ԙホଟ㉷ԙᇓ㉋⸻ԙ㉇ྃԙॲႳԙ╯ԙホଟ㉷, ૧य़ԙ∳ྷ
ᝣԙ૧ᓶॻԙଟ⊴, ☀ԙଟ⊴ԙ④ᓟԙॻԙᇓ⊣࣯ԙ࣯⚯, ⑿ᇓ৫⑇ԙব⒰⊿ḋԙᥳԙ
ἇ࣯ԙ⊵ྷ. ⚰⒔⊿ԙ࿓྿ԙሻႳԙ⑫ԙᇓ᧣࿓ԙ㉋ԙ20ㇳᕋԙ၃ԙ㉋ԙय़ԙई≏⎃. ඣ
࣯ԙ㉈ਿ࣯ԙᚻ≬⊿ԙऋԙ㎳┻ᝣԙ┄ᚿԙ၃ԙᚽ④ԙ㉣Ⴓԙ⑧┄ԙឪԙᤊԙἇԙ⑷⊷ԙॣၟ,
㉋ԙ20ㇳᕋྃԙ၃ԙᚽ④ԙ㉣≫⚯ԙई④ԙ᧿ԙ◯࿓ྃԙࣰ᷌ԙ㉜ᶰԙ㉷၇ԙय़ԙई≏. ⋷ᙫԙᇓ
⊣ԙ⻣૫㉇ԙ࣯Ήᝣԙඣ⑫ԙ∳⭗⊿ԙሠԙ᧫ԙἇԙ⑷ॻԙ㉣ԙຂྃ࿓ᇏ⚯ԙ④ᓟԙय़ᙫԙṼԙ㉷
၇ԙय़ԙई≏... ㍻ᶛԙ࿓ྷᝣḋԙ㉋- Ⴓԙ“≏ԙሻᠧ⊿ԙᡇ” ㉣᧧ԙ⓰④ԙ⊵⊣⎃. Ί⚯⊣ԙ
“⪋⒔ԙई④ԙ࣯⑿” ૧ᓛᝣԙឪԙࣳ࿓ԙ㉋ԙ⓰Ⴓԙ㉋ԙႳԙ⊵, ᠣᾗԙ⑫④ԙ⑷⊣Ⴓԙ⪋⒔ԙ
࣯≫ძ. ឪԙࣳ࿓ԙ૧ᓛྃԙ૧ԙἋࣳ⊿ԙඇྃԙሣԙ≏ᇓ᧣࿓ԙឪ㉋ԙ≏࣯ԙᄇྃԙय़⋷⎃, ૧ᓟԙ
य़. ⑫ԙ⑿⦣Ⴓԙ⑷⚯ᚻԙඇᜧ⚯ԙᩯᩳ⊿ḋԙឪ㉋࿓ԙ㉇ྃԙॲᇓ④ԙ㉇ඇႳԙ⊵⊣≫ԙᄋ࿓
ԙඇྃԙࣰ᷌ԙ㉋ԙय़⚯. <ḋ␏ব>

서유경은 출장도 많고 야근도 많은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한 번도 직장에 아이
핑계를 대고 업무에 소홀했던 적이 없고,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의 특별대우를 요
청한 적도 없이 “빡세게” 직장생활을 했다고 자평했다. 설계 사무소에 근무했을 때
는 야근도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마감기일을 맞추기 위해 며칠씩 밤을 새는 것
도 마다하지 않았다. 서유경은 여성으로서 남성 직장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남성들보다 “20프로”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애들한테
해 주는 것도 포기”하면서 직장 일에 매달렸다고 했다.
∳④ԙ⊣④⛀ԙ᧣ඣଟԙΉ⒀㉇ᝣḋԙ┋࣯ԙᾨ⚳Ή㋇ԙ◯ᬳᙫԙ㉷●. 1ำԙ∷ԙᾨ⚳Ή
㋇ԙ◯ᬳᙫԙ㉷ྃၟ, ૧ሻྃԙඣ࣯ԙᾨ⚳Ή㋇ԙ᧧࿓ԙ㉇ྷԙ≏ଟԙ∳ྃԙ૧ුԙ╟
ԙ࿓ྷ࿓ԙ૧ᚻᄿ⚯ԙᡇԙᾨ⚳ԙ㉏ᔓԙ㉇ཿԙ૧ᒇḋԙ⑫࿗ԙଟ⍄ԙᇓ⊣ࣳԙ⚰⒔⑧ၟԙ
ඇ, ⑫࿗ԙ᧿᧣ԙῥ࿓ԙ૧ᒇḋԙᾨ⚳Ή㋇ԙ◯ᬳᙫԙ㉋ԙ1ำԙ∷ԙ㉷●. ⓯㑛ԙܵܵԙ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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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Ή࣯ԙ⌊ඏ⊿ԙऋԙ㒇ᇓ⊷⊷⊣⎃, ᪈ଟ࣯. ৫មԙ➫ऋ࣯⚯ԙ∳ᠣᒇႳԙᶣᚫ㉇
ྃԙᶛᑻᇓ④ԙᩯ⊿ԙ⓳฿㉏ԙἇԙ⑷ྃԙΉࣳ④ԙ╯ԙ⑿ᇓ⊿ԙᬳ㉣ḋԙ⛖⒅∳⎃. ଣԙΉࣳ
ԙ➫ऋḋԙᶣᚫ⊿Ⴓԙ⼛⑿㉣≫ԙᄇԙ␐∳⊿Ⴓԙ⼛⑿㉣≫ԙᄇԙඣ࣯ԙᩯ㉇ྃԙΉࣳ⊿
Ⴓԙ╯ԙ⼛⑿ᙫԙ㉣≫ԙᄇԙ૧ᓶॻԙ૧य़ᙫԙ➫ऋḋԙ⁗≫ԙᄇଟԙሻᠧ⊿ԙ৫មԙ◳⋛ḋԙ4
৫មԙΉ㋇ԙ᧣ྃၟԙ2৫មԙᜫ⓯ԙ◯ᬳᙫԙ㉣࣯⚯ԙ1ำԙ∷ԙ⓯ะ⊿ԙ∳④ԙ⒛⎻
ຂԙႴḋΐԙ࣯࣯⚯, ᩯ㉇࿓࣯ԙ⛀⊿ԙ12Ή⣓ԙ⌯࣯⚯ԙ⑿ԙ࿓ඏԙ⪋૫㉇.
┄ᚿԙ⊳⦜ԙ㈫㉇ॻԙᩯᙫԙ㉇ᝣḋԙ࿓ใ⊣⎃. 2৫មԙᜫ⓯ԙ㉘ঘԙ㉇, ૧ԙ࿓⊿ԙ
2ำ⤗⊿ԙ2৫មԙ◯ᬳ㉣ḋԙ㉘ঘԙ㉣࣯⚯ԙᾨ⚳ԙ㉷●. <ଯ㑛ব>

김희경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장일, 육아, 공부에 각각 시간을 분
산해야 했던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 서술했다. 김희경은 직장 경력이 쌓이면서 직
장생활을 오랫동안 하려면 승진을 해서 더 높은 직급이 되어야겠다고 판단했다.
기혼 여성으로서 남성 직장인에 비해 승진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승진시험 과목 중 두 과목을 먼저 준비하고, 두 과목을 다음 해에 준비하는
전략을 세웠다. 퇴근하고, 아이를 재워놓고, 독서실에 가서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2년 동안 한 결과 승진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ᾨ⚳ԙ㉏ᑫྷԙ㉈⎿Ⴓԙ࣯≫ᄇ, ⋟ἇԙ⓿ἇႳԙ㈳⎃㉣. 100⓿⛋᚛࣯ԙ㈳⎃
㉣. ૧ሻᩯ⸟ԙṼԙ㉋ԙय़≫. 1ำ⊿ԙ᧣ḋᙫԙԙऋ∘ԙ⁗. ૧ᓶॻԙ㉣ḋԙ⤗૫⤗૫㑷ԙ
∳ࣳԙय़≫. ૧ᓛԙඇᝣԙ૫ジԙᤊ∳≫㉣, ḏ᷌࿇ᇓԙ☀⊿ḋԙ1ᇠ, ૧ॲႳԙ2ำԙ
⋟Ṽԙᤊ∳≫ԙძ... ㅋᙫԙᚻᇏԙय़≫, ඣ࣯ԙ2000ำᩯ⸟ԙᾨ⚳㉏ᔓԙᔔԙ㉷
ྷ. 2000ำ, 2001ำ, 2002ำԙ⠸ԙ⓰⊣. ඣ࣯ԙ࣯⚯ԙ⑷ྃԙ⓿ἇ࣯ԙԙ
⓿④, ≍ᕋԙᠿᙫԙ㉣≫ԙ⓿ἇᙫԙዿԙ⌛ᚣԙἇԙ⑷, ᩯ⒔Ⴓԙ㉣≫ԙᄇ, ᾓ⭣⎲Ⴓԙ
㉇, ⋟ਜ਼㉣≫ԙᄇ. Ⴛ᧳ਿΐԙ⓿ἇႳԙ⑷⊣, ਿ৫⾨Ḡ㍃ԙ⓿ἇႳԙ⑷⊣. ඣ࣯ԙ૧ሻ
ྃԙㅼᠫᕋԙਿ৫⾨Ḡ㍃ᙫԙ㉋ԙय़≫. ૧ᓟԙॲᇓԙ࿓ԙ㉣ḋԙ⓿ἇᙫԙሣԙय़⚯. <㉋ḏ㑛>

교사들의 승진 경로는 교감과 교장, 2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직장에 비해
승진 하는 것이 치열하고 전체 교사 중 승진하는 교사들의 비율도 그다지 높지 않
다. 한선희는 승진을 결심하게 된 계기부터 승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점수를 따기
까지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상세히 설명했다. 벽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전근을
신청했던 일, 부장교사를 2년 연속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 연구점수를 받기
위해서 썼던 보고서의 주제, 교과 특성화 교육과 대학원 진학 등 교직 경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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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설명은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에 대한 것이었다. 한선희는 교감으로 복무한 후 교장으로 발령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를 ‘공모 교장제’에 응시하게 된 동기부터 상세히 설명했다. 한선
희는 승진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들을 복기하듯이 설명했는데, 첫 번째 면접에서
다 서술하지 못하여 두 번째 면접에서 마저 들어야 할 정도였다.103)
이선정은 간호장교로 근무하다가 대형 병원에 경력직으로 이직해서, 민간 병원
에서 처음 겪은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민간 병원은 환자의 성별이나 경험하
는 질환의 종류, 용어, 경영 체계 등 여러 면에서 군 병원과는 색다른 환경이었다.
이선정은 군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병원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첫 환자에게
입원비를 청구하지 않고 퇴원을 시켰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민간 병원에 근
무했던 초기에는 “초보보다 못한” “바보 같은” 간호사였다고 자평했다. 이선정은
경력이 비슷한 다른 간호사들에 비해 빨리 수간호사로 승진했다. 특정 대학 출신
들이 우세한 가운데 이끌어 줄 선배 하나 없는 자신이 승진한 것은 실력과 성실성
을 인정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서술했다.
ඇᙳᕋԙ┋࣯ԙ⑧┄ᤊྃԙࣳ㌧ᶛ⋯࿓ԙࣿ㑷ԙ⊇ଟᙫԙ㉏ԙἇԙ⑷ྃԙॻԙ┄ᚿԙ◫ᕋԙḋ
⎧ԙ⑧य़⋷⎃. ┄῏৫ᑫྃԙ⾨ἇḠԙሻᠧ⊿ԙ૧ᒛԙἇႳԙ⑷⎃. ᶛΐԙ┋ԙ⏳⊿ԙ☀≈
ԙ1ำԙḏ࣯ԙ⑷⊷⊣⎃. ┋࣯ԙἇࣳ㌧ᶛԙᤋᔨᤊԙඋԙ࿓⊿ԙ┄῏৫ԙ৫⒔࿇④ԙ⓯ᙫԙ
᩷ᓯ⊣⎃. ⍋ԙ⑿ณ࣯ԙჿඇ. ૧ᓣԙ┄Ⴓᕋ. ភᙣএ⊣⎃. ⑫ԙḠΐ㉇ॻྃԙ㉇●, ૧
ᓟԙᩯᩳ④ԙ⑧┄ԙᤊ⚯ԙ∹≇ԙῥ... ⓰⑀㉇ྃԙ∷ԙඣ࣯ԙ⋛ଟḋԙᥳԙἇԙ⑷
ԙ⎘⊣Ⴓԙᧀ⎿⊿ḋԙ㉷၇ԙ⎘⊣⌯ԙ㋦ࣷ᚛ԙ૧ᓛྃၟԙ૧ᓫ⊿Ⴓԙ᩷ਜ਼㉇ԙ㉇࿓᧣ྷ
ԙ1ำԙ࿓ᙣ, 2ำԙ࿓ᙣ. ᤠ╟ᑫྃԙᦳ④ԙ᪈ԙ┄Ⴓᕋԙ┋࣯ԙᠣԙᾓ⸻④ᬃ
(stable)㉷၇ԙय़⋷⎃. ┄῏৫⊿ԙሠԙ⊣⎧᚛ྃ, ᾓ⸻④ᬃ㉷ଟԙሻᠧ⊿ԙ⑇ᶛᕋᩯ⸟
Ⴓԙ῏ᖟᙫԙ⊪. ἇࣳ㌧ᶛԙḏ᷌࿇④ԙ⓯ᙫԙ⊣ኪॻԙ᧣ṗྃ⚯ԙ⋟ਜ਼ᠧ⊿ԙ⓯ᙫԙ┋1⓯
⑿ᕋԙ㉣ḋԙᤋㅋᙫԙΉԙय़⋷⎃. ┄ᚿԙ≬ԙᜨԙᤋㅋᙫԙ㉋ԙय़⋷⎃ԙऄ⊿ḋ. ᤋㅋԙ
⒇ԙ㉷࿓ԙ㈫ᇋᤠ④ԙ⌓. ૧ᓟԙḠব㋇, ④ᓟԙॲᇓ④ԙ ④ᝣḋԙ┋ԙඇᙳᕋԙᥳԙ
ἇԙ⑷ྃԙ㒇④ԙჿ, ⊣ཿԙඏԙ૧ᓛ࿓᧣ྷԙऀ⑿ଟԙἇࣳ㌧ᶛԙଟ㍻࣯ԙ⌓. <④ḏ┄>

당시의 직장 환경에서 여성이 승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승진은

103) 한선희는 두 번을 면접했고, 두 번의 면접에 총 7시간 10분이 소요되었다. 한선희는 면
접 시간의 반 정도를 자신의 승진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에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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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장생활을 돌아볼 때 자랑스러운 경험과 성취가 되고, 직장생활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직장생활에 대해 서술하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았던 차별
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ᾨ⚳Ⴓԙऋԙ∷ԙᄇ, ଟᇓԙई④ԙᾨ⚳ᶰ④ԙᄇႳԙ࣯⒔④ԙᾨ⚳㉣≫⚯ԙ∹ඇԙ④
ᓟԙㅼ╟⊿⎃. ૧ᓛԙ⋛⑿ᇓԙ∳⋷ԙ┋⍧ΉⰋԙᥳ᚛, ዿԙ⊣ཿԙ┄Ⴓԙ⑫ԙ㉣≫⚯ԙ
ジ࣯ᙫԙᤊྃၟԙ૧ᓟԙ᧣⚰⊿ḋԙ┋⍧Ήⶓྃԙय़⋷⎃. ૧ᒇḋԙ⋛⑿ᇓԙェ㉇, ⛀⊿ԙ
᭗᚛ԙ࣯≫ԙᄇྷԙᣫ⎿ᚻԙ∸∳≫ԙᄋ࿓, ⭫⻣૫㉏ԙἇԙ⑷ྃၟ, ④ᓟԙῌ④⊷⊣⎃.
૧᚛ԙඇႳԙय़ଟ⊿ԙἋ⑀㉇, ૧ᒇ, ェ④ԙ㉇ᝣԙᄇ⚯ԙᠿԙ④ᓟԙࣰ᷌④⊷⊣⎃. ૧
ሻԙ૧ᓟԙট৫ᕋԙᔓԙ∳ྻԙᔛԙᤊ࿓ԙ᧣ྷԙႳⷋᄇԙྔᔔԙⶓ⎧ԙଟ㍻ᙫԙᤄ
㉇ԙ④ᓶॻԙᄇ၃ᑫ⎃. <⩋⋰Ἃ>
⑇┄㉇ԙࣳ㌧㉇ԙई④ԙジ┄ԙᤊ≇⊣⎃. 2000ำԙ┋࣯ԙ☀ᔨ④ԙᄏԙሻԙᩳ᚛
࣯ԙᄇ⊷⊣⎃. ⑇┄(⑇ᠣ㉸┄)ԙ⑿ᇓ④ԙ◫ᕋԙᚽԙࣳ㌧ྃԙ◫ᕋԙ⋛⑿ᇓ④ྷԙ૧
ሻ⚯ᚻԙ㉣Ⴓԙ⑿࣯ԙ࣯⒔ԙᙶԙᚽ④ԙ㉇⒅∳⎃. ⓯Ⴓԙ⊣ԙ⑇┄ṻᔨ㉋⸻ԙジ┄ԙ
ୃ∳◫ԙ૧ᓟԙ⑫ᇓ④ԙ⑷⊷ྃၟ. <㌼┄㑛>

최영순과 정미화는 공무원 근무 당시의 차별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최영순
과 정미화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던 때만 해도 공무원은 성별로 구분되어 모집되었
고, 여성의 채용은 10%에서 20% 사이로 제한되어 있었다.104) 최영순은 자신이 공
무원으로 임용될 때 남성은 4백 명이 넘었는데 여성은 15명에 불과했다고 이야기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성별에 따른 업무 구분이 있었다고 했다.
군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의무행정과 간호업무를 맡은 집단을 하나의 단위
로 상정하여 근무평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했다. 의무행정 분야는 남성, 간호 분야
는 여성이 주로 맡고 있는 분야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노릇을 하는 남성들에게 더
좋은 근무평점을 주었기 때문에 간호업무를 맡은 여성들은 낮은 근무평점을 감수
해야 했다.
104)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남녀차별을 철폐하려는 고용 평등 정책이 본격적으로
행해지는데, 1989년 공무원 임용시험령 중 공무원 임용시의 성별구분 모집조항(제 2조)
에서 성별을 삭제하고 1991년 지방 공무원 임용령(제 42조)에서도 동일 내용을 삭제함으
로써 공무원 모집상의 차별이 폐지되었다(장하진⋅김엘림⋅장미경, 2001).

- 139 -

은퇴기 여성의 일-가족 생애이야기와 ‘은퇴’의 의미

남성은 가장으로서 가계를 책임지고, 여성의 직업은 자아실현으로 인식되는 사
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은 중요한 업무나 보직, 승진에서 제외되었다.
⋛⑿ԙ⒔④ԙ⓯ԙ㌫⑿⋯, ⓯ྃԙॣḓᶛ⊿ԙ⑷⊷ଟԙሻᠧ⊿ԙ⎻ඈԙ⑿ԙ⏳◫⑇ԙᠧ㍃
⑧ၟԙ⋛⑿࣯ԙ㌫⑿⑧ၟԙ㉋ԙำԙᥳ⊣⎃. ⋛⑿ԙ⒔ԙ㌫⑿ᕋԙ⑳⎿Ⴓԙ⋛⑿࣯ԙ⊵⊷
. ᝇ⺏ԙ④ᓟԙय़ԙ⓳㋯ԙ⊵④ԙ㉇ॻԙ㌫⑿ԙᥳྃၟԙ࿓㉸㑷ԙॣ⪄⓳④ᑫԙሃ⑿⑧ԙ
⿻⾧ԙ➬⊿, ⓳ᠧḠ④ԙ⑷⊷ଟԙሻᠧ⊿ԙ૧ᓟԙၟᕋԙᠧ┋⊵④ԙᥳԙἇԙ⑷⊷ྃၟ... ⭋ਜ਼
ᇓ④ԙ࿓ԙ⚰⒔᷌㍋ԙ㉇ԙ⑷ᝣԙ㉋ԙ࿓᚛ԙॣᝣԙ∳ྃၟԙ⎟᚛ྃԙ⭋ਜ਼ᇓ④ԙ⚰⒔᷌㍋
⊿ԙ㉇ඇႳԙ⊵ྃၟ, ඇԙᛗԙሴ⊿ԙᶛᑻԙ⤭∳≫ԙᄇྃၟԙগ⎟ԙOOԙ⑧ᛔԙ┄Ⴓᚻԙ⤭∳
≫ԙᄇྃၟ, ૧ᓶॻԙ⤭∳ḋԙ⋰⊴④ԙᄇ. ૧ᓟԙ⋰⊴ԙ⑿ᇓ④ԙ࿓㉇ԙ⑷⒅∳⎃,
≃≃᚛⊿. ⓯ྃԙ⊣⣻⊣⣻ԙᚻඇଟྃԙ㉷ྃၟԙ૧ॻԙ㉋ԙ④⚯, ᛓԙ⊣ኪॻԙ૧ᓶॻԙ㉇
. ૧ԙᩯᩳԙሻᠧ⊿ԙ‘∳, ④ԙ␏᚛⦋⒔ԙඣ࣯ԙԙἇԙ⑷ྃԙॻԙ∳ྷਜ਼ඇ’ ᑫྃԙ᷌
ࣰԙ㉋ԙ2ำԙ⓳ᩯ⸟ԙ㉇ଟԙΉ⒀㉋ԙय़≫. <ḋ␏ব>

서유경은 1988년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졸 여직원 공개
채용이 1986년 대우그룹에서 행해졌고,105) 대표적인 대기업 중의 하나인 삼성그룹
에서 1992년에 ‘여성공채 1기’를 채용한 점을 고려할 때, 서유경은 대졸 여성 공채
의 첫 세대라고 할 수 있다.106) 서유경이 근무한 건설회사는 회사 워크샵을 가면

400명 중에 여성 직원은 혼자일 정도로 조직 문화나 직원의 성별 분포 면에서 남
성 중심적인 조직이었다. 서유경은 여성 직원 중 가장 높은 직급까지 승진했지만
유일한 여성 팀장으로 직장생활을 혼자 “버텼다”고 표현했다. 서유경은 직장생활
에 대한 서술을 가장 많이 한 연구참여자로서 가족이나 남편에 대한 서술은 질문
을 해야 대답할 정도였다. 서유경은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 직원들은 유니폼을 입
고 근무하던 시절, 자신은 전문 직종에 근무하기 때문에 남성들과 똑같이 사복을
입기 위해서 회사 측과 싸웠던 이야기부터, 기혼 여성직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105) 당시 공채에서는 여성 대학 졸업자나 대학원 졸업자 및 경력자를 대상으로 인문계에 10
0명, 이공계에 100명으로 총 200명을 모집하였는데 모두 5천 3백 18명이 접수하여 2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안산시 홈페이지 http://www.iansan.net/woman/highTalent/content/63
7.jsp?menuId=01054003).
106)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남녀 차별 없는 공개채용을 실시하지 않
았다. 기업에서는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여성을 받지 않거나 모집 직종에서 남녀를 구
분해서 뽑았다. 여성들의 입사는 디자인, 비서,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 국한되었다(동아일
보. 2013. 04. 15. http://news.donga.com/View?gid=54433303&date=20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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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활했는지, 소수 여성으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에피소
드를 들어서 서술했다. 서유경이 직장생활에서 아쉬움을 표출하는 것은 자신이 유
리천정을 뚫는 여성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승진을 하기 위해
서는 영업으로 실적을 쌓아야만 했는데, “친구들이 직장생활에 하나도 없는” 여성
들의 경우에는 영업에 중요한 인맥이나 학연에 의한 연결망 같은 것이 매우 불리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간계급 여성들의 생애 경험을 드러내는 데에 ‘직장인’으로서 겪었던 경험들은
중요한 서사의 축이었고, 면접 내용에서도 많은 분량을 차지했다. 이들은 여성이
생애노동자로서 인식되지 않던 시기에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오랫동안 경력을 이
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성취와 어려움의 사례들을 많이 겪어야만 했다.

2. 가족 중심 서사
중간계급 여성들이 자신의 생애이야기를 직장생활과 일에 대한 서사 중심으로
서술했다면, 노동계급 여성들은 가족과 결혼생활의 문제적 상황에 대한 서사 중심
으로 서술하였다. 가족 구성원 중 이들의 서사에 주로 거론되는 인물은 남편과 시
집 식구들이다. 이것은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결혼은 ‘결혼 그 자체’라기 보다는

‘가부장적인 결혼제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의 의미가 강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보여준다.

1) 도움이 안 되는 남편
노동계급 여성들 중 일부는 남편에 대한 서사를 상세히 했는데, 다른 주제에 대
해서 이야기하다가도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회귀하는 경우도 있었다.
권경아는 자신의 남편은 노름에 빠져 생계를 등한시했고 가족은 뒷전이었다고
서술했다.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생계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지 않았고, 직장생
활을 하다 그만두다를 반복했다. 남편이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것이 자
신의 경제력을 믿어서라고 여겼기 때문에 권경아는 경제활동을 그만 두었다. 권경
아가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생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시집
의 도움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던 권경아는 재취업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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૧ԙェ④ԙඇᵋԙॻԙᠿᝣԙඣ࣯ԙႷԙᦳᕋԙ∷ԙ⇟ྷԙႷ④ԙ⒇ԙភ⋯⊣⎃. ૧१ԙअ
࿓ԙ⓳ḧᕋԙႻ᚛ԙェ④ԙअ࿓ԙ⁗⎃. ૧ᓶॻԙԙԙ㉷⊣⎃. ૫ၟԙ૧ᒇႳԙ⎿ᛌԙ
∷ԙ㉷၇ԙय़ԙई∳⎃. ‘ඣ࣯ԙឪԙ㉣ḋԙ⓯ԙ⑿࣯ԙ⓯ᓶॻԙ㉋࿓’ྃԙ૧ᓟԙࣰ᷌④⊷⊣⎃.
<ব∳>

권경아의 남편은 가족들도 모르게 월세로 임대주었던 주택의 일부를 전세로 바
꾸고, 그 차액을 노름에 이용했다. 노름에 더 깊게 빠지게 되면서 남편은 빚을 지
게 되었고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
૧ᓛྷԙᩯភԙਿ␐, ট㌫㉇ᝣԙェԙ④ᓶॻԙ㉣≫ԙᄇԙ⋛⑿ᙫԙႳ⌯☇≫ԙᄇ
ԙ૧ᓟԙਿ␐ԙᤊ∳≫ԙࣰ᷌㉇ྃԙॻԙᠿᝣ, ⓯㑛ԙ⭗࣯ԙ⊵⊷य़ᇏ⎃. ૧ුԙᤃ࿔⊿ԙ
⑿ྃၟԙ⑳῏㉷ԙሻԙ㊷᚛࣯ԙᠣԙ∳』⊣⎃. ૫ၟԙజԙᤓ⊿ԙᠫԙᑫྃԙय़⋷⎃, ᠫ
. ᇋᑫᚷԙ᧣ᝣԙᠫԙअ࿓ԙຂ⒅∳⎃. ૧ԙᠫ④ԙ∳ྻ, Ή⎿㉋ԙᠫ, ම⒔⊿ḋԙअ࿓ԙ
☇≫. ᧧⑧④ԙअ࿓ᜨᝣԙᄇ⒅∳⎃, ૫ၟԙ૧१ԙ⍋ԙඣ࣯ԙ࿓☛? ૧ුԙඣ࣯ԙ
ឪԙ⑫⊣ඛय़ᇏ⎃. ㊷᚛࣯ԙ∳⿻ḋ. ④ᓶॻԙ⓯ԙᠧ᚛ԙ⒐, ⒐ԙ⑫⊣ඛ⊣⎃. ૧ԙ┄
Ⴓᕋԙ㒇ᇓ⊷ྃၟԙ᩷ᚻ④ԙ㉇ඇႳԙ⊵⊣. ⚯ԙࣰ᷌㉇ᝣԙ⦏④ԙ⊵࣯ྃ? ᤃ᧧࣯? ⚳⛋ԙ
ᤃ᧣⋯၇ԙय़ԙई∳⎃. ૧ᓛᝣḋႳԙ㉣ԙᑫྃԙय़ԙ࿓ԙ㉣☛⊣⎃. <ব∳>
≏ᇓԙ∳ԙईԙḠঘ④ᝣԙ᭗᚛ԙ④㌫㉇ྃԙॻԙඇԙय़ԙई∳⎃. ૧ԙᶛᑻԙ⑿ଟᤅ⊿ԙ
ភᙣྷ. ࣯╠ԙ⤴⑳┧≫ԙ㉋࿓ྃԙࣰ᷌④ԙ⊵ྷԙ∳⋷. ૧य़ྃԙ࣯ᙣ⦿ḋԙᄇྃԙ
ॻԙ∳ྻԙय़ԙई၃ᑫਜ਼⎃. ᶰԙᤊ∳ḋԙᄇྃԙॲႳԙ∳ྷ, ૧य़ྃԙ⑫⣼ԙ㋓⊣⚯ྃԙॻ.
<ব∳>

권경아는 면접이 끝날 무렵에 다시 한 번 자신의 남편에 대해 자녀들에게도, 자
신에게도 잘해준 것이 하나도 없었던 남편이라고 평가했다.
Ήৗ⊿ḋྃԙ⎟᚛ԙ⛀④ԙᩯ⑿⋯, ඣ࣯ԙᚾṿฯ, ᜧᾣႳԙᄿԙ④ᓶॻԙ᷌㍋㉇࿓
࣯ԙႷ④ԙય㉋ԙय़ྃԙಷ⊿Ⴓԙࣰ᷌ԙឪԙ㉷ྃၟ. ᚿ㉇⑿ᝣԙΉ࣯ԙ☀ᛓ⒰④࣯ԙᄋԙय़⚯.
ඇྃԙᠿԙ⑿ଟԙ᷌④ྷԙ૧ሻྃԙṼ④ྃԙय़ԙࣰ᷌Ⴓԙឪԙ㉷⚯. ⎿ᒇྃԙᶫḠ᚛⓿ԙ
㉋࿓ԙ૧ᒇԙअԙ⌓⯯④ᙫԙ㉷ྃၟ... ඇ㉋⸻ԙय़⛂ᚿԙΉⰋḋԙট㌫ԙ㉷ྃၟԙট㌫㉇
ԙ᧣ྷԙඣ࣯ԙࣰ᷌㉷၇ԙॻԙ∳ྷྷԙ⚯ԙई∳ḋྃԙ∷ԙᶣ≇ԙय़≫. ඇྃԙ⋟ⶳԙ
࣯ྃԙॲႳԙ∷ԙ㉣᧣, ᤔႳԙ∷ԙ㉣᧣ԙΉ⛀⌯ḋԙ⊳⦜ԙ㒇ᇓ⊷⚯. ૧य़᧣࿓ႳԙႷԙሻ
ᠧ⊿ԙ㒇ᇓ⊷⚯. <⓳⑧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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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숙에게 남편은 사기 결혼으로 나를 고생길로 접어들게 했고, 이로 인해 친
정 부모님께 평생 걱정을 끼치게 한 사람이다. 전인숙의 집은 시골에서는 꽤 부자
였고, 결혼할 나이 즈음해서는 맞선도 많이 들어와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골
라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부모님도 맏딸인 전인숙의 결혼을 잘 시키기 위
해 까다롭게 배우자감을 골랐다. 공무원은 “월급 적다고” 결혼을 안 시키고, 선생
님을 하던 신랑감은 “홀시어머니니까 고생한다고” 결혼을 안 시켰다. 전인숙은 서
울에서 규모가 큰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결혼하면 집을 살 계획이라는 좋
은 조건을 가진 신랑감과 결혼을 했지만 이러한 조건은 모두 거짓이었다. 남편은
작은 계란 도매업을 하고 있었고, 시동생과 함께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형편이었다.
결혼 당시 살던 집도 주인아주머니가 세를 받으러 와서야 월셋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단독집 세 채” 가격 정도의 빚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전인
숙은 “울기도 많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결혼생활을 유지했다고
서술했다.
⌊ඏԙ⎟᚛ԙ࣯ॻྃԙḧ࣯ԙ350⑧ၟԙ࿗Ⴔԙ⛀ԙ㉋ԙ⤳ԙ࣯ঘ④≫. ῏ᒀ④ԙᑯԙႳᛓ⊴ԙ
㉇ᝣḋԙ⒔ԙᛐ∳ԙຂԙ࣯┧⌓ྃၟԙ⨌ࣰԙᅇ④ԙ┋ᕋԙឪ㉇ྷԙ⊳⦜ԙඋ⚯Ⴓ⊿ԙᚽ
④ԙअ࿓ԙᥳᔧ࿓. ඣ࣯ԙ⌓ྷԙ૧ሻԙΉ⊿ԙ࣯ॻԙ350④ԙᠧ┋࣯ԙ∳ྷᑫԙᭉ④ԙ
1000ᚻԙ⎿④ԙᄏԙय़≫. ⊣अԙ④⒒Ⴗԙ◫ᝣԙ㉇ඇႳԙ⇧ॻԙ⊵ྃԙय़≫. ૧ᒇḋԙ
⭋┄⊿࿓ԙ200ԙᑫԙ૧ᒛ⊣ԙ⭋┄⊿ԙႳ⎯ԙᤊ∳࣯⚯ԙ⒔ԙᑫԙ૧ᓛྃԙᶛᑻԙ
╟ԙ◫, ᷌㍋Ⴓԙ㉇. <⓳⑧Ἀ>

전인숙과 면접을 할 때, “학교를 졸업하고 일 시작하게 된 것부터 이야기해 주
세요” 라는 질문에 전인숙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살아온 인생이야기를 한 시간 가
량 했다. 취업 경험은 짧게 서술하였고 속아서 한 결혼이야기, 결혼 당시 남편이
했던 계란 도매업의 상황과 자신이 독립하여 자영업을 하게 된 이야기, 남편이 발
병 일주일 만에 갑자기 사망한 이야기 등 주로 결혼 당시의 상황과 남편이 사망하
던 상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서술했다. 면접을 끝내면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도 “옛날 얘기를 하니까 찡한 부분도 있고, 새롭기도 하고” 라고 말을 꺼내면서 남
편에게 속아서 결혼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서울에 와서 살게 된 이야기, 자
신이 고생한 것에 대해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 아파하셨던 이야기를
다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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ඇᚻԙট㌫ԙṼ∳ԙअԙ㉇࿓᧣ྷԙ⎟᚛ԙ⊳ᚷ࣯ԙᛗඏԙႻ∳࣯Ήଟԙ⓳⊿ԙඣ࣯ԙ⤴ԙ
╯ԙඣԙ◬⊣≫ԙᄋ࿓. ඇ⊿ԙ㉋. ⎟᚛ԙ⊳ᚷ࣯ԙඇԙሻᠧ⊿ԙ⊳⦜ԙ⎧, ⊳ᚷᙫԙඣ
࣯ԙ⎘ႷႳԙឪԙᇋ᚛, ⌓Ήᝣԙ⤴⒔ԙᤀ⊿ԙ⊫ᚷԙฒ⊣ԙຂԙࣳ࿓ԙ㉇. (ᠫ) ...
∳ᥳ⚯ԙ㉇ྃԙᚿ④ԙᠫԙᤊᝣԙႳᑫᠣ(ᇋᓫ⺤)ᕋԙԙႳᑫᠣԙඇ⌗࿓. ૧
᚛ԙ⊳ᚷ࣯ԙ⒏ԙឪԙ⑿࣯, ԙሻᠧ⊿. ૧ᓟԙḧ⏃ԙᶣ≇⊣. ඇႳԙ⎧ଟႳԙᚽ④ԙ⎧
⊷⊣. Ή⒔ԙ㍃⒔ΐ⊿, ૧ሻԙ㍃⒔⚯ႳԙᬳΏྃၟ, ⊫ᚷඇԙ⎧⊷ྃ⚯. <⓳⑧Ἀ>
ඇྃԙ⚯ԙᆓԙႻ∳᧣ᝣԙḠԙ⯯④ᾓᑫԙࣰ᷌㉣⎃. ඣ࣯ԙ૧ᓟԙḧ⏃ԙᶣᝣḋႳԙ
ᛗԙ⦗⋃ԙ῏ᒀ㉋⸻ԙṼ∳ḋԙট㌫㉣ḋԙ῏ᒀԙᣧ⎻㉷⚯ᚻԙ≏ᇓԙජԙ῏ᒀ④ԙ⤘㉇ଟྃԙ
⊳⦜ԙ⤘㉣. ⤘㉇⚯ԙ∹≇ᝣԙዿԙឪԙᶣ≇⚯. ⊳-⦜ԙ⤘㉇, ᶛᑻ④ԙጇጇ㉇၃ᑫ.
᷌ԙΉⰋႳԙ㉜ᶰԙᣧ∷㉇࿓ྃԙᚿԙᚽ④ԙ㉇, ඣ࣯ԙ⎟᚛ԙ῏ᒀԙសᒇԙ⓰ԙฒ⊣ԙ
ᭉԙउྷԙ૧ሻᩯ⸟ԙ⎟᚛ԙ῏ᒀ④ԙ၃ԙ⊳⦜, ૧ሻԙ∷ԙඇ㉇ԙᚽ④ԙ⎧⊷⊣.
ᛈ࿓ԙ㉇ᝣḋ. ≏ᇓ㉋⸻, ඇ㉋⸻Ⴓԙ㉋ԙႳԙ⎄㉇ԙ④ᓟԙॣԙ⊵⊣. ⚯ԙ∳࣯ԙ⤘
㉣ḋԙ૧ᓟ࣯ԙ≏ᇓႳԙ࣯ᤘ⊿ԙⶓ⎣ԙय़ԙ⭇ྃԙ⊳⦜ԙ⤘㉇ॻ, ඇྃԙ৫⍧Ⴓԙ∷ԙΉⰋᨓ
⊣⎃. <⓳⑧Ἀ>

부잣집 맏딸로 자란 전인숙은 속아서 한 결혼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자영
업을 운영해서 빚도 갚고, 집도 사고, 자신의 힘으로 지금의 자산을 일구었다. 전
인숙의 남편은 “살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탄로”가 나는 거짓말을 했고, 친정어머
니는 딸이 고생하는 것이 마음 아파 평생 눈물을 흘렸다. 그럼에도 전인숙은 자신
의 인생은 “성공 케이스”라고 평가했는데, 결혼 당시 남편이 거짓말을 했지만 “엄청”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남편은 “고생을 시켜도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지 아빠가 착해서 그런가, 애들도 가겟방에 키운 거 치고는 엄
청 착하게” 자랐다고 해석했다. 자녀 셋 모두 특별한 뒷받침 없이도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했고, 좋은 직장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 전인숙의 남편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전인숙의 인생을 바꾼 거짓말을 한
사람이었고, 거친 언행을 하지 않았을 뿐 경제적으로도 무능했다. 전인숙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한에 젖어 있으면서도 남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자
신의 인생이 성공적이 되려면 결국은 삶의 일부였던 남편도 좋은 사람으로 해석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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ඣ࣯ԙ⓯⪄㉋ԙॻԙᚽྷԙ૧ሻԙ◫∳⿻⾧ԙ⒀ԙय़, ૧ॻԙ␤⑿ԙ൫ԙ600ᚻԙ⎿
④⊷ྷԙඣԙႷᕋԙ⪘ᩳ㑷ԙᶣԙἇԙ⑷ྷԙᶯྃၟ. ェ④ԙ૧ॲᚻ④ᑫႳԙ⒇ԙ⚯
ⶓԙᶣᝣԙᄇྃၟԙ∷ԙ૧ᓶ၃ᑫਜ਼⎃. ェ⑇ԙ㌄④ԙ⑿ଟԙ᷌ԙᶛᠣΐ⊿ԙ࣯ḋԙႷ, Ⴗԙ
④≫ଟԙ㉇ྃԙय़⋷⎃. টੜԙႷԙᬻᔓԙ࣯၃ᑫਜ਼⎃. 250ᚻԙ⎿. ∷ԙउ∳⎃... ૧ԙႷ
ԙउᔓᝣԙ⛀ԙ〃∳≫ԙᄇ⎃. ⛀ԙ〃ԙΉ⒀㉋ԙय़⋷⎃. <④⋰ᣧ>

이영미에게 남편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의 행복을 깎아내리
는 사람이다. 남편은 박봉의 공무원이었지만 이영미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결혼하면서 작은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주버님이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게 되면서 집을
팔아서 채무를 해결해야 했다. 시집 식구들은 돈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
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더라도 시집에 먼저 돈을 융통해줬다.
남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이영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재취업을 해야 했다.
(ェᩳ④ԙᥳඇԙ∷ԙᥳඇ) ᶰ৯④ԙ⊵⊣. ᷌㍋④ԙ∷ԙძ. ᶛᠣΐԙ⤗᚛ྷԙᠫԙᶷ
ᇞ④ԙႷ④ԙඇ࣯ྃԙय़⋷⎃. ඣ࣯ԙ࿓ԙሻᔓ⭇⎟ԙ૧ුԙ⛀ᕋԙ᩷ᓛᇓ⑧ԙय़⋷⎃. ૧ුԙ
⪓⪃ԙ∳... ⎟᚛ԙェԙ⑫ԙ⓯⚷ᓛԙᨓ⑿ԙⵟԙႷԙඇ࣯ॻԙ㉇ྃԙব⎟ᤅ⊿ԙ⊵⊣
⎃. ⒀ԙႷԙඇ࣯ॻԙ㉏ᔓᝣԙᜨԙॻԙ㉇ྃԙॻԙඇ∳⎃. (⊣⤗㈫ԙ⒀ԙႷԙᥳྃԙၟ
ྃԙ∷ԙඇ࣯Ή) ณ. ∷ԙ⊣≫, ᜨԙଟᚻԙ㉋࿓, ④ᒇ≫ԙⵟԙႷԙ∷ԙඇ࣯၃ᑫਜ਼
⎃. (ඇ⦇ᓫԙ④ᓶॻԙ⋣Ί㑷ԙ⑫㉏ԙᶛᑻ④ԙ∳ྷ࿓?) ณ, ඣ࣯ԙ④ᣧԙホଟ㉷⊣⎃. <④
⋰ᣧ>

이영미의 남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50대 초반에 명예퇴직한 후 강남에 노
무사 사무실을 차렸다. 사무실 운영에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
고, 남편이 퇴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억대의 빚이 생기게 되었다. 이영미는 자신
이 부동산 투자로 얻었던 수익의 일부로 남편의 빚을 청산했다. 이영미는 최저임
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일해 왔지만 남편은 공무원을 했었다는 자존심에 “경비”도
서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영미가 퇴직한 남편에게 하는 말은 “춤추고 놀아” 이다.
이영미의 판단으로는 남편은 일을 벌일 때 남의 눈을 의식해서 규모를 크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돈을 손해 보게 되는 것이었다. 남편이 자신의 연금 내에서 생활
하려면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건강을 돌보는 것이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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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는 남편이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는 것을 일찍 “포기”했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 생계를 책임져 왔다. 이영미는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퇴직 후 자신의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 이영미에게 남편은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밖에 나가서 허세부리지 않고, 사고 쳐서
큰 돈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인 사람이다.
박민자는 남편의 노름으로 수십 년간 속을 썩고 있으며 현재 이혼을 고민 중이
다. 박민자는 결혼 후 종자돈을 모아 만화가게를 차렸다. 남편은 오전에 잠깐 가게
에 들러 청소하고, 필요한 만화를 구입해주는 정도의 일만 했다. 만화가게를 운영
하는 것은 박민자의 몫으로,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키면서 아이들을
키웠다. 박민자의 남편은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어서 가게에 나와 있지
못 했고, “한량처럼” 밖으로 돌다가 도박에 빠지게 되었다. 8평으로 시작한 만화가
게가 70평이 될 정도로 번창했고, 은행에 억대의 현금을 저금할 만큼 많은 돈을 벌
었지만 이후 남편은 “집을 세 채는” 살 정도의 돈을 주식과 노름으로 탕진했다.
㉋ԙᶛᑻ④ԙṼԙ⌓ᝣԙ⓯ԙ⑿ྃԙ⍋ԙṼԙ⎟᚛ԙ⛀⊿ԙ⌓. ࿓ᙧԙᒇᤘԙ∷ԙ࣯
... ᛗඏԙ῏ᒀ㉇ԙῧ⎟ॻԙძ. ⑿ṿ࿇ԙ⌓ᝣԙᶸ∷বԙ൫ԙ᧣, ᛗඏԙሻ᚛⭇ᑫԙ
૧ᓛ. ⊣ཿԙඏԙṿ࿇④ԙ࣯ॻ࣯ԙᛇ⊿ԙᇏ࿓ԙᒇ. ᚛Ⴓԙ⊫ᚷԙឪԙᤊԙ☇ᥳᔧ
⊣⎃. ◫ԙඇḋྃԙዿԙ∳≫ԙᄇ⒅∳⎃. ૧ሻᚻԙ㉣Ⴓԙ∳ᇓԙ㉈ԙ࿓ྷ⚯, ሧඣᣧྃԙ
ᇠ㉈ਿԙ3㉈ำ④⚯ԙႷԙ⊳⦜ԙᇓ⊣ࣷԙሿၟ... ⎟᚛ԙ῏ᒀԙᚿ④ԙῌԙ㉇ᝣԙႷԙԙ
य़ԙई⎃. ⑿ଟ࣯ԙሣԙ⛂Ⴓԙ∷ԙ㉇ԙῌ⊿ᚻԙ⓳฿㉏ԙय़ᑫ. ῌԙ㉷⊣⎃. ᚛
ԙ◫ԙῌԙ㉇ྃၟԙ④य़ྃԙᶛᑻԙᶛྃԙॻԙ∳ྷ≫, ඣԙ⦣⚷④ԙ⚳⛋ԙ∳ྷ.
<ᤄᣫ⑿>

박민자는 만화가게가 사양길에 접어들자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노래방을 운영
하면서 남편과 싸움이 잦아졌는데, 남편은 특정 남자 손님이 지속적으로 노래방에
방문하면 “색안경”을 끼고 봤고, 부인을 의심했다. 남편의 성화에 노래방을 그만두
고 다른 업종을 고민할 때, 남편은 식당을 운영하자고 박민자를 설득했다. 경험 없
이 시작한 식당은 6개월 만에 문을 닫아야 했고, 잇따른 자영업 실패로 많은 손해
를 보게 되었다. 박민자가 밤낮으로 일을 해서 유학 간 딸의 뒷바라지를 하는 상황
에도, 남편은 택시운전을 하면서 번 돈을 노름으로 탕진했다. 박민자는 자영업을
정리하고 병원 식당에 취업하기 전까지의 8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눈물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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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박민자는 남편의 암 판정을 “내 생활이 완전히” 나아지게 된 사건, 내가 착하게
살아서 생긴 “좋은 일”로 여겼다. 젊은 시절 월남전에 참전했던 남편은 암 발병이
계기가 되어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고, 국가유공자 연금 대상이 되어 노후의 경
제적인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
ඣ࣯ԙ࣯ᩯᙫԙ᧣ྷԙ⎟᚛ԙ῏ᒀ④ԙԙႷԙ᧣࿓ԙ࣯┧ࣳԙႷ④ԙ၃ԙᚽ∳. (⎧) ⚯
ႳԙႳᤄԙ㉇ଟྃԙ㉇⚯, ૫ၟԙ⑿ଟԙᾓᾓᕋ࣯ԙᔔԙᚽ④ԙ㉣. ㉋ԙᚷԙṼᕋྃԙ④
㌫㉣≫⚯ԙ㉇ྃԙࣰ᷌. ૧ᒇ≫ԙඣ࣯ԙェ㉇⒅∳. ⑧┋ԙඣ࣯ԙ῏বԙ⇟ԙᾓ⾧ᓷᾓᙫԙᤊ
ᝣԙᣧ⦿ᥳᚣԙय़ԙई࿓ྷ. ඣ࣯ԙ⍋ԙ④ԙඇ④ԙᄇႳᕌԙ⓯ᓶॻԙ῏বԙ⇟ԙᶣ∳≫ԙ
ᄇඇԙ④ᓟԙࣰ᷌④ԙᜧ᚛⊿ԙᛣႻଟԙቋ⊿. <ᤄᣫ⑿>

면접을 하던 당시도 남편은 예전보다는 덜 하지만 여전히 도박을 하고 있었다.
남편의 도박은 아직도 박민자의 인생에서 “미쳐버릴” 것처럼 스트레스를 주는 사
건이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노동계급 여성들의 남편은 생계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름이나 보증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혔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남편 때문에
고생했다고 서술했지만, 남편에 대한 평가는 동일하지 않았다. 권경아와 박민자,
이영미는 남편은 내 삶을 힘들게 한 존재라고 일관되게 평가한 반면에 전인숙은

“지금 뒤돌아보면” 남편은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현재의 상황
에 기인한다. 권경아와 박민자의 남편은 여전히 노름을 끊지 못하고 있고, 이영미
의 남편은 퇴직 후에도 금전적인 문제로 속을 썩이고 있다. 반면 전인숙의 남편은
사기결혼을 야기한 결혼 초 이후로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전인숙의
남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이제는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시집에서의 부당한 대우
여성은 결혼을 함으로써 아내, 어머니, 며느리의 다중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데, 며느리의 전통적인 역할은 시집 식구들에게 복종하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가
정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다(이재경, 2003). 가부장적 가족체제 하에서 여성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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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가족으로 인지한다 하더라도 실제 생활은 부계 중심으로 운영된다. 기혼 여
성은 친정부모에게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지만 도덕적 책임과 의무의 대상은 시부
모이기 때문에, 친정과 시집에 우선순위를 따져야 하는 일이 생기면 시집이 우선
시된다.
⚯Ⴓԙ૧य़ྃԙ∷ԙ㒇ᇏԙय़ԙई∳⎃. ῌԙ㉇ྃԙय़ඇԙ૧ᓟԙॣԙ∷ԙ㒇ᇓ⊣⎃. ┓ԙ㒇
ᇏԙय़ྃ, ┓ԙ㒇ᇏԙय़ྃԙ⓷ԙ④ᓟԙय़ԙ࿓࣯⌓ྃԙय़. ૧ॻԙ┓ԙ㒇ᇓ⚯. Ήῌਜ਼ᇓ④ԙ
┓ԙඇᵋԙॻԙᠿᝣԙඋԙሧ④⒅∳⎃. ཿ᚛ᑫႳ. ㉋ԙႳ, ඣ࣯ԙ17ำԙᶣ≇ඇԙ૧ԙ┄
Ⴓԙᶣ≇ྃၟԙ㉋ԙႳԙඇᙫԙ⭋┄⊿ԙ࣯ᑫԙṻ᚛ᙫԙ∷ԙ㉷⊣⎃. ૧ᒇḋԙ⊣ཿԙ㉧࣯ԙΉ⊣
ᜧྷ㉋⸻ԙ⊇ଟᙫԙ㉷⊣⎃. ඇԙ④⊿ྃԙ⭋┄࣯ԙῥ࿓. ૧ᓛᝣԙ⪃Ḍԙሻԙ࣯ᒇ⎃.
૧ԙඏԙ⤗ᔯᶰԙ⚯ඣԙ࣯ᒇ⎃. ⑿ଟᇓԙय़ଟԙ⑷এ࿓ԙ⎟᚛ԙ⛀⊿ԙ⑷এ࿓ԙ૧ᓛ.
ሧ㉇ԙᶛ⏳㉇. (㌫⑿ԙ࣯Ήᑫྃԙय़⋷⎃?) ณ. ⑿ଟณᇓ④ԙ∻∳ḋԙᤔԙ㉣ԙᜨԙ
⑷এ࿓ྃԙय़⋷⎃. ᾓ⾧ᓷᾓ࣯, ඣԙ⛀⑧ၟԙ⌯ḋԙ૧ᓶॻԙ㉇ԙ㉇ྃԙॻ. ૧ԙ࿓ᩯ⸟
ྃԙࣳ࿓ԙṻ᚛Ⴓԙ∷ԙ㉇. ૧ᒇḋԙ૧ሻႳԙ∷ԙࣳय़ԙई≏⎃, ∷ԙः⊣⎃. ⭋┄⊿. ⎟᚛
ᇓԙ⛀⊿ḋԙ࿓ԙᆓ⚯ᝣḋԙ⑷࿓ྃԙॻԙῚྷ. ૧ᓛᝣḋԙሠԙ⎟᚛ԙ⛀⊿ԙ⌓⑿ᚷ⑿ԙሧᇓ
㉋⸻ԙ⓳㍃ᙫԙႻ᚛ྃԙय़⋷⎃, ⊧┋ԙ⌛ԙय़. ⑿ଟԙሧᇓԙ⊧┋ԙ⌛ԙय़... ┋࣯ԙ
≏ଟᙫԙ1⏃ԙ1⑫ඏԙජ≇⊣⎃. ⵟ≏ᙫ. ૫ၟԙ⚯ԙࣰ᷌㉇ᝣԙΉᇓႳԙඇᵋԙय़ԙई≏
⎃. 12⏃ԙ31⑫ԙඏԙ⎟᚛⛀⋇ԙ⌗ԙय़⋷⎃. ඣ࣯ԙ1⏃ԙ1⑫ඏԙජྷԙᚻᶜ④⒅∳⎃.
⎟᚛ԙ⛀⊿ԙ⍃⊣⎃. ⋟ᚿ④ᑫ. ૧ᒇḋԙ૫ၟԙ૧१ԙ૧ԙΉ⊿ྃԙ૧ॻԙඇᵇ࿓ԙࣰ᷌
ԙ∷ԙ㉷⊣⎃. ῏বᚻԙ⇟⋯ԙᲿ④. ᤓ⊿Ⴓԙ㍃⼛⭇, ᤓᶷԙ૧ᓛ࿓࣯ԙः⊣⎃.
<ব∳>

권경아는 퇴직 후 주로 참여하는 모임활동에 대해 얘기하다가 “아,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라며 갑자기 생각난 듯이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권경아는 맏며
느리로서 차례 준비를 도맡아하고, 명절 당일에는 자신의 집에 모인 시집 식구들
을 대접했다. 권경아에게 명절이 힘든 점 중의 하나는 결혼 생활 18년 동안 명절에
친정 방문을 한 번도 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시부모는 며느리는 친정에 보내주지
않았지만, 딸에게는 매번 친정에 빨리 올 것을 재촉했다. 시부모가 딸인 시누이와
며느리인 자신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은 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신체적 증상으
로 발현되었다. 명절 한 달 전에는 심한 편두통이 생겼기 때문에 잊고 있다가도

“아, 명절 오는 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했다. 시집 식구들은 권경아
가 첫 아이를 낳기 하루 전 날에도 가족의 새해 모임을 권경아의 집에서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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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 가족들과 걸어서 서로의 집을 방문할 만큼 가까운 곳에 모여서 살고 있었고,
모든 가족 모임은 아들네 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경아는 자신의 상황과 관계
없이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져야만 했다.
Ή⊣ᜧྷԙភΉԙ⌯ḋԙ3ำԙ∷ԙඋ᚛Ⴓԙ∳ྷ⊷⊣⎃. ឪԙ㉇ྃԙय़ԙई≏ԙअ,
≏ᇓႳԙឪ㉇ྃԙय़ԙई. ⚳⛋ԙ④य़ྃԙ㉇ᗗ㉇ᗗ࣯ԙ④㌫㉇ଟԙ⑫᧣ԙ⚰⓳. Ή⊣ᜧ࿇④ԙ
૧ᓶॻԙ⎟᚛ԙェ㉋⸻ԙ⑫ᓯඇ᧿⎃, Ή④ᇓ㉋⸻ԙ⑫ᙣ, ૫ၟԙェ④ԙඣԙェԙᇓ
ԙ∳④ᇓԙェԙᇋྷԙ╟⎘㉣⚯၃ᑫਜ਼⎃. ⊣ᜧ࿇㉇ԙΉ④ᇓ㉇ԙ㉘ḧ࣯ԙᄇྷ
ԙ⎟᚛࣯ԙឪԙছሃྃԙय़⋷⎃. ૫ၟԙ᧣ྷԙ⎟᚛ྃԙඇᙳᕋԙ⒇ԙ㉇ԙ⑷ྃԙय़ԙई
ၟ... (⚰⒔ԙ࿓ྷΉᝣḋԙΉ⊣ᜧྷᙫԙ⊣ኪॻԙࣳᧀ㉇ṗ⊣⎃?) ૫ၟԙ⊣ᜧ࿇④ԙጔ,
ඇ☀⊿ྃԙጔႳԙῧṗ⊣⎃. ૧ᓛᝣԙ࣯ḋԙ∪গᇋ᚛ԙῨԙ㉇ᝣԙଟ⓯યᙫԙ╯ԙ⤗ԙ
Ήᝣԙ╺ၟԙଟ⓯યᙫԙ∷ԙ⤗Ήྃԙय़⋷⎃, ૧य़ᙫԙ࿓ԙᐞ⊣ᥳ᚛ྃԙय़⋷⎃. ૧ᒇḋԙ╯ԙ
㒇ᇓ⊷●. ૧ᓛᝣḋԙῌਜ਼ᇓ④ԙ┋࣯ԙ⚰⒔᷌㍋㉇ᝣḋԙᤘ⭇㉣ԙທ࿓ԙ૧ᓛྃԙय़⋷⎃,
⓯ྃԙḠΊḠ⑇ாԙ㉷ྃၟ, ⚰⒔ԙ࿓ྷᝣḋႳ. ૧ᒇḋԙ⎃⊀⎿⊿ԙ㉋ԙԙ࣯ṗ࿓࣯ԙႻ∳
࣯ṗ●... ૧ԙ⓳⊿ྃԙ⎃⊀ḫ⸟ԙ∳⭗⊿ԙ࣯Ήԙ┋࣯ԙ⻣૫㉇ᝣḋԙ㌨Ήԙᚻ≬⊿ԙ૧ԙ⓳
⊿ԙ㉇Ήᝣԙ⛀⊿ԙΉᝣԙᄇྃၟԙ┋࣯ԙྕॻԙᇓ⊣࣯ྃԙඏႳԙ⑷ԙय़ԙ∳ྷ⊿⎃, ૧ᓟԙ
ඏԙ⻣૫㉇ᝣḋԙ┋࣯ԙភΉԙᇓ⊣࣯ԙ④ᒛ●. ૧ᓛྷԙ5Ή⊿ԙय़ଟ࣯ԙൌඇ⎃.
૫ၟԙ8Ή⚯ԙ᧿◫ྃԙॻԙ⑷⊣⎃. ૧ᓛᝣԙ┋࣯ԙ⻣૫㉇ᝣḋԙ△Ẑ㉇࿓ԙ┋࣯ԙ8Ή
⚯ԙ࣯এ࿓ԙ૧ᓛԙភΉԙ⌓ԙ૧ᒛ●. <ଯἇᣧ>

김수미의 남편은 장남이다. 일반적으로 장남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강하고,
부모 역시 장남은 당연히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여긴다(김현주, 2001). 김수미도
중국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다. 당시 시어머니는 파
킨슨병이 심해져서,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지고, 남은 생이 일 년
도 되지 않는다고 판정받은 상태였다. 전업주부로 있던 김수미가 재취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시어머니까지 함께 살게 되자 집
안의 긴장은 높아졌다. 김수미는 시어머니를 모시던 초기 3년을 “하루하루가 이혼
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표현했다. 시어머니는 김수미와 손자녀들이 자신에게 잘
대해 주지 않는다고 아들과 시누이에게 수시로 불평을 늘어놓았고, 이것을 전해들
은 시누이들이 김수미의 남편에게 어머니를 더 잘 부양할 것을 요구하면서 친족
간의 갈등도 생겨났다. 비난의 중심은 며느리인 김수미에게로 향했다. 김수미는 요
양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출⋅퇴근하면서 퇴근 이후 시간은 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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껏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다른 가족들은 며느리가 직장생활 하느라 어머니를 방치
했다고 책망했다. 장남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에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지만(배선희, 1996)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는 주체는 아
들이 아니라 며느리이다. 며느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며느리 역할을 다하는 지의 여부만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Ή⊿ԙᶣԙሻԙᶣᚫ④ԙᚽ∳ḋԙ⊳⦜ԙ᷌ԙ㉇ṗԙय़ԙईၟ) ᚿႳԙឪԙ㉣. (Ή᷌
Ⴓԙ㉈᷌④ྷԙႳΉᑬԙῧ) ૧ᓫ⎃. ∳㐣-. ⎟᚛ԙΉ⊣ᜧྷྃԙ૧ሻԙ⒔ᶛᙫԙ㉷⊣
⎃. ඣ࣯ԙᤔԙ࿓ԙ㉣≫ԙ㉇ྃԙय़≫. Ή᷌④ԙ㉈⊿ԙጀԙኗ⊣┧ԙᥳᔧ⊣⎃. 1ำԙ⒛
ἇᙫԙ㉣≫ԙᄇ⒅∳⎃. ᆦᤃᑫ⚯ԙ࣯ԙ㉣, ඣ࣯ԙ࿓ԙ㉷⚯. ᛓ⑫ԙᤔ㉣ḋԙᜨ⋛◫⚯. <ᤄ
ᣫ⑿>

박민자는 결혼 초기에 분가할 비용이 부족해서 시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시집도 경제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박민
자네 가족과 동거하고부터 시어머니는 집안일에서 손을 뗐다. 박민자는 대가족의
가사노동을 혼자 떠맡아야만 했다. 갓난아이인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시집 식구들
의 뒷바라지를 하고, 분가비용을 모으기 위해 가내부업까지 해야 했던 그 시절은
박민자 인생에서 신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 하나였다. 하지만 시집 식구
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로서 적극적
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계급의 남편들은 부정기적으로 생계노동을 하거나,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
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강인순, 1990; 김미숙, 1990). 이런 경우 시부
모는 며느리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생계비를 보충할 것을 공공연하게 요구했다.
૧ᓟԙ⊇ଟ㉣Ⴓԙᄇඇ? Ή④ԙ⑷⒅∳⎃, ૧ԙ⛀ԙΉ, ┋࣯ԙ⎣⓳ԙ∷ԙ⏏⊣
⎃. ⍋ԙ∷ԙ⏏ᝣԙ⑿ଟԙ∳ᇓ④ԙ᷌ԙ㉋࿓ԙট㌫㉇⑿ᚷ⑿ԙ⊫ᚷԙ∷ԙძḋԙ૧ᒛ⊣
⎃. ⑿ଟԙ∳ᇓ④ԙ᷌ԙ㉇ྷԙඣ࣯ԙ⎣⓳ԙ⎻ḋԙ⒔ᶛᙫԙ㉇ᑫྃԙय़⋷⎃. ㉈⎿ᬳ
ᙫԙ◳ԙ⸻ྷԙ࣯ԙ⎣⓳ԙ㉣ḋ. Ή⊣ᜧྷ࣯ԙ⒔ᶛᙫԙ㉷⊣⎃. ᷌ḏ⒔ᶛ, ૧य़ԙ㉣ḋԙ
Ⴗԙᚽ④ԙ⊷⊣⎃. ⒔ᶛᙫԙ㉣ḋԙ⑿ଟԙ∳ᇓԙェ㉇ॻ, ૧ᓶॻԙ⊇ଟᙫԙ㉇ྃԙ⛀④⊷
⊣⎃. <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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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아의 남편은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생계부양에 대한 책임감도
낮았다. 시부모는 권경아가 자신들이 하는 장사를 함께 해서 아들 대신 생계를 안
정적으로 책임지기를 바랐다. 아들은 “고생”스러운 장사를 하지 않고 “편하게” 있
기를 바라면서, 며느리인 자신에게 생계를 책임지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로 여겨졌
다. 권경아는 이것을 아들인 남편과 자신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부모
는 며느리의 당연한 역할로 여겼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되었다.
ェ④ԙႷԙ૧ᓶॻԙ⁗ԙ࣯⚯ԙ࿓ԙᤄᶣඣԙຂྃԙ૫㑷, ⑿ଟԙ㒇④ԙ∷ԙᇋྷ,
ඣ࣯ԙଟԙᤃᒇ⎃. ૧᚛ԙΉ∳ᥳ⚯ԙईԙব⎟Ⴓԙඣ࣯ԙ㌨Ήԙ⛀⊿ḋԙ᧿ԙ“⒔⊿
ᑫႳԙ࣯ḋԙ⑫ԙ㉇⚯” ④ᒇ⎃. <④⋰ᣧ>

이영미의 남편은 형님의 대출을 자신이 대신 갚아 주면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해
지자, 이영미가 일을 다시 해서 생계를 함께 책임져 주기를 바랐다. 시아버지도 이
영미에게 “공장에라도 가서 일을” 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요구했다.
노동계급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것은 가족의 생존전략으로 시작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생계활동을 해서 아들의 짐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시부모의
요구 때문이기도 했다.
핵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지만 가부장적 가족 체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
에, 기혼 여성은 시집 식구들과의 대가족적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이재경,

2003). 노동계급 여성들은 시부모가 자신의 딸⋅아들과 며느리인 자신을 차별하면
서 며느리에게만 요구하는 것들을 부당하게 여겼다. 이들은 자신을 ‘며느리’로만
여기는 시집 식구들에 대한 불만을 서술했다. 며느리여서 당연하게 집안 대소사를
맡아서 해야 하고,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시부모를 돌봐야 하는, ‘며느리 역할’
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이들의 불만의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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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은퇴기 여성의 생애이야기를 통해 노동생애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서의 은퇴 경험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은퇴를 과정적인 개념으
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개념 하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은퇴를
경험하고 의미화 하는 지가 중요한 연구의 과제가 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남
성과 대비되는 집단으로서 여성 집단에 대해 연구되어 왔는데, 이 장에서는 여성
의 노동생애 혹은 일-가족 생애 자체가 은퇴 과정과 은퇴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간주하고, 여성 집단의 ‘단일하지 않은’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1절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은퇴
이 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할 당시의 상황과 퇴직 후의
경로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에 이르는 과정과 사유를 각
계급집단에 따라 살펴본다. 또한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다
고 표명하는 집단과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하는 집단의 차이는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배경에 대해서 분석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참
여자의 경우에는 재취업 과정과 참여 형태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1.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상황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와 정년이 없거나 혹은 정년이
정해져 있는 직장에서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참여
자들 중 일부는 정년퇴직으로, 다른 일부는 중도퇴직으로 일을 그만 두었는데, 아
래에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퇴직을 맞이한 집단의 특징과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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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년퇴직
정년퇴직을 한 여성들은 공무원,107) 교사,108) 군인,109) 은행원으로 근무했거나,
공단이나 대형마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이다.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
중 공무원인 최영순과 정미화는 60세, 교사인 한선희와 백지영은 62세의 정년연령
을 적용받았고, 군인인 홍정희는 계급정년으로 53세에 퇴직하였다. 은행원과 무기
계약직으로 정년퇴직한 연구참여자의 경우는 2016년에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연장 규정
이 적용된 시기에 퇴직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퇴직 연령이 나뉘었다. 고령자고용법
이 시행되기 이전에 퇴직한 심현주와 장애숙, 이영미는 각 사업장의 내부 기준에
따라 55세에 정년퇴직하였고, 법률 시행 이후 퇴직한 유혜영은 60세에 정년으로
퇴직하였다.110)

(1) 중간계급: 전형적인 정년퇴직
중간계급 직종에서 정년퇴직한 여성들은 30년에서 40년을 이직 없이 한 직장에
서 지속적으로 일해 왔다.111) 이들 중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부터 정년까지 일을 하
겠다고 결심한 경우는 한선희와 홍정희뿐이다. 한선희는 여성이 결혼하고도 지속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교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계속 해야 한
107) 1963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55세로,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61세로 정년이 규정되었다. 그 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2008년 6월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 구분 없이 60세가 정년이 되었다(최성재⋅
장인협, 2010: 211-212).
108) 대학 이외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정년은 62세이다(교육공무원법 제47조).
109) 군인은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에 의거해서 정년이 결정된다(군인사법 제8조). 홍
정희의 경우 계급정년으로 퇴직한 경우이나, 계급정년제도 정년퇴직 제도의 한 유형으
로 볼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정년퇴직에 포함하기로 한다.
1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
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따라서 연구참여자가 이러한 법률 규정을 적용
받은 시기에 퇴직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년퇴직연령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111) 한선희는 37년, 홍정희는 30년, 최영순은 36년, 정미화는 39년, 심현주는 36년, 백지영은
40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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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했다. 군인인 홍정희 또한 친정의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자신이 경
제적인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오랫동안
근무하기 위해서 승진 연한에 맞추어 심사 목표 년도를 적은 계획표를 만들어서
생활했다.112)
다른 중간계급 여성들은 초기에는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
지만, 결혼 초기와 아이들을 양육하던 힘든 시기에 직장을 그만 둘 위기를 넘기고
어쩌다 보니 정년에 다다랐다고 서술했다.
(ḏ᷌࿇Ⴓԙ⋷⻣⚰ԙ㉇ԙῥ࿓ྃԙࣰ᷌ԙ㉇ΐԙሻ࣯ԙ⑷ṗ⊣⎃?) ⑷⚯ᚻԙឪԙ㉷
●. ㉇ԙῥ⊷●. ব┋⓰ᕋႳԙ⊣ᔤԙዿԙ⎄ΊႳԙ⑷●. ᧣ἇႳԙ૧ᓶԙ㌨Ήԙᾨ⚳
㉏ԙἇԙ⑷⚯ԙ∹ԙଟࣿႳԙ⑷. ૧ᓛྷԙᔔԙ⎄ΊႳԙ⑷ԙ⒛ᠫԙ⎄ΊႳԙ⑷⊷
●. ᇓ⊣⌛ԙሻྃԙ60ᶣ⚯ԙ࿓྿ԙࣰ᷌ԙ∳ྷ⊷●. ⊣ཿԙ┄Ⴓԙଟᤇԙ⒐ᝣԙ૧ᚻԙᅛ
≫⚯ԙ૧ᒛྃၟԙ⋛ଟ⚯ԙ⍃⒅∳⎃. ଟ⓰ԙईଟႳԙ㉇. (㉇㉇) <⩋⋰Ἃ>

최영순이 입사할 당시 500명 동기 중 여성 공무원은 15명이었다. 여성 동기들
중 정년까지 남아있는 동료들은 거의 없었는데, 최영순은 어느 정도 살림의 기반
을 잡으면 그만 둬야겠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정년까지 이른 것에 대해 “기적”같은
일이라고 표현했다. 정미화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도 “3년이 30년이 넘었어”였다.
정미화가 결혼할 당시 학생이었던 남편이 3년만 더 직장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을 지속한 것이 정년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백지영은 자신이 정년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돌아보면 중간에 직장을 그만 두지 않은 것이 다행
한 일이었다고 서술했다. 백지영이 직장을 그만 두고 싶었을 때는 결혼 초기였는
데, 이 때는 가족들이 모두 반대했기 때문에 다닐 수밖에 없었다. 결혼 후 5년이
지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로 인해 결혼 직후 지역 이동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적
응할만한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112) 중령과 대령의 정년은 각각 53세와 55세, 장성급은 지위에 따라 58세(준장⋅여단장급)에
서 63세(대장⋅참모총장급)이다. 소령이나 대위에서 진급이 끝나면 정년은 각각 45세와
43세가 된다(출처: 매일경제신문. 2019. 02. 26.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
19/02/117844/). 군인은 계급에 따라 정년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홍정희는 승진연한과
자신의 목표 년도를 적은 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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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주셔서 양육 걱정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퇴직을 하는 주된 이유로 가족관련 문제를 제시하
지만, 심현주는 자녀로 인해 오히려 정년까지 직장에 머무르게 된 경우이다.
⓳ำႳ⊿ԙ┄ᚿԙᠣᠣԙ⪋૫㉇ଟ࣯ԙῚԙय़⋷⎃... ‘∳, ④१ԙ⊣ነ㉇⚯’ ૧ᒇḋԙ
┄ᚿԙⵟԙ⤗④࣯, ᶛΐԙ⓯㑛ԙईԙব⎟⊿ྃԙ┄ำ④ᑫྃԙॻԙ⑇ᣧႳԙ⊵, ⑫ԙำԙ૧ᚻ
ᅃ࿓ԙ㉣ḋԙⵟ⑫ԙඇྃԙॲႳԙ∳ྻၟ, ‘④ᓶॻԙῚၟԙᜫ⓯ԙ૧ᚻᅛႳԙᄇྃԙय़ԙ∳ྻ
࣯’ ④ᓟԙࣰ᷌ԙ⒏ିԙ㉷⊣⎃. ૧ᒇԙ࣯⚯ԙ④┋ԙ⊣ኪॻԙ㉏ԙ≬ࣳԙࣰ᷌ԙ㉇࿓࣯ԙ
⓯㑛ԙェ㉇ԙ⊇ଟᙫ, Ἇԙ㉋ԙ⒃ԙ㉇ᝣḋԙ⊇ଟᙫԙ㉷ྃၟԙ┋࣯ԙ૧ԙ⊇ଟᙫԙ⼜ԙ၇┻၃
ྷԙ“⑫ԙำԙᜫ⓯ԙ૧ᚻᅃ࿓ԙⵟ⑫ԙඏԙॲႳԙ∳ྻၟԙ૧ුԙ૧ᓣ᧿” ૧ᒛ၃ྷ, ⓯㑛ԙ
ェ⑇ԙ૧ԙ㉋ᚷሃ࣯ԙ┋ॻԙᔔ④ԙ╯ԙჿ၇ԙय़ԙई∳⎃. ૧ᓛྷԙ“ᠿ, ૧ᒇႳԙᶰ৯ԙ
⊵⚯” ૧ᓛ၃ᑫ⎃. “૫ၟԙ∳④ᇓ④ԙඇ☀⊿ԙ⊳ᚷ࣯ԙ┄ำ⻣⚰ԙ㉷࿓ԙ㉇ᝣԙ╟ԙ
࿓ᙣ⚯ԙ∹” ૧ᓟԙ⊇ଧԙ㉇၃ᑫ⎃. ⍋ᝣԙⵟԙ≏ྃԙ╯ԙ⯧⊷, ⒀ԙ≏ԙईԙ
ব⎟⊿ྃԙ⚳ᕋԙईԙय़⊿ԙ㉋ԙ⊇ଟᙫԙ㉇ԙ૧ᒛ⊷ԙሻྷԙ૧ॣԙ┋࣯ԙࣰ᷌ԙ∷ԙ
㉋ԙय़●, ⓯ᚻԙࣰ᷌ԙ㉋ԙय़●. ૫ၟԙ࣯ᚻ㑷ԙ૧ԙ⊇ଧԙᇒԙ᧣ྷԙ‘∳, ૧ᓣԙἇႳԙ
⑷এ࿓’ ᑫྃԙࣰ᷌④ԙ╯ԙᇓ⊷⊣⎃ԙ૧ሻ. ⊣⤗㈫ԙ⑫ԙำ⑧ၟԙᠿ. ⓯㑛࣯ԙ㐣࣯࣯ԙ╯ԙᚽ
य़ᇏ⎃. ૧ԙ㐣࣯ԙ⑷ྃԙय़ԙㅯᕋԙ࿓ԙ⇟, ૧ුԙ╯ԙ♿॰ॻԙ࿓ྷ⑿ԙᑫԙᚷԙႻԙ
य़●. <Ί㋳◫>

심현주는 40세에 둘째를 출산하면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녀 출산과 육아는 여성 노동자의 경
력단절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안정된 고용상태가 보장되고 상대적으로 높
은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직장에 근무하는 것은 아이를 위해 직장생활을 더 열
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조주은, 2009). 심현주는
자신이 은행에 입사하던 당시보다 훨씬 우수한 인재들이 은행에 입사하면서 기본
적인 능력 면에서 요즘의 젊은 직원들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직
장에서도 업무 효율화를 추구하면서 인원을 대폭 축소하여 업무 강도가 강해졌고,
속도를 요하는 일처리에서의 뒤처짐 등은 현실적으로 직장생활에서의 “한계”를 느
끼게 했다. 정년을 1년 남기고, 남편에게 직장을 그만두려는 결심을 전달했을 때,
남편은 중학생인 둘째 아이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라는 조언을 했다. 자신의 진로
탐색에 한창 관심이 많은 둘째 아이에게, 엄마가 정년퇴직으로 직장생활을 마감하
는 것이 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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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했고 아이도 그런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이
야기한 것을 전해 듣고, 심현주는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직장을 다니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심현주와 백지영은 경력이 쌓일수록 직장생활이 편해진 것도 정년까지 이를 수
있었던 원인으로 꼽는다.
⚰⒔⊿ḋႳԙ⚰④ඇԙ④ᓟԙॻԙṼԙ⌛ᑫ࣯ԙ㉇࿓᧣ྷԙ૧ුԙ⓳ᤇ⓰ᕋԙ⋛ॣ
④ԙ╺≇⊣⎃. ╺࿓ྃԙ⑇ᣧྃԙΉࣳԙ৯᚛ᙫԙ┋࣯ԙ㉏ԙἇԙ⑷, ┋࣯ԙ㉷၇ԙ⑫④ԙ≬ࣳԙ
⾨ἇ㉋ԙ⑫④⊣ḋԙΉࣳ④ඇԙ⊴ᠣᒸ⊿ԙ㉣ԙ╟⓷㉇ԙ৯᚛㉏ԙἇԙ⑷ྃԙ┄Ⴓ⑇ԙ⏳⭇࣯ԙ
ᄇྷԙ⌓㑷ᔓԙェ㉋ԙय़●. ૧ԙ⍧⊿ԙ◫ྷ⊣ԙΉ⓷⊿, ૧ᓛྷԙ30ԙሻྃԙᠿԙᛇ
ᕋԙឪ㉇⒅∳⎃. ૧ᓛᝣḋԙ┋࣯ԙ⌓㑷ᔓԙ⚰⒔⊿ḋ⑇ԙ૧ᓟԙॲᇓԙ╯ԙ၃ԙェ㉣⚳ԙ૧ᓟԙ
ᶰ㍘④⊷⊷⊣⎃. <Ί㋳◫>

심현주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업무에 자율성이 부여되어서 직장생활이 만족스러
워졌다고 설명했다. 백지영은 정년이 다가올수록 업무를 경감해주는 등 나이든 교
원에 대한 대우를 해 주었기 때문에 학교생활이 갈수록 편해졌다고 밝혔다.
연구참여자들이 직장생활을 시작할 당시에는 여성이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 일
반적이지 않았다. 최영순은 자신이 평생 직장생활을 한 것을 “기적”같은 일로, 백
지영은 “팔자”이고 “운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평범하지 않은 일로 해석했다. 그
럼에도 이들이 정년까지 일을 한 것은 중간계급에 속하는 일자리의 특징 덕분이
다. 즉, 고용이 안정적이고, 임금수준이 비교적 높고, 사회적 평판이 좋은 일자리였
기 때문에 가능했다.

(2) 노동계급: 무기계약직에서의 정년퇴직
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들 중 정년퇴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공공
기관과 대형마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종사했던 경우이다. 2007년 기간제법의 시행
으로 도입된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정년이 보장됨을 의미한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성격이라는
뜻에서 ‘중규직'이라고도 불리는데, 정규직 직원과는 다른 임금과 직급 체계를 별
도로 적용받는 등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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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약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용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 높
기는 하지만, 근무 연차에 따른 임금 상승이나 승진 등의 기회는 제한된 경우가 대
부분이다(박옥주⋅손승영, 2011; 윤애림, 2013; 조순경, 2008).113)
장애숙과 유혜영, 이영미는 주된 일자리에서 각각 16년, 18년, 8년을 일하고 정
년퇴직했다. 장애숙과 유혜영은 시간제 근무로 일을 시작해서 전일제 근무로 전환
하였기 때문에 전일제로 일한 기간은 각각 11년과 15년이다. 중간계급에서 정년퇴
직한 여성들이 30년에서 40년 정도를 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에 비해
노동계급 직종에서 정년퇴직한 여성들은 근속년수가 상대적으로 짧다. 노동계급에
서 정년퇴직한 여성들은 모두 경력단절 후 시간제 근무로 일을 시작했는데, 이들
또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시
간제로 여러 해 근무한 후 전일제 근무로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었고,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정년퇴직에 이르게 되었다.
노동계급 직종에서 정년퇴직한 여성들의 퇴직에 대한 서사는 매우 짧은 경향을
보인다. 이영미와의 인터뷰를 예로 제시하면, ○○마트에서 △△마트로 이직한 이
야기를 한 후, 퇴직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ܫܫᚷ⾧ԙ⻣⚰ԙ⊧┋ԙ㉇῏ԙय़⋷⎃?) 56ḧ. ⻣⚰㉇ԙඋԙ㎳⊿ԙዿԙ࿓ᙧԙၟḋԙ
⭿ṃԙ᧫ԙၟྃԙᚽय़ᇏ⎃. ∷ԙ㉇ԙῥ၃ᑫਜ਼⎃. ㉋ԙ⑿᚛ԙḋḋԙ⑷ྃԙय़ྃ. ⦜⊿ḋԙ

113)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에 가깝다는 것은 공공부문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의 연봉을
비교한 아래 표를 보면 잘 드러난다.

<표 5-1> 고용형태별 임금비교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평균연봉
(천원)

평균연봉
(천원)

정규직
대비 %

평균연봉
(천원)

정규직
대비 %

중앙행정기관

52,468

28,489

54.3

21,850

41.6

지방자치기관

49,572

36,300

73.2

19,136

38.6

공공기관

66,105

39,184

59.3

36,498

55.2

지방공기업

47,356

30,806

65.1

22,442

47.4

교육기관

51,396

28,306

55.1

24,742

48.1

평균

53,379

32,617

61.1

24,934

46.7

출처: 조돈문 외. 2017, p. 8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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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⑿ᇓ㉋⸻ԙਿ␐Ήⶓྃԙय़ԙ⑷⒅∳⎃, ૧य़ԙ⎟ྷԙ⚳⛋ԙ⒛ᣧ⑷၃ᑫਜ਼⎃, ૧ᓶ
ॻԙΉࣳԙ᧣ඣԙΐ⊴⋛ԙᤊ. <④⋰ᣧ>

이영미는 퇴직에 대해 물었을 때, “56세”라는 나이만 언급하고 퇴직 후 실업급
여를 받는 동안 받았던 교육에 대한 이야기와 퇴직 후 재취업한 이야기로 바로 화
제를 돌렸다.
중간계급에서 정년퇴직한 여성들은 자신이 정년까지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
유, 정년퇴직에 대한 주변 반응 등 정년 무렵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직장생
활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직장을 떠나는 것에 대
한 소회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여성이 은퇴에 이르기까지 직장을 다니
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한 직장에서 거의 평생
을 일했기 때문에 특히 자신의 노동생애 전반에 대해 돌아보고 드러내고자 했다.
반면 노동계급 여성들은 퇴직을 한 시기, 나이, 당시의 직종 등 객관적인 정보를
고작 몇 줄로 서술하는 것에 그쳤다.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정년퇴직은 일하는 것
을 완전히 그만두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노동생애에서 다녔던 여러
직장 중 어느 한 직장을 그만 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년퇴직 자체가 중간계급
여성들만큼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2) 중도퇴직
(1) 중간계급의 퇴직
중간계급 여성들은 퇴직 사유를 서술할 때 시간을 들여 상세히 설명하고,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박명옥의 경우 퇴직을 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
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퇴사를 하게 된 거죠” 라고 서술을 시작해서 “젤 큰 계기
는” 으로 시작하는 퇴사 원인을 설명했다. 그 후에도 “...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거
같애요” 라고 또 다른 사유를 설명하고, “또 내가 그만두게 된 게”, “그러면서 이유
가 많이 생기더라구요”, “젤 큰 그거는” 이라는 문장으로 각기 다른 여러 가지의
사유를 설명했고, 대부분의 사유를 주된 사유로 설명하면서 퇴직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중간계급 여성들의 퇴직 사유는 승진
탈락, 실적 압박, 관리자로서의 어려움 등 직장 관련 요인이 대부분으로 비가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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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주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ᶛ⊿ḋԙ≄ᤄ④ԙऋԙΊ㉷⊣⎃. ΐ⓰. ᚷ⯯⿴ԙ㉣≫ԙᄇ... ἇ⑤ԙᚽ④ԙණ
ᔓᝣԙ᚛ᾓⵛ࣯ԙກԙᶰㅷԙ〃∳≫ԙᄇ⎃. ᚛ᾓⵛ࣯ԙກԙᶰㅷԙ〃ᔓԙ㉇ᝣԙऋԙ
㒇ᇓय़ᇏ⎃. ऌᇓ⑇ԙ᩷ᚻԙඣ࣯ԙ⌗⓳㑷ԙࣿἇᙫԙ㉣≫ԙᄇय़ᇏ⎃... ␤㍇বԙ⑿
⦣࣯ԙḋᬳᾓԙ⚰╴④࿓ԙ᧣ྷԙᶛᑻᇓ④ԙ⎃ਜ਼㉇ྃԙॻԙ“ณԙḋᬳᾓԙ⚰╴⊿ḋԙ④ᓟԙ
ॲႳԙ ឪ㉣?” ④ᓟԙ ῌᕋ࿓࣯ԙ ඇ⌓ྃԙ ऌᇓ④ԙ ऋԙ ᚽ∳⎃. ૧᚛ԙ ୃ᧣य़ᇏ
⎃... ૧ᓟԙय़⊿ԙ㉋ԙᾓ⾧ᓷᾓ, ᾓ⾧ᓷᾓ࣯ԙᠣԙΊ㉷⊣⎃... ㉸ईԙব⎟⊿
ྃԙ⑫ԙำ⊿ԙ㉋ԙ∘ԙ◫ଟ⓰ᕋԙ⋷⻣⚰ԙ┋ႳᙫԙႳ⑴ԙ㉣ḋԙ◫ྃၟԙ≬ࣳԙඇ⑇ԙଟ
⭇⊿ԙឪԙᣧ⭇࿓᧣ྷԙᣧᗗ, ᣧᗗ, ᣧᗗ࿓࣯ԙ⒀ำԙ12⏃⊿ԙ36ऋ⏃ԙ◫এ
࿓ԙ㉣ḋԙ⓳⓰⑧ԙᩯᩳႳԙ⑷⊷⊷. ᶛΐԙ┋࣯ԙ⒔ᕋ࿓࣯ԙᾨ⚳ԙ㉇ԙඇḋԙ
ᩯ⚯⓿⒔ᕋԙᾨ⚳ԙ㉣≫ԙᄇྃၟԙᾨ⚳㉇ྃԙ৫┄④ԙἋⶳ⭇࣯ԙ∹≇⊷⊣⎃. ᾨ⚳ԙ
㉣≫ԙᄇྃၟԙ⑿ঘ⚌Ⴓԙሟ≫ԙᄇ, ඣ࣯ԙΐ⓰ԙ⌛ᔓ≫ԙᄇ, ⚯⓿⊿ԙ⊣ཿԙ┄Ⴓԙ᧣
ⷛ④ԙᄇྃԙΐ⓰ԙ᧣⋛☇≫⚯ᚻԙᾨ⚳ԙΉⰋ◫⒅∳⎃. ૧ᓟԙय़⊿ԙ㉋ԙॲႳԙ≬ࣳԙ
╯ԙᩯ╠㉷⊷. <ଯ㑛ব>

은행에서 근무했던 김희경은 실적에 대한 압박과 서비스직 수행의 어려움, 승진
실패를 퇴직 사유로 들었다. 은행원으로서 경쟁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해야 하는데, 추천한 상품이 타 상품보다
수익이 낮거나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고객들의 항의를 “온전히 감수”해야
했다.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은행은 고객중심경영을 우선시하
면서 은행원의 감정 노동 강도 또한 점점 더 높아졌다(김성진⋅홍창희, 2014). 은
행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은 더 많아졌
고, 직원간⋅지점간 경쟁을 통해 순위가 매겨지는 상황에서 특히 승진을 하기 위
해서는 자격증 취득과 타직원보다 우수한 실적을 내는 것이 필요했다. 김희경은
퇴직 이전 해에 승진에 실패했는데, 퇴직을 결정할 무렵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
을 정도로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밝혔다. 김희경이 퇴직을 하게 된 것은 회사
에서 명예퇴직 조건으로 제시한 조건이 기대치에 부합했고,114) 남편의 사업이 안

114) 김희경이 근무한 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거의 매년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 김희경
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당시의 신청 대상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전원과 10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 직원이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26개월치 급
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반면에,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닌 직원은 나이에 따라 2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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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㉋ᄿԙ∘ԙ⊣ԙ⭋ਜ਼ᇓ④ԙ⒔④ԙᄇ, ⑳⎿⊿Ⴓԙ᷌ଟྷԙඇႳԙ⑳⎿ԙᶰ④ԙ
ძ≫ԙᄇྃၟԙඣԙ⏳⭇࣯ԙ∳-ᠣ᚛ԙ᧿Ⴓԙ⑳⎿ԙԙἇԙ⑷ྃԙ⏳⭇ྃԙ∳ྻԙय़⋷⎃... ඇԙ
ईԙব⎟ྃԙ㍻⒔࿇④ԙ⑧┄㉏ԙ┄Ⴓᕋԙ⒇㉋ԙॻԙᚽ≇⊣. ῏ᠧႳԙ④ᚻ∘ԙඇ⌓, ඣԙ
④ᙳԙ⑧⸟Ⴓԙඇ⌓ԙ④ᒛ⊣Ⴓԙ૧ුԙ૧१ᕋԙൌ⑧ԙय़⋷⎃... ⋰⊴ԙ㉣≫ԙᄇྃၟԙ
૧ԙᩯᩳԙඣԙ⋰⋜④ԙ∳ྷ... ⭋ਜ਼ᇓ④ԙ࿓ԙ⚰⒔᷌㍋ԙ㉇ԙ⑷ᝣԙ㉋ԙ࿓᚛ԙॣ
ᝣԙ∳ྃၟԙ⎟᚛ྃԙ⭋ਜ਼ᇓ④ԙ⚰⒔᷌㍋⊿ԙ㉇ඇႳԙ⊵ྃၟ, ඇԙᛗԙሴ⊿ԙᶛᑻԙ⤭∳≫ԙᄇ
ྃၟԙগ⎟ԙܵܵԙ⑧ᛔԙ┄Ⴓᚻԙ⤭∳≫ԙᄇྃၟ, ૧ᓶॻԙ⤭∳ḋԙ⋰⊴④ԙᄇ. ૧ᓟԙ
⋰⊴ԙ⑿ᇓ④ԙ࿓㉇ԙ⑷⒅∳⎃, ≃≃᚛⊿... ‘∳, ④ԙ␏᚛⦋⒔ԙඣ࣯ԙԙἇԙ
⑷ྃԙॻԙ∳ྷਜ਼ඇ’ ᑫྃԙࣰ᷌ԙ㉋ԙ2ำԙ⓳ᩯ⸟ԙ㉇ଟԙΉ⒀㉋ԙय़≫. <ḋ␏ব>

대기업에서 퇴직한 서유경은 승진에서의 한계,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주요 사유
로 들었다. 서유경은 과장으로 입사해서 2년 만에 팀의 부장 두 명을 제치고 팀장
으로 발령받을 만큼 직장에서 승진이 빨랐고, 퇴직할 때까지 회사 내에서 유일한
여성 관리자였다. 서유경은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일간지에 인터뷰 기사도 여러
번 나왔고, 회장님이 인정할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영
업을 하고 수주를 따야 실적이 되는 건설회사 특성상 자신이 담당하는 디자인 업
무로는 임원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유경이 임원으로 승진할 수 없을 것이
라고 인식한 것에는 ‘여성’이라는 한계도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연결망의 주요한
매개 고리로는 학연, 지연을 들 수 있는데, 승진, 청탁 등의 긴요한 사건에 이러한
관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변화순, 1997). 남성들이 친구들을 통해서 인맥을 넓
히고, 영업에 도움을 받는 것에 비해 서유경의 나이 또래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
는 여성들조차 거의 없기 때문에 남성들에 비해 사회적 연결망에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계속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서유경에게 회사에서 더 이상 전망이 없다
는 자각, 지금 있는 자리가 “최고”이고, “여기가 끝인 거 같다”는 생각은 퇴직을 해
야 겠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서유경은 나이가 더 들어서도 할 수 있는 “내 일”을
가지길 원했기 때문에 명예퇴직 시행에 몇 달 앞서서 퇴직을 신청했다. 명예퇴직

에서 36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게 되었다. 김희경은 36개월치 급여를 받는 대상이
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은행을 계속 다니는 것보다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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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청해서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직장을 그만 둘 수 있음에도 자발적인 퇴
직을 신청한 것은 자발적인 퇴직과 명예퇴직은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유경에게 퇴직은 자신의 직업적 커리어를 고려해서 내린 적극적인 선
택이었다.
૧ᓟԙय़ԙ⑷⒅∳⎃, ⑇ᶛᇓ⑇ԙ⏳⓰⑧ԙᩯᩳᇓ④ԙᚽ④ԙ⿻࣯ԙჿ⊿Ⴓԙ᩷ਜ਼㉇ԙ
∳⚰Ⴓԙ૧ᓟԙॻԙ⑷य़ᇏ⎃. ૧᚛ԙ㍇⑿ᇓႳԙ⌊ඏԙ㍇⑿ᇓ④ԙ∳ྷ⒅∳⎃. ࣳ㌧ᶛᇓ
④ԙ☀ࣳ⊿ḋԙᠣԙᚽ④ԙ⭇④, ⚰─ԙ㉣ট㉣☇≫ԙᄇԙ④ᓟԙ⋜㉏ԙ㉣≫ԙ㉇ྃԙॲ④ԙ
Ὤ⚯࣯ԙ∹ଣԙ㉣⎃. ⋛ᓛԙ࣯⚯ԙࣷᇠᇓԙ╟␗㉇ԙᤊ∳◫ྃԙॲႳԙࣳ㌧ᶛय़ᇏ⎃...
ḏᇓԙ᧣ᝣԙඣԙ㎳࣯ԙ૧ᔓ⚯⒅∳⎃. 50ԙ☀ᤇԙ┄Ⴓԙᄇᝣԙ⒇ԙඇ࣯ྃԙḏᇓ
Ⴓԙ᧣⚰ԙካྃԙব⎟࣯ԙᠣԙᚽ④ԙ᷌ଟྃԙय़⋷⎃. ࣳ㌨ԙᩯ⒔⚯ԙय़ᕏჿ၇ԙᩳႳԙऀ
⑿ଟԙ᧣⚰ԙካԙ④ᶰ㉇ॻԙ⒀ԙᶛᠣΐԙ㉇ඇᙫԙ⋣⊣◫ᝣḋԙय़ଟḋԙᠣᾗԙ⋟ਜ਼⎿ԙ④
ᓟԙῌᕋ, ‘⓯य़ԙᠿ⚯’ ④ᓟԙࣰ᷌ԙ㉋ԙय़●. ‘ඇႳԙ◯ᬳ㉇⚯ԙ∹ᝣԙ50ԙ☀ᤇ⊿ԙ
ඣԙភᾤ④ԙ⓯ԙភᾤ④ԙ∳྿’ ૧ᓛᝣḋԙ┋࣯ԙ╟ԙ၃ԙඇ⑇ԙ࿓⑇ԙᶥԙ૧ᔓ᧣ॻԙჿ
... ট┄ᙫԙඏԙॻԙࣳ㌧ᶛ࣯ԙ⓯㉋⸻ԙ⒔ᠧ⑇ԙ⺐④ԙ⍃⊣⎃... ඇ㉋⸻ԙ⊣ኪॻԙ④
ᓟԙ৫ᙫԙ◳ԙἇԙ⑷ཿԙ④१ԙ⊣ᚷᠣΉ㉇ॻԙଧॻԙ㉇ḏԙ⓳㍃ଟᙫԙሠԙԙԙय़⋷
⎃. ┋࣯ԙ④ᓟ⓯ᓟԙࣷᇠԙ㉇ԙ⑷ྃၟԙ④ᓶॻԙሠԙ㉇ᝣḋԙ⑫ԙำ⊿ԙ2ԙ৫ᙫԙ㉇ྃ
ၟԙ④ᓶॻԙ㉣≫ԙᄇྃၟ, ࣯ྃԙᶰ⓰ᕋԙジ࣯ᙫԙᤀᕋԙୃ∳≫ԙᄇྃၟԙ⓯ྃԙ
④ԙ⭋ਜ਼ᙫԙ☀ࣳᕋԙ☛ྃၟԙ⒔࿇ԙ⋛ᓛԙᧀԙ૧ᓷ④ᇋᕋԙ㉇ྷԙ④ԙ⭋ਜ਼࣯ԙᣯ
ᔓḋԙ૧ᓶॻԙჿྃၟԙ㉏ԙ⋛⚯Ⴓԙ⊵④ԙ⌓㉣ᙫԙ㉣ḋԙඇᙫԙ⌳⓳㑷ԙ૧ᓶॻԙ㉇ᝣḋԙ
ᠣԙ㒇ᇓ࿓, ࣯ᙫԙジ࣯ᙫԙ㉇... ᶛᑻᇓ⑇ԙࣷᇠԙ૧ᓟԙॻԙ࣯⒔ԙ⊣ᔓ⎣ԙᩯᩳ④
⊷၇ԙय़ԙई≏⎃. ব⒰⓰⑧ԙᩯᩳᇓ, Ḡ৫ඣ≫ԙ㉇ྃԙॲᇓ. <④ḏ┄>

이선정은 자신이 “간호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누구나 이름을 아는 대형병원의
관리자인 것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간호업무에서 감
정노동이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커지고,115) 정년이 가까워질 무렵의 직장 선배들
이 한직으로 밀려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50대 중반 이후와 퇴직 후 삶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 마침 동생이 네트워크 사업으로 경제적 안정을 이
루게 되면서, 연봉과 지속적인 예상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보여주며 이선
정에게도 네트워크 사업을 할 것을 권유해 왔다. 이선정은 중학생 때 아버지의 사
115) 소비자로서의 환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환자와의
접촉이 가장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간호사에게 정서적 노동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이러
한 정서적 노동은 소진을 야기하기도 한다(박현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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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실패를 경험한 후 경제적인 부분이 생활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데 얼마나 중요
한가를 절실하게 체험하며 살아왔다. 또한 대형병원에 근무하면서 경제력이 부족
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공
은 오랫동안 이루고 싶던 꿈이었다. 이선정이 퇴직을 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된
계기는 자신이 인사고과를 준 간호사가 불만을 제기하면서이다. 관리자로서 같은
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런 행위가 갈등을 야기하
게 되면서 경쟁적인 근무환경에 회의가 들었고, 자신만 열심히 하면 성과를 발휘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업무관련 요인을 제외하고,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가장 많이 제시
했던 퇴직 원인은 건강 문제였다.
⎟᚛ྃԙ㉇ᗗԙ╴⑫ԙ⯣㇗⸟ᙫԙ⭇⒅∳⎃. ㍃ᝣԙ④➬⊿࿓ԙᄿ, ⑿ԙ④➬⊿࿓ԙ
ᄿ, ऌԙᚷ◫᧿≫ԙᄇଟԙሻᠧ⊿ԙ④ᓶॻԙ≬ࣳԙ⾯⊣┧ḋԙ④ᓶॻԙ㉣⎃. ⊣ୗ࣯ԙ
ᠣԙ∳ㇷԙय़⋷⎃. ⭇ᖻႳԙ╯ԙᚽ④ԙᤊ≇य़ᇏ⎃. ⋛ଟḋᩯ⸟ԙ④ᓶॻԙ⓯ᔓ࣯⚯ԙឪԙ⇟
ྃԙব⎟Ⴓԙ⑷⊷⊷⊣⎃. ㉇ᗗԙ╴⑫ԙ④ॲᚻԙ⭇࿓᧣ྷԙ૧ᒇԙ࣯⚯ԙ૧ᓟԙ⭇ᖻႳԙᤊ
ԙ④ᓛ࿓᧣ྷԙඣ࣯ԙ④ᓶॻԙṼԙ④ᓟԙῌᕋԙ૫ᠣ㉇࿓࣯ྃԙᧀ④ԙ⌛ԙय़ԙई၃ᑫਜ਼
⎃. <ଯ㑛ব>
ឧႳԙᚽ④ԙ∷ԙ╺∳┻ਜ਼⎃... ඣ࣯ԙᠣԙ⋣Ί㑷ԙᶣ∳⌯ḋԙ④┋ԙඣԙឧ④ԙ૧ԙ⑫ԙ
㉏ԙἇԙ⑷ྃԙᶰⷋ࣯ԙ∳ྷਜ਼ඇԙ㉇ྃԙय़ᙫԙᇋሃ⊣ԙᤊ∳ᇓ④ଟԙΉ⒀㉋ԙय़●. ૧ԙ⓳⊿ྃԙ
ඣ࣯ԙ᭐ḧॻԙ⑫ԙ㉣ԙ⍃၇ԙᶛᑻ⑧ၟԙ૧१ԙឪ㉋࿓ྃԙ१ԙᤊ∳ᇓ④ଟԙᠣԙ㒇ᇓ⊷၇ԙ
य़⋷⎃. ឧ④ԙᚽ④ԙ∷ԙ╺∳⚯ᝣḋԙඣ࣯ԙᶣ∳≫⚯ԙ࣯╠ᇓႳԙᶣ, ඣ࣯ԙ㉇ԙῥԙ
ॲႳԙ㉏ԙἇԙ⑷এ࿓ԙᑫྃԙॻԙ⓯㉋⸻ԙ☀⎃㉋ԙ৫┋࣯ԙჿ●. <ଯ┄⎿>

연구참여자들이 퇴직을 결정할 무렵에는 건강이 나빠진 정도가 심각했다. 김희
경은 은행원 특유의 근무 자세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왔지만 업무 환경이 변화하
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도 통증은 지속되었다. 김정원 또한 어깨 통증과 갱년
기 증세로 인해, 직장을 퇴직할 무렵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들
은 당시의 상황을 자신의 건강이 임계치에 달한 것으로 서술했다. 김희경은 계속
직장생활을 하다가는 결국 큰 병에 걸리게 될 것 같았다고 표현했고, 박명옥은 매
일 밤 다리가 부어서 입원 여부를 고민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김정원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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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유지해 온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할 정도가 되자 “내가 살아야
지 가족들도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초기 양육기를 거치면서 일과 가족을 병행하는 어려운 상황
에서도 직업을 유지했던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결혼퇴직이 존재할
정도로 기혼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았던 시기에 관례를 깨고
직장생활을 했던 집단이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기
회비용을 치룬 집단이기에 퇴직 결정은 쉽지 않았고, 퇴직 이유로 복합적이고 긴
서술을 하게 된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여러 가지 퇴직 사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
제로 이들이 퇴직을 생각하고부터 실제 퇴직까지는 1년에서 3, 4년 정도가 소요되
었다.
여성 은퇴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남성은 건강이나 직업상의 이유로 은퇴하지
만 여성의 은퇴는 가정 여건과 가족의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다(김지경,

2005; Price, 2002; Richardson, 1999; Yogev, 2012[2015]). 즉 여성 은퇴에서는 자녀
출산이나 양육, 손녀 돌봄이나 배우자 돌봄 등의 이유가 부각되었다.116) 본 논문의
대상인 중장년 여성의 은퇴에서는 가족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다. 특히 중간계급 여성의 경우 가족 내 문제가 가지는 영향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
는다. 이들이 퇴직을 결심하게 된 주된 이유는 승진에서의 한계, 실적 압박, 직무
수행의 어려움, 회사 내 인간관계 등 직장 내부의 특성이나 업무의 특성에서 기인
한다.

(2) 노동계급의 퇴직
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퇴직 사유로 제시한 것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에 불과하며,117) 퇴직을 고민한 시기부터 실제 퇴직에 이르는 기간도 길지 않
았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
116) 성별 은퇴 사유를 분석한 김지경(2005)의 연구에서도 본인의 건강에 대한 사유가 성별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비율의 은퇴 사유로 나타나지만, 이 외의 사유로는 남성의 경우 정
년퇴직 25.4%, 권고사직/명퇴 20.0% 순으로, 여성의 경우 가족원 돌보기 17.7%, 가계 여
유 또는 여가 13.9% 순으로 나타난다.
117) 이은옥은 공장장의 퇴사 압박과 치매 어머니의 돌봄, 전인숙은 손자녀 양육, 박민자는
조리사의 갑질, 김수미는 회사에서의 불미스런 문제, 권경아는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딸
의 장래를 위한 것을 퇴직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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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을 그만두는 데 많은 사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य़ଟḋྃԙ⋟☀⊿ԙ╯ԙඇःᝣԙ㉇ྃԙ૧य़●. 㒇ᇓ⚯ԙ∹ԙ૧ᒇḋԙ㒇ᇓ࿓ԙ㉇
ྷԙ∳, ૧ᓛᝣԙ⑧┋ԙ╯ԙ૧ᚻԙᄿᝣԙ╺এ࿓ԙ૧ᓟԙῌᕋ... ૧ྷԙඣ࣯ԙ૧ᚻᅃ࿓ԙ
㉇ॻൃԙᚻᇋྃԙय़●. ၃ԙ≬ࣳԙ㒇ᇏԙ⑫ԙ◯࿓ᇏ࣯ԙ૧ᓶॻԙᄇྃԙय़●... ④⤧ԙ⓯⤧ԙ
㉇ྃԙय़ԙईଟႳԙ㉇ྷԙ⑫⑇ԙऄႳ࣯ԙ၃ԙΊ㉣⚯●. ④ᓛᝣԙ૧ᚻԙᅇᔓඇԙ㉣ԙअ
... (⒔⒔) य़ଟḋԙ10ำԙงॻԙṼԙ⑷࿓ԙ᧣ྷԙ࣯ԙ⒇㉋࿓ԙ㉇ྃԙ૧१ԙឪԙ
᧿⎃... ◫⏳⊿ḋႳԙ⓯य़ྃԙ⒔⒔④ԙ⒀ԙ㉇ԙඣԙ᧣ණᔓྃԙय़࿓ԙ࿓ԙ૧ᓶॻԙ⊇
ଟᙫԙ㉇... ᠣԙࣷਜ਼ԙ㉇ྷԙಷ⊿ḋႳԙඇඇḋԙᩯᙣ၃ᑫਜ਼⎃. <④⌔>

이은옥은 공장장의 퇴사 압박과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퇴직 사유로 들었는
데, 공장장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서술을 훨씬 상세하고 길게 했다. 이은옥은 노동
강도가 높아서 직원의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인 순대 공장에서 “아, 일 잘 한다”
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공장장은 다른 직원들이나 협력업체 직원에
게서 일을 잘 한다고 “칭찬”받는 이은옥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 “주위에서도 저
거는 공장장이 작당을 하고 내 보낼려는 거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공장장은 이은
옥에게 유독 “힘든 일을” 주고, “힘들면 그만 두”라고 노골적으로 퇴사를 압박했
다. 공장장이 “꿈에서도” 나타나서 괴롭힐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고, 치매 친
정어머니 돌봄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은옥은 퇴직을 결정했다.
⎟᚛ԙ╟᚛ᶛ࣯ԙ⊣----ኪॻԙऀ⚷ԙ㉇ྃ⚯, ඣ࣯ԙ⚳⛋. ᶛᑻᇓ④ԙඣ࣯ԙ၃ԙ⚯Ⴔ
㉇࿓ԙ㉇၃ᑫ. ૧ᓟၟԙඣ࣯ԙ⋛ଟḋԙ∷ԙᶣ∳ඇᝣԙඣ࣯ԙ၃ԙ④ᶰԙᶣ∳ԙଧ④ԙ⊵ਜ਼
ඇ. ྃԙ㉇ᝣԙ㉣ᑫԙ㉷●... 3ऋ⏃④ԙἇᾤଟࣳ④य़ᇏ⎃. 3ऋ⏃ԙឪԙᥳԙ࿓ԙ
ඇ࣯⎃. ૫ၟԙඇྃԙᥳ●. ඇྃԙᥳ, ඣԙᾓᾓᕋ࣯ԙ⓯ะ⊿ԙ⌓ᝣԙᒇԙ∳, ඣ
࣯ԙ⋛ଟḋԙឪԙᥳᝣԙ࿓ᙧԙၟԙ࣯ḋԙឪԙᶣ∳, ④গඣ⚯ԙឪԙ㉋࿓ԙ④ᓟԙࣰ᷌④ԙᇓ
၃ᑫ... ┄ᚿᕋԙ∳⭗⊿ԙ⪋૫㉇ᝣԙ⚯⌔④≫, ⚯⌔. ⊣ኪॻԙ㉇ᗗᙫԙ᧣ණ⚯... ඣ
࣯ԙᧀ⎿ԙ᷌ଟԙ9ऋ⏃ԙᚻ⊿ԙᇓ⊣ःय़ᇏ. ૫ၟԙඣ࣯ԙᇓ⊣࣯ଟԙ⓳⊿ԙ3④ԙᤃ⊷
⊣. ૧ᓛྷԙ⌓◬㉷এ. <ᤄᣫ⑿>

병원 식당에서 조리보조로 근무했던 박민자는 “조리사의 갑질”을 퇴직 이유로
들었다. 박민자가 병원에 입사하기 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버티지 못 하고 나간
사람이 3명이나 될 정도로 조리사는 아랫사람에게 지독하게 대하는 것으로 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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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있었다. 박민자는 출근할 때마다 “내 간은, 속은 집에 빼놓고” 간다고 다짐하며,

“내가 여기서 못 버티면 다른 데 가서 못 살아 남는”다는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견
뎠다. 박민자는 “지옥”이라고 표현할 만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다 화병까지 얻게
되면서 병원을 그만 두었다.
૧ᓶॻԙᶣ࿓࣯ԙ⓯ଟԙ⚰⒔ԙ૧ᚻԙᅃԙय़ྃԙ60ḧ⚯ԙ࿓྿ԙἇԙ⑷⊣⎃. ૫ԙ⊳⦜ԙ
ェ㉇⒅∳⎃. ૫ၟԙ∳ྃԙᶛᑻ④ԙ⒔ԙ㉣⎃... ࣯ԙ࣯ॻᙫԙ㉣ԙ☛ᝣԙ㉇ྃԙय़⋷
⎃. ዿԙሻᚷ⭗ԙ⾨㊷࣯, ⾨㊷උԙᠫॣ④ԙ⑷⊣⎃. ૧ԙ⾨㊷ԙඋԙᠫॣԙ⒐ᝣԙ૧ԙ╴ᙇ
ྃԙय़⑇ԙ80ㇳᕋԙ④ᶰ④ԙ࿓ԙ૧ԙ⾨㊷⊿ԙ१ᔓ⎃. ⌳⓳ԙᤄ④⒅∳⎃. ሣԙ⛀④ԙ࿓ԙឪԙ
〃∳. ૧य़ྃ. ૫ၟԙ૧ԙ╴ᙇྃԙ80ㇳᕋ࣯ԙ࿓ԙ⾨㊷⊿ԙ१ᔓ. ᠣԙ⤝ԙय़⋷⎃.
૧ᒇḋԙ૧ԙ࣯ॻᙫԙ㉣ᑫ, ⑿ଟ࣯ԙ૧१ԙ◳ԙ⸻ྷ. ૫ၟԙᚿԙᇓ⊣᧣ᝣԙ⚳⛋ԙᤄ⑧
य़ԙ⒅∳⎃. ૫ၟԙ㍻ᶛྃԙᠣԙ⒛ᣧ⑷. य़⑇ԙ㉋ԙ⑫ԙำԙඇ㉋⸻ԙ૧ᓶॻԙ⊇ଧԙ㉷⊣
⎃, ૧य़ԙ⤝࿓. <ব∳>

권경아가 퇴직 전까지 다녔던 직장은 공단에 소속된 곳이었는데 정년이 보장되
었고, 노동 강도도 낮은 편이어서 기혼 여성들이 다니기에 좋은 곳으로 여겨졌다.
권경아는 지금도 이전 직장의 지인에게서 일요일에 일을 해 줄 수 있냐는 전화 연
락이 오면 다른 일을 제치고 나갈 정도로 이전 직장생활에 만족했었다. 권경아가
직장을 그만 둔 것은 동대문시장에서 자영업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특허를 얻은 섬유 제품을 독점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지
인의 제안에, 권경아는 가게를 열기만 하면 “대박”이 나서 자신도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임을 확신했다. 권경아가 자영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에는 딸의 장래를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마음도 컸다. 대학을 중퇴하고 백화점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딸은 그 상태로는 “남한테 내 보일 게” 없지만, 가게 주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
게 되면 결혼할 때도 더 좋은 조건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권경아는 마침
아는 사람이 가게를 “너-무 싸게” 준 덕분에 동대문에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ԙⵟԙሧ④ԙᅇ⛧ᙫԙජ≇ྃၟԙⵟԙ≏ԙሻྃԙᶛᑻԙ⁗ԙअԙ㉷⊷⊣⎃. ⊳ᚷ, ࣯ॻ
ᙫԙ૧ᚻԙᄿᑫྃԙṻ᚛ᙫԙ⦚⛧ԙජᝣḋԙ૧ᒛ⊣. ⊳ᚷԙ④┋ԙ૧ᚻ㉇ԙ≏ଟᙫԙ᧿ԙᑫԙ
૧ᒛྃၟԙඣ࣯ԙ≏ଟԙ㉇ඇԙ᧿ԙ࣯⚯ྃ, ඇྃԙ૧ᒇႳԙ࣯ॻ⊿ḋԙἇ⑴Ⴓԙ⤝ԙ㉋ၟԙ
㉇ඇԙ᧿࣯⚯ྃԙ∷ԙᄏय़ԙई≏ḋԙ∳◻ᚷԙ⁗ᑫԙ㉣ԙअԙ∳◻ᚷᙫԙ⊣⎃. ᅇ⛧ԙජԙ
ዿԙ૧ᚻԙᄿᑫԙ૧ᒇḋԙඣ࣯ԙ૧ᓛᝣԙ⊣④⛀ԙᇓ⊣࣯ᝣԙඣ࣯ԙ૧ᚻᅇॻԙ㉷ྃၟԙ૧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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Ⴓԙඣ࣯ԙ᭗᚛ԙ૧ॻԙ∷ԙḋ၃ᑫ... “⊳ᚷԙ࣯ॻԙ㉏ԙሻᚻԙឪԙ◳⚯ྃԙសᑫႳԙ⊳ᚷ࣯ԙ
⚯ԙႷԙភ∳ḋԙᠿԙ㉇ԙ⇧ԙय़ᚻԙ⑷ᝣԙᄇ⚯ԙ∹” ㉇ྃၟԙඇႳԙ⑧┋ԙ૧ሻԙᚷԙ
㌃⊣⎃... ඣ࣯ԙඇ☀⊿ԙඇ④ԙᇓ⊣ḋԙ⇧ភ⊵ԙሻԙ⊳ᚷԙ╯ԙႻ᧿☇ᑫԙ㉇ྃԙय़᧣࿓ԙ
ඣ࣯ԙ⚯ᇓ④ԙ㈳⎃㉏ԙሻԙ᧿☇≫ԙᄋ࿓ྃԙ१ԙ㍄῏ԙḧ⎻࣯⚯ԙᄿԙᚿԙ∷㉇ԙ“≫. ඣ
࣯ԙ4⏃ԙᚿ⚯ྃԙሠԙ૧ᚻԙᅇॻ. ⚯ᇏԙ∷ԙ⚯ᇏ” ... ≏ԙ᧫ᑫԙሠԙṿԙ⊣⎃.
૧ᒇḋԙ૧ුԙᛇᜨԙ૧ᚻᅃԙय़⋷⎃. ⎿ᶰ᧤ਜ਼㉣ԙ◫, ࣯ॻ⊿... ㉇ᗗႳԙ∷ԙὛԙ
ᤃᕋԙ≏ଟԙᨓ⊣⎃. <⓳⑧Ἀ>

전인숙은 맛집으로 소문나서 장사가 꽤 잘 되던 식당을 운영하다 손자녀를 돌보
기 위해 결국 가게를 정리했다. 딸이 첫 아이를 낳은 후 전인숙에게 손자를 돌봐
줄 것을 부탁했지만 식당을 그만 하는 것이 아쉬워서 육아도우미를 쓰게 했다. 딸
은 둘째 아이를 낳은 후에는 경기도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양육을 맡겼다. 딸이 아
이를 보러 갔다 올 때면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모습과 엄마의 생활비가 될 정도
의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설득에, 전인숙도 일을 그만 두기로 마음을 굳혔다. 전인
숙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자신이 늙은 후에 자녀들의 돌봄을 받
기만 하기 보다는 “애들이 엄마를 필요로 할 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손자녀를 돌보기로 결심했다.
본 논문의 노동계급 여성의 퇴직 사유는 중간계급 여성들보다 단순했고, 상대적
으로 가족 관련 요인을 퇴직 사유로 더 많이 설명했다.118) 하지만 은퇴기의 노동계
급 여성에게도 가족 관련 요인은 퇴직의 주된 사유는 아니었고, 직장 관련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가 된 것은 상급자의 부당한 대우 등 직속상관과의

‘관계’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3) 퇴직 서사: “-였으면 퇴직을 못 했죠”
일부 여성들은 “...였으면 퇴직을 못 했죠” 라는 서술로 자신이 퇴직을 할 수 있
었던 조건에 대해서 설명했다. 주로 중간계급 직종에서 중도퇴직한 여성들이 이러
한 서사를 구사했는데, 은퇴 요인뿐만 아니라 은퇴로 유입할 수 있었던 조건도 중
요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118) 프라이스(2002)의 연구에서도 가족역할과 의무감은 비전문직 여성들이 은퇴를 결정하는
데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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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옥과 김희경이 퇴직하게 된 배경은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
기 때문이다.
ṿ㉣ྃԙᚽ④ԙ᧣, ⭇⎣ԙय़●. ਜ਼ԙ⭇ᓛԙ⌓ྃԙ㍻⎿ᇓ㉋⸻ԙงଣԙॣၟ, ૧ᒇႳԙᚽ
④ԙṿ㉣ԙᨓ⊣Ⴓԙ‘∳, ⒇ԙ㉷࿓’ ῥ⊣⎃. ∳⚰⚯ԙ૧य़ԙ⒐ԙ⑷⊷ᝣԙඇ, ૧ᚻᅇԙ᷌
ࣰႳԙឪ㉷ԙय़⋷⎃, Ⴗ④ԙᚽ④ԙᇓ⊣࣯ྷ. <④⌔>
૧ᓶॻԙ∷┄ઓႳ⊿ԙ─⊣ᇓ⊣ḋԙ┋࣯ԙ⻣⚰㉏ԙሻԙ╯ԙᚷԙェ∷㉇ॻԙ⻣⚰㉋ԙय़ԙई∳
⎃. ⎟᚛ԙ῏ᒀ④ԙ᩷∷㉷⊷ᝣԙ┋࣯ԙ⻣⚰ԙឪԙ㉷●. ⪘ᩳ㑷ԙඇ㉋⸻Ⴓԙ⎘Ⴗԙ◳ԙ
ἇԙ⑷ྃԙ૧ᓟԙઓႳ⊿ԙ⑷⊷ྷԙ⻣⚰ԙ㉏ԙἇԙ⑷⊷⊷●. <ଯ㑛ব>

이은옥의 아들은 당구장을 운영했는데, 인근에 대형 당구장이 새로 개장하면서
한 달에 2, 3백만 원씩 적자가 발생했다. 이은옥은 자신이 번 돈과 딸이 모아둔 돈
까지 아들의 당구장 운영에 사용해야만 했다. 아들이 당구장을 그만두면서 이은옥
은 매달 발생하던 적자를 메워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직장을 “그만 둘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김희경도 자신의 퇴직 과정을 설명하면서 “신랑이 불
안했었으면 제가 퇴직을 못 했죠” 라고 서술했다. 김희경의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
고 사업에 종사했는데 김희경이 퇴직을 결심할 무렵에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명옥과 이선정의 퇴직이 가능했던 것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멈추어도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⒔ԙ૧ᚻᄿԙඣ࣯ԙई④ԙ㉏ԙᶰ㍘④ԙ∳ྷ⊷⊣⎃. ૧ԙΉᚻԙ㉣Ⴓԙ⎟᚛ԙ∳ᇓ④ԙ
⚰⒔ԙឪԙ⒐ԙᶰⷋྷ. ⎟᚛ԙ∳ᇓ④ԙ⚰⒔ᚻԙ⒐≇ᝣԙඣ࣯ԙ૧ᚻԙᅇԙἇႳԙ⑷⊷⊣
⎃. ⑿ฯᇓ④ԙ⚰⒔ԙ⒐ԙ⑿᚛ᙫԙ⒐≇ԙሻԙඣ࣯ԙᆓᕋԙᠫᓛඇ⚯, ⑿ῌԙ⚰⒔Ⴓԙ
ឪԙ⒐ԙ⑷ྃၟԙई④ԙ࿓ԙ૧⭣ᝣԙ∷ԙᄋ࿓ྃԙࣰ᷌⊿. <ᤄ⌔>
ᧀ⎿⊿ḋԙᇠᕌႳԙ࿓ԙඇ⌯⎃. ૧ᒇḋԙᶛᑻᇓ④ԙ“, ᣧ⧓࿓” ૧ᒛ⊷⊣⎃. ૧य़ԙ
ሻᠧ⊿ԙᥳᝣḋႳԙ⑷⊷ྃၟԙ૧ԙΉ⊿ԙᠣᾗԙ⌓ଟ࣯ԙ᷌ফྃ⚯ԙ⚯ԙটΊ㉣ḋԙඇ⌓
⚯ԙ∹ᝣԙ∷ԙᄇএ࿓ԙࣰ᷌④ԙᇓ⊷⊷. ⑿≏ᇓ④ྷԙᙫԙ࣯⒅∳⎃. ᙫԙ
ࣳԙᶛ④⊿ԙඣ࣯ԙ╟ԙ⑿᚛ᙫԙ⒐ᝣԙᄇ⚯, ⋛⑿≏ᇓ④⊷ᝣԙᇠᕌԙඇ⌓ྃԙ૧ԙ
ⱓ㉗⊿ԙ૧ුԙ⑷⊷ԙय़ԙई≏⎃. <④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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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의 남편은 정년퇴직을 하면서 동반 퇴직을 권유했으나 박명옥은 아들이
직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퇴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여겼다. 아들
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 자녀들이 모두 자리를 잡게 되자, 박명옥도 직장을 그만
두고 노후 생활을 누릴 여유가 생겼다.
이선정은 연년생인 두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119) 병원에서 퇴직했다. 주
변의 지인들은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던 해에 직장을 그만둔 이선정을 이해하지 못
했다. 직원 복지 제도 중 하나인 자녀의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힘들어도

“버티”는 직장인들이 많은 데, 이선정은 두 자녀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퇴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선정도 자녀들이 딸이었다면 그 당시에 퇴직을 선택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선정이 퇴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들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새로 시작한 사업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 였다.
퇴직을 가능하게 한 요인을 전제조건으로 설명한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자신
의 경제적인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던 사례들이다. 이은옥은 아들 사업의 적
자를 메우기 위해서, 김희경은 남편 사업이 기반을 잡지 못했던 시기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자신의 수입이 필수적이었다. 다른 일부 사례들이 퇴직을 할 수 있었
던 조건은 자녀들의 경제적 뒷바라지를 그만 두어도 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2.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경로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경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났지만, 크
게는 더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
하고자 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 집단의 특징과 각각의 경로를 선택한 후
의 생활의 특징에 대해서 아래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1) 경제활동 의사 없음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경제적인 활동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서술한
여성들은 모두 퇴직 전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했었다.

119) 이선정의 큰 아들은 재수를 해서 작은 아들과 같은 해에 대학에 입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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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 버는 일은 안하고 싶어요”
최영순과 김희경, 한선희는 공무원, 은행원, 교사로 각각 36년, 31년, 37년의 직
장생활을 해 오다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으로 직장생활을 마감했다.
(⻣⚰ԙ⏳㉣ḋԙ◯ᬳ㉇῏ԙॻԙ⑷ḧ⎃?) ⻣⚰ԙ④㎳⑇ԙᶥԙ૧ුԙ┋࣯ԙ࿓⚿㉋ԙय़
ྃԙႷ④ྃԙ㉇⚯ԙ∹এ࿓, ૧ԙ࿓⊿ԙ⓯⪄Ⴓԙ㉇⚯ԙ∹এ࿓. (㉇㉇) Ⴗԙ⑷ྃԙၟᕋԙ૧
ුԙ⇟এ࿓. ૧ᓶ࿓ԙ㉣ḋԙᭉඣय़ඇԙ④ᓛ⚯Ⴓԙ∹ԙय़, ૧ුԙᠿᑫԙ૧ᓣ? ᣧྷ
ᜯԙᑫ④ㇳԙᶥԙᶣᔓԙ㉣⎃. <⩋⋰Ἃ>

최영순과 김희경은 앞으로 돈 버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명확하게 표현했
다. 최영순은 연금만으로도 자신의 생활은 가능하고, 자녀들에게 더 이상 경제적으
로 지원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버는 일을 할 생각이 없다. 김희경은
퇴직시 3년치 임금을 명예퇴직금으로 받았고, 남편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지 않으며, 퇴직 후 다시 일을 해야 할 필
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ᑫྃԙၟ࣯ԙᚽ∳⎃. ඣ࣯ԙ૧ᒛ⊣, ඇྃԙ⒛ྔଟᩯᙫԙ㉇⚯. ඣ࣯ԙ⊣ናԙ㉈ਿᙫԙ࣯
ḋ, ඣ࣯ԙ⑿ঘ⚌④ԙ⑷⊣ḋԙࣷԙἇྃԙ⑷ྃၟ, ⓹ԙᶛᑻᇓԙ⚰⒔ԙ᭾ྃԙট৫࣯ԙᄋ࿓.
૧ᒇḋԙඇྃԙ૧ᓶॻྃԙ∷ԙ㉋࿓. ⒛ྔଟᩯᙫԙ㉋࿓. <㉋ḏ㑛>

한선희는 자신이 취득한 우쿨렐레, 팬플룻, 하모니카 강사 자격증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재능기부” 삼아 무료 강의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퇴
임한 한선희는 현직에 있는 지인들에게서 학교의 방과 후 강의를 맡아달라는 요청
을 받지만, 자신이 강의를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 직장을 뺏는 결과가” 되기 때문
에 유료 강의는 맡지 않고 있다. 오카리나 기초과정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자격
증 과정을 하게 되자, 한선희는 협회에 소속된 강사를 소개시켜 주고 다음 과정을
이수하게 했다. 자신이 돈을 받지 않고 계속 강의를 하는 것은 돈을 벌어야 하는
다른 강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선희는 청년실업자
들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은 그나마 혜택 받은 세대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
며, 자신이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기 보다는 젊은 층에게 양보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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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겼다.
ᣧᔗ④ԙ⊵ྃԙ१ԙἇႳԙ⑷ྃԙय़ԙई≏⎃. ᚻ≬ԙ40⣓ԙࣷᇠ㉇ԙ૧ᒛᝣԙṼԙ
⒅∳⎃, ᣧᔗ④. ‘∳, ┄ำ⻣⚰④ԙ④ᓟԙॻԙ╺ਜ਼ඇ’ ૧ᓟԙࣰ᷌Ⴓԙ㉣ԙᨓ⊣⎃, ┄ᚿ.
┄ᚿԙ∳ᠣ, ૧ᓟԙॻԙ⊵ྃԙय़⋷⎃. ⓯㑛ԙईԙব⎟ྃԙ⻣⚰㉇ԙඇḋԙ1ำԙ┄Ⴓ, ⑿ᠧԙ
④ᓟԙय़. ૧ᓟԙ┋ႳႳԙ࣯ྔ㉷⊷ྃၟ, ૧ුԙ1ำԙ⋟⒔㉇ྃԙय़⒅∳⎃. ૧ԙ࿓⊿ྃ?
૧ුԙᣧᔗԙ⊵࿓ԙ૧ᒛ⊣⎃. ⌓㑷ᔓԙඣ࣯ԙ᭗᚛ԙ④ԙ➬⊿ԙ⚳⑴㉣ḋԙඇᙫԙ◯ᬳ㉇ྃԙॻԙ
၃ԙṻ☀㉇⚯ԙ∹ඇԙ④ᓟԙࣰ᷌④ԙ╯ԙᇓ⊷⊷⊣⎃. <Ί㋳◫>

심현주는 근무했던 은행에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정년을 맞이한 직원이다.
퇴직 이후 자문 역할로 1년을 더 근무할 수 있었지만 단지 직장생활을 1년 더 연
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선택하지 않았다. 정년에 이르러서 하는 퇴직
은 “이너프, 할 만큼 다 했다”는 생각이 들게 했고, 직장생활에 대한 어떤 “미련”도
남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백지영은 초등학교 평교사로 정년퇴직했다. 백지영의 주변에 평교사로 정년을
맞이한 동료는 아무도 없을 정도로 평교사의 정년퇴직은 보편적이지 않았다. 백지
영은 명예퇴직을 선택한 동료들이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퇴직 후에도 강사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정년퇴직까지 있었던 것을 잘한 판단이라 여겼다. 백
지영도 정년 1년 전 쯤부터는 교직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퇴직할 시점
에는 “뒤도 안 돌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할 만큼 했”다는 생각에 다시 일
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ᚷԙ⓳⊿ԙੜᣫ⋟৯᚛࿗⊿ḋԙ⋟ᑬ④ԙ⍃၃ᑫਜ਼⎃. LH⊿ḋԙಷກ④ԙᶛ⊴④ᑫԙ
㉣࣯⚯ԙ⓯ṻᇌ⬤ԙ∳④ᇓԙ⏳㉣ḋԙ⻣⚰㉋ԙਿᶛᇓ④ԙ࣯ḋԙ1ԙ1ᕋԙᩯᙫԙ࣯ᙣ⦿
◫ྃԙय़⋷⎃, ἇ㉈㉇ԙ⋰⊣. 㑛ᛌ㉇ྃԙᶛᑻԙ῏⦜㉇ᑫ. ᠣԙඣԙ⫗ᣧ᷌㍋㉇ԙ④
ᓟԙय़ԙ᧣࿓ԙ૧ᓟԙ⑫ԙ㉋ԙ࣯⚯㉇ྃԙॻԙ╺এ࿓ԙῥ⊣ḋԙ῏⦜ԙ㉷⊣⎃. ⑳∳⿻⾧⑇ԙ
⓯ṻᇌ⬤ԙ∳④ᇓԙ⏳㉣ḋ, 㑛ᛌԙᤊ≇এ●... ⚯ԙ⧷ᇠ㉈ਿԙ3㉈ำԙ⋛㉈᷌ԙἇ㉈ᚻԙ
࣯ᙣ⭇ԙ⑷⊣⎃. ⒏ିԙ࣯ḋԙ࣯ᙣ⭇ྃԙय़ྷԙᩯႳԙ∷ԙᄇ, ᧸ᶛ㍋ԙ⤗⎿Ⴓԙ╯ԙ
ᄇ. ⟿ൃ⑇ԙ᧣ἇႳԙ⑷. ૧ԙ┄Ⴓྃԙ㉣Ⴓԙᄇএ࿓ԙῥ⊣ḋԙ㑛ᛌ㉷၃ྷԙᚷ⭗ԙ⦗④ԙ
ძḋ. 6⏃ԙ14⑫ᩯ⸟ԙΉ⒀㉷⊣⎃. 㒇ᇓ⚯Ⴓ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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૧ሻྃԙΉࣳ④ԙሠԙ┄㉣┧ԙ⑷ྃԙ⑫④⒅∳⎃. ⚯ԙㇳ᚛㉋ၟԙᠿԙ၃ԙᚽ∳┻⊣⎃ԙ
⑫④. ႷႳԙ∷ԙᄇྃԙ⑫④⚯ᚻԙ⊣⛻ᇏԙ૧ᒇႳԙ╯ԙඇᙳԙ᧣ᑻԙ╯ԙཿ൳ԙἇԙ⑷ྃԙ૧ᓟԙ
ॲᇓႳԙ⑷ԙ⓯Ⴓԙᚻ╠ᾓᓛ⎣ԙॲႳԙ⑷ԙዿԙᠿԙई④ԙ④ᓶॻԙಷಯԙἇԙ⑷ྃԙय़, ≍
ᕋԙ╯ԙ④ᓟԙᤘ㊔ᕋԙ④ᓶॻԙ㉣᧣⑿ԙ④ᓟ. ૧ᒇḋԙ⚯ԙ⑫࿗ԙ᧸ᶛ●ԙ⊣ኪॻԙ᧣
ᝣ. Ήࣳԙᬳԙ④ᓶॻ. ⓯㑛ྃԙ㍋ᬳᙫԙᤊྃԙᶛ㍻㊻㍋⑧ၟ... ૧ᓟԙ᧣ἇᕋԙ
㉏ԙἇԙ⊵ྃԙ⑫④●. <Ί㋳◫>

돈을 버는 경제활동을 할 의도는 없었지만 한선희, 심현주, 백지영은 현재 파트
타임으로 일 하고 있다. 중간계급 여성들이 하는 활동은 객관적으로는 시간제 노
동이지만 이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고 봉사이다. 한선희는 음악강사
로 부정기적으로 돈을 벌지만 자신이 하는 활동은 “재능기부”라고 명명하고, 심현
주와 백지영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하는 활
동을 “봉사”라고 규정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퇴직 후 경제활동을 다시 해야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자신들의 활동은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이나
직장생활 경험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
에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의미화하지 않는다.
심현주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상담을 주로 하는 파트 타임 상담컨설
턴트로 일하고 있다. 심현주는 자신이 하는 일은 “돈도 안 되는 일”이고, 일에 들
이는 시간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보수를 받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봉사
라고 판단한다. 백지영은 지인들로부터 학교의 기간제교사로 와 달라는 요청을 지
속적으로 받고 있지만 예전 학교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판단에서 거절하고
있다. 현재 백지영은 퇴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 후 학습지
도 사업에 신청해서, 초등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백지영에게 현재 하는
일은 “부담도 안 되고, 봉사활동 차원도 좀 되고, 쬐끔의 보수도” 생기는 일이다.
⚯⑇ԙ᷌㍋④ԙ╺ԙॣԙᠿᝣԙḏⷌԙ㉷⒅∳⎃. ┋࣯. ④य़ԙᾓⷀ㉇ԙ૧ුԙᠿԙ
⋛㉸ԙࣳ࿓य़ඇԙ࿓ᙧԙय़ԙሻᠧ⊿ԙὛ⊣≫ԙ㉋࿓य़ඇԙ૧ॻԙ⑿␏ᕋ⎣ԙय़●. ૫ၟԙ⚰⒔
᷌㍋ԙ┋ԙḏⷌ④ԙ∳ྻԙॻԙ㏗∛ԙᚽ⒅∳⎃. ૧ᓛྷԙ㏗∛ԙ၃ԙᄇॻԙェ㉣⎃. ૧ᒇḋԙ
ᦳᕋԙ④ᓶॻԙ⑫㉇ԙ⑷࿓ԙࣰ᷌④ԙ∷ԙᇋྃԙय़●. <Ί㋳◫>

백지영과 심현주가 시간제 노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을 봉사

- 171 -

은퇴기 여성의 일-가족 생애이야기와 ‘은퇴’의 의미

활동으로 여기는 것은 퇴직 전에 하던 일과 비교하면 노동 시간이나 자율성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36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 직장에서 전일
제 노동을 해 왔기 때문에, 현재 일주일에 2번 시간제로 하고 있는 일은 현직에 있
을 때와 비교하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한다. 백지영은 퇴직 후 자신
의 일상에서 중요한 활동인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오후시간을
활용해서 일을 하고 있고, 심현주는 필요할 때에는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와 일정
을 조절해서 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자발적으로 선
택한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는 강제성이 없는 일이라는 점
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봉사라고 규정짓게 한다.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다고 표명한 여성들은 모두 중간계급 직종에서 일했던
사례들로,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함께 나누려는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의지를 보이
고 있었다. 본 논문의 중간계급 여성들은 퇴직 후의 활동이 퇴직 전의 업무와 관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지영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경력을 활용하여 저소득
층 초등학생의 방과 후 학습을 지도하고 있고, 한선희 또한 음악 전공으로 교직생
활을 했던 경력으로 악기 강습을 하고 있다. 심현주는 오랜 직장생활 경험을 바탕
으로, 중장년층 내담자들이 가진 다양한 커리어의 강점이 사회와 잘 연계되도록
돕는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프라이스(2003)와 듀버리 외(2014)의 연구에서도
전문직 은퇴 여성들은 은퇴 전에 하던 일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바쁘지만 자유로운 하루
퇴직 후 생활은 크게 일, 자원봉사, 여가활동이 대표적이다(백경숙⋅권용신,

2007). 본 논문에서 퇴직 후 일보다 여가활동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중간계급 여성
들로 퇴직 후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활동과 신앙생활 위주의 활
동을 주로 하고 있었다. 정순둘⋅박현주⋅오은정(2013)의 연구에서도 비교적 경제
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거나 다양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기회로 은퇴를 생각하는
여성들은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영순과 한선희는 직장에 다녔
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퇴직 후 삶을 즐기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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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ԙሻ, ᠿԙ㐣࣯ᒇ≫ԙ㉋ԙ⑫◫⑫ԙ┄Ⴓ⊿࿓࣯ԙ⻣⚰ԙᠣᔤ⊿ԙ⒔ଟ૫Ṽ㐣࣯ᑫԙ૧ᒇ
ḋԙ⑫∘ԙ◫ྃԙॻԙ⑷⊷⊣⎃... ⓯ྃԙ⛀⊿ԙ⑷ԙሻԙᚽ⚯ԙ∹∳⎃. ⚯ԙ⍧ੜ⊿ԙ࣯ԙ
⑷ԙሻ㉇, ੜඣ⊿ԙ⑷ԙሻྃԙ࣯⎣ၟ, ⚯උԙ◫⊿Ⴓԙবᶟԙ1ᤄԙ2⑫ԙः࿓ԙ⍃⚯.
ⱃ⋀ᾓԙ৯⓳Ή㍻ԙ㉇ྃၟԙः࿓ԙ⍃⚯, ⊣┋ྃԙऄᙸ. ④ᓶॻԙ⛖ԙ⋛㉸ԙṼԙ㉣
⎃... ╯ԙ၃ԙඇ④ԙᜨᝣԙ⊣ᔤ⒅∳⎃, ᬳ㉸ଟԙ⌓ᒇԙԙ④ᓟԙय़. ㉋ԙᶣ④ᑫႳԙ⓹
ԙሻԙ㉇এ࿓ԙ④ᓟԙࣰ᷌④⊿⎃. 65ḧ⚯ྃԙ╯ԙᜯ᚛ԙ࿓ྷԙ૧ԙ࿓ᩯ⸟ྃԙ࣯⎣
ၟ, ∳ԙईԙၟԙ㉣ḋԙ࣯ḋԙ㉋ԙԙᶣଟᙫԙ㉣ԙ᧣၇⚯ԙ㉏ᔓ⎃. <⩋⋰Ἃ>
ඇྃԙ⻣⚰㉇ԙ࣯ᚻ㑷ԙ⑷ྃԙΉࣳ④ԙᦳᕋԙ⊵⊷ଟԙሻᠧ⊿ԙ⻣⚰㉇ଟԙ⓳ᩯ⸟ԙ④ᓟԙ
∴ԙ㍋ԙᚽ④ԙ㉷⒅∳. ᠧ㍃ḫ⸟ᙫԙᚽ④ԙ࿓ྻԙय़≫... ⚯ԙ㉇ԙ⑷ྃԙॲ④ԙଟ,
⎟ⳗᓿᓷ, ㉇ភྷ⭣, ⌓⭣᚛ඇ, 〛ㇻᗪԙ④ᓶॻԙ5࣯⚯. ૧᚛ԙᇋᓫ. ∴⓰⑧ԙॲ
ᚻԙ㉇ྃԙय़≫... ඇྃԙඣ࣯ԙἇ࣯ԙძḋԙਜ਼ᙫԙ⚯Ⴓ㉣≫ԙᄇ, ④य़ᕋԙඣԙ᷌ἇ
࿗ᕋԙ⒐ԙ㉇ྃԙ૧ᓟԙॲ④ԙ⊵⊣⎃. ૧ුԙ♿ଟᝣԙᄇྃԙय़≫. <㉋ḏ㑛>

최영순은 퇴직 후에 하고 싶었던 일 중 하나로 선거일에 사전투표를 해 놓고 여
행을 다녀온 사례를 이야기했다.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때는 선거일은 더 바쁘게
일해야 했었기 때문에 퇴직 후 일부러 그 날 특별한 일정을 만들었던 것이다. 직장
에 다닐 때는 단기간밖에 시간을 낼 수 없었던 최영순이 퇴직 후 가장 먼저 한 일
은 오랜 기간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으로 제주도에 가서 느긋하게 한 달을 보냈
다. 국내여행에서 자신감을 얻은 최영순은 해외에 나가서 여러 달 체류하는 여행
을 하게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여행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최영
순이 꼽는 퇴직의 좋은 점 또한 비수기에 싼 가격으로 오랜 기간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의 삶의 계획도 여행과 관련되어 있고, 향후 몇 년의 여행 계
획은 이미 다 세워져 있는 상태이다.
한선희의 퇴직 후 주요 일상은 악기 연주 수업 수강, 각종 동호회 모임 참석, 악
기 강습 재능기부로, 한선희는 직장생활을 할 때보다 생활이 더 바빠졌다고 했다.
한선희는 퇴직을 한 지금 악기를 배우는 것과 젊은 시절에 악기를 배우는 것은 다
른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젊다면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나, “고
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겠지만, 퇴직하고 배우는 악기는 “생계수단”과 연결 짓
지 않아도 되고, 그냥 “즐기면” 되는 것이다. 한선희는 고정적인 연금 수입으로 생
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취미생활에 몰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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Ⴗԙᥳྃԙ⑫ԙ∷㉇ԙῥ⊣⎃ԙ(⎲) ⚰⒔ԙ࿓ྷᝣḋԙឪԙ㉣ԙᨓ၇ԙ᧸ᶛ㍋Ⴓԙ╯ԙ㉇
. ᧸ᶛ㍋ԙऋԙᚽ④ԙ㉇ԙῥ⊷य़ᇏ⎃. ⚰⒔ԙ࿓ྷᝣḋԙ◫ᚿ⊿ԙ⑫⎃⑫ඏԙਿ㍻⊿
ḋԙ㉇ྃԙ᧸ᶛԙ⍧⊿ྃԙᦳᕋԙ㉣᧧ԙ⓰④ԙ⊵⊣⎃. ∳④ᇓԙ⏳㉣ḋᑫႳԙ⊳ᚷ࣯ԙᶛ㍻ᙫԙ
⏳㉣ḋԙ᧸ᶛᙫԙ╯ԙ㉇Ήྃԙਜ਼ඇᑫྃԙय़ᙫԙ∳④ᇓ㉋⸻ԙ╯ԙ᧣⋛◫ԙῥଟႳԙ㉇, ඣ
࣯ԙ᧸ᶛ㍋ԙ㉇ྃԙၟ⊿ԙ⎟᚛ԙሧԙၟᔓ࣯ḋԙई④ԙ᧸ᶛᙫԙ㉏ԙἇႳԙ⑷, ૧ᓟԙၟᙫԙ
∻∳᧣ԙ⑷⊣⎃... ⚯ԙඇᙫԙ⏳㉋ԙय़ྃԙ⎣, ૧ԙ࿓⊿ԙਿ㍻᷌㍋. ῏≈᷌㍋.
ਿ㍻⊿ḋԙジ⑫⊿, ジ⑫⊿ԙඣ࣯ԙ⤧⋛㉏ԙἇԙ⊵⊷၇ԙᤃ④ᬃ⭫᚛⚯ᑫᇏ࣯ԙ④ᓟԙ१ԙඝ⊿ԙ
࣯ḋԙἇऄႳԙ㉇, ᧸ᶛႳԙ㉇ԙ૧ᓟԙय़⊿ԙ⛀☀㉇ԙ⑷●. ῏≈᷌㍋⊿ԙ╯ԙ၃ԙᚽ④ԙ
⛀☀㉇ॻԙᄇ၃ᑫਜ਼⎃. ਿ㍻⊿ḋԙ㉇ྃԙ᧸ᶛ㍋ԙईԙय़⊿ԙᚽ④ԙ⤧⋛ᙫԙ㉇●, ⚯
. ૧ॻԙᠣԙ╺∳⎃. ᶛ㍻⤧⋛㉇ྃԙॻ. ਿ㍻⊿ḋԙ⊣ሃԙ᧸ᶛ㍋ԙ㉋࿓ԙ㉇ᝣԙय़
ଟԙ࣯ḋԙ⤧⋛㉣ḋԙई④ԙ㍋ԙ㉇ԙ૧ᓟԙय़⊿࿓࣯ԙ⛀☀㉏ᔓԙ㉇ԙ⑷⊣⎃ԙ⚯
. <ଯ㑛ব>

김희경이 중점을 두는 활동은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과 시간
이 없어서 맘껏 할 수 없었던 종교 활동이다. 김희경은 오전과 오후, 하루에 두 차
례 운동을 다니고, 평일에는 신앙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김희경이 특히 제대로
해 보고 싶은 일은 봉사활동이다. 김희경은 봉사활동을 “사회참여”의 일환으로 여
기고, 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김희경은 종교 기관을 통해 가끔씩 봉
사활동을 다니지만, “사회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를 공부할 예정이다.
퇴직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직장생활을 할
때만큼이나 바쁘거나 그때보다 더 바쁜 것으로 서술했다. 이들의 일상은 “주중에

5일”은 집 밖으로 나오고, 직장에 다닐 때보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적어서 자
녀들로부터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엄마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이다.
⓯ྃԙ⛀⊿ԙ⑷ԙሻԙᚽ⚯ԙ∹∳⎃... ඇྃԙ∳⭗④ᝣԙඇ࣯, ඇԙ⛀⊿ԙ⒇ԙ∷ԙ⑷य़ᇏ
⎃. Ⴓḋ৯⊿ԙ࣯ᇏ⚯, ④ᓶॻԙ≬Ṽԙ⑷⊣ḋԙඇ⌓य़ඇԙ㉇⚯ԙ⛀⊿ḋԙ⑷ྃԙ⓰ԙ1ำԙ
365⑫ԙ☀⊿ԙ㉋ԙ30⑫? य़⑇ԙඇ⌯⎃. <⩋⋰Ἃ>
ඇྃԙ⛀⊿ḋԙྃԙ१ԙ⎿⭇ԙ∹∳⎃. ⚯Ⴓԙ⛀⊿ԙ⑷ྃԙ१ԙ⎿⭇ԙ∹∳... ④ԙḧᶰ⊿
ḋԙ┋⑫ԙᤃᵋԙॻԙ⎟᚛ԙ⊳ᚷᒇ. <㉋ḏ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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ᛓ⑫ԙඇ⌓●, ඇ⌓ଟྃ. ᠿԙᓛႳԙඇ⌓ԙ⑫㉇ᓛႳԙඇ⌓. ◫☀⊿ྃ. ◫☀⊿ԙ
5⑫ԙय़⑇ԙඇ⌯⎃. ࿓ᚻԙ∳⭗⊿ԙᦳᕋԙ⑫⣼ԙ∷ԙඇ⌯Ⴓԙᄇྃԙॻԙᠣԙ╺ԙ⪋૫㉏ԙ
ሻ⦇ᓫ... ⚰⒔᷌㍋㉏ԙሻԙ⓳ԙྕॻԙ∷ԙ࿓ใ⊷य़ᇏ⎃. ⌓㑷ᔓԙ⋛ଟḋྃԙྕॻԙΉ⒀㉇
ྷԙྕॻԙൌඇྃԙব⎟Ⴓԙᚽ. <Ί㋳◫>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의 여유로움과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퇴
직 생활의 좋은 점으로 든다. 시몬스와 베칠드(2001)의 연구에서도 은퇴 여성들은
직장을 다닐 때는 행사할 수 없었던 가치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과 자유로움
에 만족을 느낀다고 분석한다.
⚯ԙᚿԙඇ࣯ᑫԙ④ᓶॻԙ⊇ଟ㉇ྃԙᶛᑻႳԙ⑷य़ᇏ⎃, ⎃⚇. ඇྃԙԙῥ࿓
. ⑫ԙ⤭∳ḋԙ࿓Ήԙඇ࣯ԙῥ⚯ྃԙ∹∳⎃. ૧᚛ԙ㋳⒛ྃԙ∳⚰⚯ྃԙ૧ᓟԙ⑴⒔④
⊿⎃. (⚯ԙ᷌㍋⊿ԙᚻ╠㉇ḧ⎃?) ณ, ⚯ԙ⤝∳⎃. ╺∳⎃. ㉇ԙῥ⊷၇ԙ⎣
ԙΐ⯦ԙ㉇, ⎟᚛ԙ∳④ԙ㉈ਿ⊿ḋԙ㉇ྃԙ㉈ᩯភԙ㍋ԙ╟ԙ၃ԙᚽ④ԙ㉇ॻԙჿ⊣⎃.
૧ॲႳԙ╺. ࣯ḋԙ㉈ਿ⊿Ⴓԙᚽ④ԙ⤧⋛㉣◫, ૧ᓟԙॻԙᠣԙ╺∳⎃, ⚯. ⚰⒔᷌
㍋㉇ᝣḋԙඝ⊿ԙ⎣㉇ྃԙᶛᑻ, ऋԙᩯᓛ⏏⊷य़ᇏ⎃. ඝ⊿ԙ④ᓟԙၟԙ⌯अԙ⤗ԙᚷΉ
ྃԙॲႳԙᩯᓛ⏏⊷. ⓿Ίԙᜨᓛԙ⚰⒔ᖻᇓ㉇ԙඇ࣯⒅∳⎃. ᶫᶫ⌓⌓ԙ◫ᩯᇓ൫
᚛ԙភ⋛∸∳ḋԙᤔԙᜨԙ૧ᓟԙय़ԙऋԙᩯᓛ⏏⊷⊣⎃. ૧ᓟԙॲႳԙ㉏ԙἇԙ⑷ॻԙᄇ⊣ḋԙ
ᠣԙ╺, ∳⚰⚯ྃԙ૧ᓟԙ᷌㍋ԙ♿ଟԙῥ⊣⎃. <ଯ㑛ব>
㉈ਿԙ࿓྿ԙሻྃԙᛓ⋛ԙ⑷⒅∳. ᛓ⋛ԙ⑷⊣ḋԙ࿓ᙧԙय़ԙឪԙ㉇⒅∳. ⻣ԙ㎳⊿ྃԙඣ࣯ԙ
㉇ԙῥԙ१ԙ㉇⒅∳. ㉈ਿԙ࿓྿ԙሻྃԙඣ࣯ԙ㉇ԙῥԙय़⚯ᚻԙឪ㉇ྃԙব⎟࣯ԙᚽ∳.
૫ၟԙ㉇ଟԙῚԙय़ྃԙ㉈ਿԙ࿓྿ԙሻྃԙ㉇ଟԙῚԙय़Ⴓԙ㉣≫ԙძ. ૫ၟԙ⚯ԙ㉣᧣࿓
࣯ԙ‘∳, ④य़ԙᦳᕋ≫’ ૧ᓛᝣԙ৫ࣿ㑷ԙ⛀⊣⭇⎧ԙἇ࣯ԙ⑷⊣. ∳ᠣԙᩯԙ⊵⊣. <㉋ḏ
㑛>
ऄ┋Ḡ④ԙ⊵ྃԙय़⚯. ඣ࣯ԙᠧ㍃ḫ⸟⊿ԙΉࣳԙᛍ⪟ԙ࣯⚯ᚻԙ∷ԙࣷԙἇႳԙ⑷ྃԙय़.
૫ၟԙ⚰⒔ԙ૧ॻԙ∷ԙᄇ⒅∳⎃. ሠԙ┄㉣⚳ԙΉࣳ⊿ԙ࣯≫ԙᄇ, Ήࣳ⊿ԙ⊬ᛓ⋛ԙᶛྃ
ၟ. ∷ԙ㉇ԙῥᝣԙ∷ԙ㉣Ⴓԙᄇԙ૧ॻԙ╺၃ᑫਜ਼⎃... Ήࣳ④ԙ⋛␏ᕜ, ⊣ናԙ⑫⊿ԙ
Ή᚛ྃԙ⑫④ԙ⊵⊣⚯, ඣ࣯ԙ╯ԙ㉇ԙῥԙय़, ⫗ᣧ᷌㍋Ⴓԙ㉏ԙἇԙ⑷. ≏Ⴓԙ࿓ԙ
⯓ḋԙ⛀∷⑫Ⴓԙ㉣⚯... ඇྃԙᆓᕋԙࣷἇᕌԙ⓿⓿ԙ၃ԙ᷌㍋④ԙ⋛␏࣯ԙ᷌ଟ, ≏
Ⴓԙඇᙳᕋԙ⒇ԙᄇԙ㉇ྷ. ⚯ԙ┓ԙඇྃԙ㉸᧤㉋ԙय़ԙ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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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희는 직장생활을 할 때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퇴직 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원
할 때 그만 둬도 되는 점을 좋은 점으로 들었다. 백지영 또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서 생활하던 것에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퇴직 후의 일상은 강제성이 없어서 좋다고 설명했다.
퇴직 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본 논문의 중간계급 여성퇴직자들은 다양한
여가활동이나 사회적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있었다. 이들
은 일-가족을 조절하면서 바쁘게 생활하느라 퇴직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낼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퇴직 후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활동보
다는 자신이 원하는 활동 위주의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

2) 경제활동 참여
(1) 일의 의미
① 퇴직 여성의 일의 의미
퇴직 후에도 일을 하는 것은 일부 여성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또 다른 여성들에게는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Sargent et al., 2012).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은 노후 생활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퇴직 후 일에 대한 의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노동계급 직종에서 퇴직한 여성들은 일의 경제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여성
들은 노후 생활에 충분한 정도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퇴직 후 일을 하는 것은 퇴직 후의 삶, 길
어진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에서이다.
(⑫ԙ㉇ྃԙॻԙ⑧᷌⊿ḋԙਸ⒔㑷ԙ☀⎃㉇࿓ԙࣰ᷌㉇Ήྃԙय़●?) ૧ᓶ●. ⑿⑇ԙᤇ,
⑇ԙᤇᕋԙ⋛␏ԙ⑷ᝣԙዿԙ⊣ናԙᚷ④ԙ᷌ଧ⚯ԙភᙣ⚯ᚻԙ∳⚰⚯ԙ⋛␏ᕜ࿓ԙ᷌
ࣰԙ∷ԙ㉇य़ᇏ⎃. ૧ᓛྷԙ⑫㉣≫ԙᄋ࿓ྃԙࣰ᷌④ԙᇓ●. <ଯἇᣧ>
(ܵܵ⊿ḋԙ⻣⚰㉇ΉႳԙṼԙ⑫ԙ㉣≫এ࿓ԙࣰ᷌㉇ṗ⒅∳⎃?) ⑀. ⍋ᝣԙ
Ⴗ④ԙ㈳⎃㉇⚯. Ⴗ④ԙᚽ④ԙ㈳⎃㉇य़ᇏ... Ⴗԙ╟∘④ᑫႳԙ⊫ᚷᑫႳ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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ዿԙඣԙඇᙳᕋԙᇓ⊣࣯ྃԙॲႳԙ⑷⒅∳. ૧ᒇḋԙ⊣ཿԙ┄Ⴓԙἇ⑴④ԙ⑷⊣≫ԙᄇྷԙ⑫
. <⒔≏Ἀ>
∳⚰ԙ⊳ᚷ, ∳ᥳ⚯ԙ᷌㍋ᬳᙫԙ≏ᇓ⊿ॻԙᑫԙ㉇ଟྃԙ૧ᓛԙῥ⚯ྃԙ∹. ૧
ᓟԙᩯԙ◫⚯ԙ∹ᔓᝣԙ૧ᒇႳԙ⊣ཿԙ┄Ⴓྃԙ⓯Ⴓԙ⑫ԙ㉷ᝣԙ╺এ࿓ԙ૧ᓟԙࣰ᷌
④. <␏㌋⋰>

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대부분의 여성은 쉬고 싶다는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도 계속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자신들의 활동이 가계에 경제적
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일 하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중고령 여성의 일자
리에 대한 연구에서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의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들도 있지만(조
옥라, 2006), 경제적인 이유로 일자리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들은 퇴직 후 일을 하
는 것에 불만보다는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만족을 표현했다. 노동계급 여성들
은 남편을 돕고 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가족의 필요성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가족
의 필요성이 줄어든 단계에서도 자신들의 노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들은 퇴직 후 노후 생활을 누릴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지만, 이것은 또한 자식들에게 자신의 생활비를 부
담시키지 않는 당당하고 독립적인 노년을 위한 것이다. 퍼킨스(1994)와 칼라산티

(1993)의 연구에서도 노동계급의 여성들은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그
만 둘 수 없기 때문에 은퇴는 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노동계급의 여성이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것은 퇴직 전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종사한
것이 퇴직 후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Perkins, 1994). 이로 인해
대부분의 노동계급 여성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퇴직을 맞이하게 되고, 임금을 보
존하기 위해 퇴직 후에 재취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ඇႳԙ╟ԙὛԙῥ၃ᑫ, Ṽԙᤀᤃ࿔ԙ᷌㍋ԙ㉇ᝣḋԙᚿ㉇⑿ᝣԙ⤗⎿⓰⑧ԙ᷌
㍋ԙ㉣᧣ԙῥ၃ᑫਜ਼⎃... ඇႳԙ⋟ԙᤊԙ⑷ྷԙ⎃य़ԙ࣯⚯ԙ૧ුԙᶣ∳࣯≫⚯ԙ
④ԙࣰ᷌ԙ㉷⊣⎃. ૧ᓛ࿓࣯ԙェԙ⇯⇯④Ⴓԙ૧ᓶॻԙ◳⊣ᇋྃԙय़ԙ∳ྷԙᩯ∳ԙ⭇ᣯԙሻ
Ⴓԙᚽԙ④ᓛྷԙ⚰⒔᷌㍋ԙ૧ුԙ㉇ྃԙॻԙකএ၃ᑫਜ਼⎃. <④⋰ᣧ>

이영미는 대형마트 캐셔로 퇴직했지만, 건축 관련 일에 오랜 기간 종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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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병행해서 상당한 자산을 축적했다. 이영
미가 종사했던 대형마트 캐셔 업무는 한 자리에서 장시간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손님들 중 “진상들”도 많아서 “안 살고 싶을 때도”
있을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은 일이었다. 이영미는 노후를 넉넉히 보낼
정도의 자산을 모아둔 덕분에 정년퇴직을 한 후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퇴직
후 남편과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집안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
장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중간계급 퇴직 여성들의 대부분은 일의 경제적인 의미보다는 체계적인 시간 활
용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인 소속감을 부여하는 기능에 더 중점을 두고 설명했다.
⻣⚰㉇ଟԙ⓳⊿ྃԙ૧ᒛ●. ඣ࣯ԙඇ࣯ᝣԙ⚰⒔᷌㍋ԙൌ④ᑫԙࣰ᷌㉷●. ඇ⌯᧣ྷ
ԙ૧ॻԙ∳ྷᑫྃԙॲ. ᠣԙᠣᖻ㉇ԙᠣ⑇ᣧ㉇࿓ԙࣰ᷌㉋ԙय़●. ⑫ԙ㉇၇ԙᶛᑻ④ԙ
ძඇḋԙ૧ԙΉࣳԙᄇᝣԙ④ԙ⚯, ሠԙ⑫⊣ඇॻԙᄇ. ᾤ৯④ԙᠣḜ၃ᑫ. 5Ήԙᤇ
⊿ԙ⑫⊣ඇḋԙ㉇ᗗԙ╴⑫ԙΉࣳԙ᧣ට࿓ԙࣰ᷌㉣᧿⎃. ㉋⤧ԙᠿԙ㉷ྃၟԙ10Ήԙᤇԙᤅ
⊿ԙ∷ԙᄇ. ૧ᓟԙᠣᖻ㉗④ԙⵛ၃ᑫਜ਼⎃. ④ᓛ࿓ԙ⛀⊿ԙ⑷࿓ԙ⎟⎧⚌ԙ१᚛এ࿓... ⛀
⊿ԙ⑷ྷԙᠣԙᠣᖻ㉣⎃. ଟႳႳԙ㉇, Ḡব⤴Ⴓԙ᧣ԙ㉇⚯ԙឪԙ㉷၇ԙ╴ਿԙ㍋
ԙ⋣Ί㑷ԙ㉣≫ԙএ࿓ԙࣰ᷌㉷ྃၟԙ૧ॻԙඣ࣯ԙࣰ᷌㉋ԙ૧ॻԙ∳ྷ၃ᑫਜ਼⎃. ᾤ৯④ԙᄋԙ
ᶛᑻԙ2Ήࣳ, 3Ήࣳԙ᧣⚯ᚻԙ⎟᚛ྃԙ30ᩳᚻԙ᧣ᝣԙឧ④ԙᚸԙႳྃԙय़⋷⎃. Ḡব⤴
Ⴓԙ┄㉣ຂԙ2⒔④ᝣԙᄿԙ⒔ԙ④ᓶॻԙ㉇, ଟႳႳԙ2-30ᩳᚻԙ㉇ᝣԙൌඇԙ૧ᓛྷ
ԙ㉇ᗗԙ╴⑫ԙᠣԙᠣᖻ㉋ԙय़⋷⎃. ⭋ਜ਼ᇓ㉇ԙἇ࿓ԙྃԙॲႳԙ⒏ିԙ⏳ᕋྃԙᄇ⚯ᚻԙ
ᚽԙΉࣳԙ૧ॣ, ∳ྻԙय़ԙईय़ᇏ⎃. <ᤄ⌔>
⑫ԙ㉣≫এ࿓ԙࣰ᷌㉋ԙय़ྃԙ3ำԙྷԙᠣᖻ㉣⚯ྃԙय़⋷⎃. ⛀∷⊿ḋႳԙェ
Ⴓԙ㍻ᶛ㉇ᝣḋԙྕॻԙ⌛ԙሻ࣯ԙᚽ, ⵟԙ∳ᇓႳԙ㍻ᶛԙ࿓ྷᝣḋԙྕॻԙ⌓ԙ⪋⒔ԙ࿓྿ԙ
ሻႳԙᚽԙ⒀ԙ∳ᇓԙ⫗⊴ԙ◯ᬳ㉋࿓ԙᤃᵇ. ई④ԙ∳◳ԙ૧ᓟԙሧ④ԙ⑷ᝣԙሧ
㉇ԙ࿓྿ԙ⸿ၟԙ૧ᓣԙἇႳԙ⊵. <㌼┄㑛>

박명옥과 홍정희는 퇴직할 시점에는 직장생활을 그만 하고, 건강에 신경 쓰면서
여유 있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퇴직 후 시간이 흐르면서 하루하루가 무
료하고 무의미해졌다. 박명옥은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긴 버릇으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성경 공부하기, 기도하기, 운동하기 같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지만 하루가 너무 길고,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느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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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홍정희 또한 퇴직 후 건강을 회복하느라 열심히 운동하고, 여러 친목모임에도
나가는 등 바쁘게 일상을 조직했지만 퇴직 후 3년이 지나면서 자신의 생활이 무료
하다고 여겨졌다. 자녀들도 성인으로 성장해서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니었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직장일이나 취업준비로 집에 머무는 시간
이 짧아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박명옥과 홍정희는 모두 퇴직 당
시에는 직장생활을 다시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퇴직 후 시간 관리의 어
려움을 깨달으면서 일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일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준
비가 잘 되어 있는 여성들이었다.
ඇྃԙᠿᑫႳԙ૧ුԙ㉣≫ԙᄇএ࿓. ૧ᒇ≫⚯ԙ⛀⊿ԙ⑷ԙ㉇ᝣԙᡇԙ㉏ԙॻԙ⊵ᝣԙ┄
ᚿԙ⑧④ԙᄇྃԙय़ԙई, ㍋㉇ᝣḋԙ⋛ᓛԙᶛᑻ㉇ԙई④ԙ④⊣┧ԙඇ࣯≫⚯ԙᇒྃԙॲ
Ⴓԙ⑷, ᧣ྃԙॲႳԙ⑷ྃԙय़⚯. ⛀⊿ԙ⑷, ࿗Ἃ㑷ԙ⭋ਜ਼ᇓ㉇ԙភ⑳⊿ḋԙᓛ࣯ԙ
૧ᓟԙय़ԙᤅ⊿ԙ⊵ྷ, ⛀⊿ԙ⑷ᝣ. <④⌔>
┋ԙ⭋ਜ਼ᇓԙᶫῌ④ԙ“ェԙᤔԙ⥈গ◫ଟႳԙᤃᵋၟԙඣ࣯ԙ5, 60ᚻԙ⎿ԙ⑿ԙඇ
࣯?” ∷ԙඇࣳ࿓ԙ૧ᓛ၃ᑫਜ਼⎃. ૧ᓟၟԙ⤭∳᧣ᝣԙᚽ④, ⎟᚛࣯ԙ⚯ԙႷԙ⑿ྃԙ
ॻԙ∳ྷԙඇ⌯ḋԙ᷌㍋㉇ᝣḋԙ⓹ԙᶛᑻᇓԙᚻඇḋԙ⊿⚯ԙᤊԙ⋛ᓛԙ࣯⚯ԙ╺य़
ᇏ⎃. <┄ᣧ㍃>

이은옥은 집이 있고 공무원으로 퇴직한 남편의 연금이 있으니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정미화도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고,
각종 연금저축을 미리 준비한 덕분에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다. 이들
이 퇴직 후 일을 하는 것은 경제적인 생활의 안정 이외에도 직장이라는 조직에 소
속됨으로써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은옥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사회적인 관계에서 소외될 것을 걱정하여 “뭐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정미화는 한 달에 열흘 일하는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은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 속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주는 즐거
움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일하지 않는 사람과의 비교로 서술하는 여성들은 대부
분 노동계급이었다. 노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장애숙), “집에서 계속 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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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신(김수미), “직장생활 안 해본” 친구와 자신(박명옥)을 대비해서 설명하면서,
전업 주부로만 생활했던 여성들과 자신들을 차별화한다.
⑫㉇ྃԙᶛᑻԙ⑫㉇ԙ၇ԙᶛᑻԙᜨ, ㉇ྃԙᶛᑻԙṼԙ㉇ԙ૧ᓟԙय़ԙई
≏. ඇ᧣ԙ⚯ԙ㉋ԙԙᑫᝣԙᣧ⦿ᥳ᚛এ⚯. ૫ԙ㌫⑿ԙྃԙॲႳԙ∳᧣ྃԙ⋟
ᾤԙ㉣≫ԙძ, ⒇, ⎃⚇⊿ԙ⑷⒅∳ԙ⒇ԙྃԙ⋟ᾤԙ㉣≫ԙᄋ࿓. ⒇ԙྃԙॻԙ⊣ናԙ
ॲ⑧࣯ԙᠣ⸠ԙྃԙॣԙ∳ྷ⒅∳, ⒇ԙྃԙॻ. ૫ԙ㌫⑿ԙྃԙॲႳԙ⒇ԙྃၟԙ
ᡇԙ㉇ԙ⒇ԙԙॣ࣯ᙫ. ⎟᚛ྃԙ㌫⑿ԙԙἇԙ⊵ྷԙᠿᑫႳԙ⑷ᝣԙዿԙ⑫ԙ㉣≫ԙ
ᄇྃԙय़⚯. <⒔≏Ἀ>
⛀⊿ḋԙṼԙ⑷၇ԙᩳᇓԙ૧ᓟԙࣰ᷌ԙ∷ԙ㉇ྃၟԙ⚰⒔ԙ࿓ྷ῏ԙᩳᇓԙ⻣⚰㉗৫ԙ
Ή⊿ԙ૧य़ᙫԙᤊ∳ᇓ⑫ԙἇ࣯ԙ⊵ྃԙय़●. උԙ∳⚰ԙ⓹ၟ. ⍋ԙඣ࣯ԙ⛀⊿ḋԙ㌫⑿ḋԙ
⑷⊣≫ԙᄇྃ⚯ԙ⑫ԙ∷ԙ㉇ԙ⑷࿓ྃԙय़⊿ԙ㉣ḋԙᤊ∳ᇓ④⚯ԙ∹ྃԙय़ԙईၟ⎃. ∻
ᤃᑫႳԙ㉣≫ԙᄋ࿓ྃԙࣰ᷌. ⓯Ⴓԙ૧ᓶ⎃... ⓯Ⴓԙ૧ᓟၟ, ૧ුԙ⚰⒔ԙ∷ԙ࿓ྷԙ૧
ᓜ⓯ᓜԙᶣ≇ᝣԙ∷ԙ૧ᒛԙय़⋷⎃. ឧ⊿ԙḋԙ૧ᓟԙॣ࣯? <ଯἇᣧ>
⎟᚛ԙ⭋ਜ਼ྃԙඣ㉋⸻ԙᣧ⧓࿓ԙ૧ᒇ⎃. ⚰⒔᷌㍋ԙ∷ԙ㉣᧧ԙ⭋ਜ਼࣯ԙ⑷⊣⎃. ⎃⊀᧣㌧
ᶛԙငଟྃԙ१, ԙ⍋ԙ૧ᓛԙႳ⦣. “ྷ࣯ԙ∻⚯ԙឪ㉋ԙ१ԙඇྃԙ∻ԙ⑷⊣, ྷྃԙ
ភᙫԙय़≫, ඣԙᚷ” ⎲ᝣḋ. “, ᣧ⧓⊣? ႷႴԙ⌛ᑿ⊣?” ૧ᓛྃၟԙ“Ⴗ④ԙ࿓
࣯ԙ∳ྷ≫. ⭋ਜ਼≫”. ⎟᚛ԙ⭋ਜ਼ྃԙԙᜨԙᶣᚻ㉇ԙ῏ᒀԙ⋟ԙඇ⌓ԙ૧ᓛྃၟԙ⍋ԙ
૧ᓛ, ④㉣࣯ԙ∷ԙᄋ࿓ྃԙय़●. ⊇ྃԙ④㉣࣯ԙ∷ԙᄇ●, ⚰⒔᷌㍋ԙ∷ԙ㉣ԙᨓྷ.
<ᤄ⌔>

장애숙은 일을 하던 사람은 노는 것이 더 어렵고, 일을 하는 것이 더 쉽다고 설
명했다. 또한 자신은 직장을 나가지 않는 날은 세수도 하지 않을 만큼 게을러지기
때문에 집안일만 하는 것은 나태해지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구분을 지었다. 박명옥
의 친구는, 남편이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데도 박명
옥이 퇴직 후에 다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 했다. 전업주부로만 살았
던 친구는 일의 가치를 경제적인 것에만 두었고, 박명옥이 일하는 것을 “돈독”이
오른 것으로 표현했다. 박명옥은 퇴직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중년여성 중 가장 높
은 직급인 팀장으로 일하면서 일이 주는 경제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성취감도 경험
했다. 이러한 경험은 전업주부로만 살고 있는 친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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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 여성들은 일을 해 왔던 자신을 전문직처럼 사회적 인정을 더 많이 받
는 직업에 종사했던 여성이 아니라 전업주부와 비교한다. 이처럼 자신과 비슷한
비교집단의 선정은 일의 만족감을 평가하는 기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전업주
부는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가사노동은 가치가 없는 일로 평가되는 반
면에 직장 일을 하는 것은 경제적 보상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원으로 인
정받는 것이다.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고, 직업인으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만족감을 준다.

② 퇴직 후 일의 의미의 변화
일의 의미는 생애 단계에 따라 변화한다(김은석 외, 2014; 남순현, 2015; 박태정,

2013; 송인주, 2010).120) 특히 퇴직을 기점으로, 자신의 성취감을 추구하는 것에서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가치가 바뀐다(김은석
외, 2014).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간계급 여성들
도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무렵 가졌던 일의 의미와 퇴직 후 일의 의미는 달라졌다
고 설명했다. 젊었을 때 일은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되었지만, 지금은 “돈과 관계없
이” 할 수 있고, “돈만 버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서술했다. 퇴직 후의 일은 경
제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가 중요해진 것이다. 사무직 베이비부머에
대한 연구에서도 기존의 일은 경제적인 필요는 충족시켜주지만 경쟁과 스트레스
를 야기하는 것이었다면, 은퇴 후의 일은 좋아서 하는 것이고 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달라졌음을 설명한다(배영순⋅최호진⋅허새나,

2015).

120) 남순현(2015)은 은퇴 후 일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생애사 접근방
법을 시도한 결과 일 생애주기를 진로 결정기, 일 진입기, 일 경력강화기, 일 황금기, 은
퇴기와 은퇴 후 노년기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일의 의미를 분석했다. 진로 결정기에 일
은 돈, 인정과 성취, 일 진입기에는 삶의 중요한 영역, 일 경력강화기에는 능력을 인정받
는 것, 일 황금기는 보람과 성취감, 경제적 여유를 주는 것, 은퇴기는 일을 빼앗기는 시
기, 은퇴 후 노년기는 삶 그 자체였다. 송인주(2010)는 60대 후반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동생애 초년기 일의 의미, 숙련기의 일의 의미, 은퇴기 일의 의미를 구분
했는데, 각각 규범의 실천과 일과 학습의 공존, 규범과 경쟁을 넘어 자기중심 찾기, 자기
계발의 주체 찾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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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ԙ⊣ᚣԙሻᩯ⸟ԙ㉇ԙῥ⊣࣯⚯ԙ♿॰ॻԙ⋣Ί㑷ԙ㉷, य़ଟḋԙḠ৫Ⴓԙඇԙ
ඣ࣯ԙᜨԙᶛྃԙय़ᙫԙ⪘ᩳ㑷ԙ㉣ট㉏ԙἇԙ⑷⊷၇ԙ⑫④⊷. ⚯ԙ④१ԙ㉇ᝣḋԙᡃ࣯
ᙫԙ╯ԙႳ⌯◳ԙἇԙ⑷? ඇ④࣯ԙᇓ⊷࿓ྃԙॻԙ㍄ΐ㑷ԙཿ⚯ྃԙॻ, ⑧┋ྃԙႷᚻԙ
ᥳྃԙ⑫⊿ԙ㉣ḋྃԙ৯Ί④ԙᦳᕋԙ⊵⊣⎃. ඣ࣯ԙ⎃य़ᙫԙ㉷ԙሻԙ╟④ᑫԙႳ⎯④ԙ
ჿᝣԙ╺এ࿗ԙࣰ᷌④ԙᇋྃԙय़⋷⎃. <ḋ␏ব>

서유경은 대기업 건설업체에서 퇴직했다. 건설회사는 하청업체들이 많기 때문
에 퇴사한 다른 직원들은 관련 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하거나, 인맥을 활용해서
창업을 했다. 서유경도 퇴사 후 동료들이 하는 일반적인 관행을 따랐으면 “좋은
차,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훨씬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
다. 현재 서유경은 직종을 완전히 바꾸어서 교육관련 사업에 종사한다. 서유경의
회사는 대학생과 여성인력이 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다. 서유경
은 퇴직 후에는 “사회적 소명”이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자신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현재의 교육 사업이 돈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너
무 즐겁다고 서술했다.
(⚯ԙ㉈ਿ⊿ḋԙ㉇ྃԙ⑫ԙ⊣ḧ⎃?) Ⴗԙ᧣࿓ྃԙᶛ㍻ᙫԙ⏳㉣ḋԙ㉏ԙἇԙ⑷ྃԙ⑫
ԙ㉇ྃԙय़●... ⓯ྃԙ⧷ᇠ㉈ਿᙫԙࣳԙ④␏ྃԙଟ᧧⓰⑧ԙ᧣㌧࣯ԙ④ᗗ⊣⚯ྃԙৢ④⒅∳
⎃.. ᶛ㍻ᙫԙ⏳㉣ḋԙᡃ࣯ԙ㉏ᔓԙᚷԙᜨྷԙ᧣ॣਿᶛԙଧ④ԙ᧣⋯... ᶛ㍻
⑇ԙᤀय़ᙳ④ԙძḋ, ᇋᓛඇ⚳ԙ∹∳Ⴓԙ⑿ᑫඇྃԙᶷῨᇓ㉋⸻ԙඇ⑇ԙሟᐪ㉋ԙᚷԙㅋ㋳
㉣◫ԙඣ࣯ԙ࣯⚯ԙ⑷ྃԙॣऄ⚯ῌԙ∳④ᇓ㉋⸻ԙ⓳㉇. <㌼┄㑛>

홍정희가 퇴직 후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택한 가장 큰 이
유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겠다는 마음에서였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
금은 “돈보다는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선택한 일이
초등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의 지식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다.
य़⤬㉇ॻԙᠿԙ᧸ᶛᑫԙࣰ᷌㉋ԙॣԙ∳ྷ⎃. ૧ሻྃԙ૧ᓟԙࣰ᷌ԙ㉷⊣⎃. ૧ᓛྷ
ԙ┋࣯ԙ⊣ኪॻԙ᧣ᝣԙ④┋ԙ1ḧ⒅∳⎃, ④ԙᛍ④⑇ԙ1ḧ⑧ၟԙ૧ԙ┋ԙ㎳ᇓԙ
᧣ྷԙ┋࣯ԙ2, 30ำԙ⓳ԙᣫ㉷၇ԙ૧ԙᣫԙ⋛⓳㑷ԙ㉇ԙ⑷ྃԙय़⋷⎃. ⌓㑷ᔓԙ
၃ԙᠣԙΊ㉣┧ḋ. ⍋ᝣԙ⓳ԙᩯភ࿇ᇓ④ԙႳ⌯◫ṗྃၟԙ⎃⚇ԙḧᇓԙዿԙ૧ᓶ⚯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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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⒅∳⎃. ૧ᓛྷԙᛓ⑫ԙ∳④ԙሻᠧ⊿ԙ❃❃ᛓԙ૧ᓛ၃ᑫ⎃. ૧ᒇḋԙ┋࣯ԙඣ࣯ԙ
ᚻ≬⊿ԙᶛ㍻⊿ԙ╯ԙ૧ᒇႳԙᚽ④ԙ㌋ⷌԙ᧧य़⒅∳⎃. ૧ᒇḋԙ╯ԙଟ⋛ᙫԙ㉋࿓ᝣԙ૧ᓟԙ
➬⊿ԙ╯ԙႳ⎯④ԙᄇྃԙ⑫ԙ㉇ᝣԙ╺এ࿓ԙᑫྃԙࣰ᷌ԙ④┋ԙᚸ⋟㉇ॻԙ࣯⚳ԙय़●. <Ί
㋳◫>

심현주는 은행에서 퇴직할 당시 자문역할을 하면서 1년 정도 일을 연장하는 제
도가 있었지만 단지 일하는 삶을 더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에서 명예퇴직이 되풀이되면서 자신은 퇴직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해
서 일찍부터 고민하게 되었고,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하겠
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중간계급 여성들에게 퇴직이라는 생애 사건을 두고 일의 의미는 변화
했다. 일을 선택하는 초기 단계에는 경제적 보상이 큰 가치일 수 있었으나, 퇴직
이후 시기는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이 중요시되었다. 연구참
여자들은 퇴직 후 재취업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함께 나누려는 적극
적인 사회참여 의지를 실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중간계급 여성에게
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퇴직을 기점으로 일의 의미가 변화하는 것은 계급적인 현상
이라고 할 수 있다.

(2) 퇴직 후 재취업 과정
퇴직 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경우 퇴직 당시의 취업 결정 여부, 재취
업을 하려는 시기, 준비 기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재취업의 과정은 계
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에서 퇴직 후 재취업을 당연하게 여기는 노동계급과
선택의 문제로 여기는 중간계급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① 당연한 재취업
노동계급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도 당연히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고, 단절 없이 일을 하고자 했다.
य़ଟԙ૧ᚻᄿᝣԙ⊣⤗㈫ԙԙॣԙ∳ྷྷԙΐ⊴⋛ྃԙԙ⑫ԙ㉏ᑫԙ૧ሻႳԙᤃ
ᕋԙࣰ᷌ԙ㉋ԙय़⋯●. ԙࣰ᷌ԙ∷ԙ㉷࿓ྷ. ⓯ྃԙԙࣰ᷌ԙ∷ԙ㉷⊣⎃. <⒔≏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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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ᶛԙ⑿ঘ⚌ԙሟ≫ԙᄇএ࿓’. ૧ॣԙྕॻႳԙ࣯ྔ㉇ྷ⎃. ૧ᒇḋԙ૧ԙ
➬ᕋԙ⓳㍋ԙ㉷၃ྷ, ┋࣯ԙඇ④࣯ԙ④ᓶ࿓ԙ㉷၃ྷԙᶰ৯⊵࿓. ૧ሻ࣯, ૧ԙඇ④࣯ԙ
┋⑫ԙᚽ࿓ԙ㉇၃ᑫਜ਼⎃. 12⏃ԙ⊿ԙ૧ᚻᄿ, 1⏃ԙᩯ⸟ԙ㉈⎿ԙ࿓ྻԙय़●. <④
⌔>

장애숙은 정년퇴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퇴직 이후에도 “놀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장애숙은 퇴직 후 실업급여121)를 신청했는데, 실
업급여를 타는 동안은 소정의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직장을 구하지는 않았
다. 이은옥도 62세에 퇴직했지만 계속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 “60세가 넘어서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격증에
도전했다.
본 논문의 노동계급 여성들은 퇴직 시기에 맞추어 다른 일자리를 구해놓거나,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구직활동을 지속하였다. 권경아는 옷감을 판매하는 자영업
에 종사하기 위해서 퇴직을 결심했으며, 퇴직하기 전 1년 동안 공장에 나가 옷감
과 관련된 것들을 익혔다. 권경아는 사직서를 내기 전에 미리 가게를 차려놓고, 월
차와 휴가를 쓰면서 퇴직날짜까지 이전 직장에 적을 둠으로써, 재취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간 낭비를 줄이고자 했다. 김수미는 퇴직 후 자신의 아들 매장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였다. 이은옥도 직업훈련과정이 시작하는 날을 미리 알아보고, 퇴직날
짜를 교육날짜에 맞추어 결정했다.
장애숙과 유혜영, 이영미는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구직활동을 병
행하였다. 이영미는 고용센터에서 알선해 준 직장에 재취업하였고,122) 유혜영은
12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
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출처: 두산백과).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통상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를 말할 때가 많
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직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둘째,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셋째,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근로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
업활동을 해야 한다.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https://blog.naver.com/ktnbone/221243749921).
122) 이영미는 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연구참여자 중 유일하게 퇴직 후에는 경제활동을
할 생각이 없는 참여자였다. 하지만 퇴직 후 생활을 하면서 다시 취업하는 것으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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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소개해 준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 중이다. 장애숙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이 끝나고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마트 판매원으로 일했으며, 이후 백화점⋅
마트 판매원, 숙박업소 룸메이드, 방문 책판매원 등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였다.

② 우연한 재취업/ 선택의 유보
중간계급 여성들은 퇴직 후 재취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사례들보다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거나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퇴직 후 일을
계속 하고자 했던 여성들의 경우에는 노동계급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
지면서 일자리를 구했다.
≬ࣳԙὛԙῥԙॲႳԙ⑷⊷ྃၟ⎃. ┋࣯ԙಷ④ԙ㉜ᶰԙᤃ⒅∳⎃. ┋࣯ԙඇ☀⊿ԙ◬ԙ
ሻ⚯ԙ⊣ናԙ⑫ԙ㉣≫ԙᄏԙ૧ᓟԙ१ԙ㉜ᶰԙᣫ㉇य़ᇏ⎃. ૧ᒇḋԙ૧१ԙ⤭ଟԙ⏳㉣ḋԙ
2, 3ำ, ⚯Ⴓԙ⤭∳࣯ྃԙ৫┄④⊿⎃... ⓯ྃԙ⌊ඏᩯ⸟ԙ㉈᷌ԙሻᩯ⸟ԙᶛ⊴࣯࣯ԙ
ಷ④⊷⊣⎃. ⓯ྃԙ⊣④⛀ԙ㉷⚯ᚻԙ⊣④⛀ԙ14ำԙ㉷ྃၟԙ㉜ᶰԙ࿓ᙧԙ⑫ԙಷ
ಧྃԙय़⋷⎃. ㉜ᶰԙಷೃ⎃, ඣ࣯ԙඇ☀⊿ԙᡇԙ㉣≫ԙᄏ? ㉜ᶰԙಷಧ, ࿓ᙧԙ१ԙ᷌
ࣰ㉇, ㉜ᶰԙ⾧⊿ԙ┄᚛㉇. ┋࣯ԙ20ำԙᄋԙ⾧࣯ԙ⑷⊣⎃, ∳④ሃ⊣ԙ⾧࣯.
㉜ᶰԙࣰ᷌ඇྃԙय़ԙय़ଟ⊿ԙ⓰, ࿓⊿ԙ⤬⊴ԙ㉷ԙሻԙ⊣ናԙ१㉣≫ԙᄇএ࿓ԙ20ำԙ
┄Ⴓԙస⤛ԙ⾧࣯ԙ⑷⊣⎃. य़ଟԙ᧣ᝣԙ⊳⦜ԙᚽ●, ᡃ࣯. <⒔ব⚳>
ඣ࣯ԙ∷ԙ㉋࿓ԙࣰ᷌ԙ∷ԙ㉇, ◯ᬳ㉋࿓ԙࣰ᷌ԙ㉷⊷ଟԙሻᠧ⊿ԙ᩷∷㉋ԙय़ԙᦳ
ᕋԙ⊵⊷, ẃ⚰㑷ԙଟ⊴ԙଧॻԙ㉣ԙ࣯⚯, ࣯⚯ԙ⑷ྃԙ≬ࣳ⑇ԙ⑿Ⴓԙᚷ⑇ԙႳ
⎯④ԙძ⎃. ㉇⑿ԙ㉇ྃԙᶛᑻ④ԙ∳⚰ԙ╯ԙ⑷ྃԙॲႳԙ⏳ᕋ࣯ԙჿ. ૧ᒇḋԙェ㉇ॻԙ
૧ԙ࿓ԙ⊴ԙ㉏ԙἇԙ⑷⊷၇ԙय़ԙई≏⎃... ૧ᚻԙᄿԙඇḋԙᤃᕋԙΉ⒀ԙ㉋ԙॻԙ∳ྷ
, 8ऋ⏃ԙ┄Ⴓᙫԙ∳④⹋Ⴓԙ⒐, ᶛᑻႳԙ⤭. ૧ᓛ࿓࣯ԙ⚯ԙई④ԙ⑫㉇ԙ⑷ྃԙ
㎳ᇓԙᚻඋԙय़●. <ḋ␏ব>

장경진은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그만 두고, 2년 넘게 시간제 일자리에 근무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청소 도우미를 시간제로 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취미생활을 하고 관심 분야에 대해 공부했다. 장경진에게는 평생할 일을 찾는 것
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여유로운 시간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추구하는 과정
을 바꾸었고,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검침원으로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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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서유경은 퇴직 후 다른 일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일
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는 회사들도 여럿 있었기 때문에 서유경은 퇴직 후 경제활
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불안함” 없이 보낼 수 있었다.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연구참여자 중 3분의 2정도는 퇴직하고 일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거나 경제적인 노후 준비가 안정적인
경우로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으니 퇴직 후에는 편안히 쉴 것을 계획했다.
ඇ㉋⸻Ⴓԙ㐣ῌ⑇ԙଟࣳ④ԙ㈳⎃㉇এ࿓. ૧᚛ԙ┋࣯ԙॣऄ④ԙठำଟ㉇ԙন⦿ḋԙ
࿗ԙ3ऋᙫԙឪԙ⌓ᙫԙ┄Ⴓ, ૧ᒛྃၟԙ⓳⋜ԙ≍ᄿԙḏᇓ④ԙ⓯ԙ᧣ԙྃԙジ᷌ԙ⑫ᚻԙ
㉷ྷ, ☀㍇⑿ΐԙ∳⭗ԙ⑫⣼ԙ࣯ḋ, ᚷ⚯ᚸ⊿ྃԙࣳ㌧ᩯ⒔ԙᄿԙԙ㉷ྃၟԙ૧ᓣԙ
ሻྃԙᩯ⊿ḋԙ⊣ናԙ⑫④ԙ⑷ᝣԙ㉜ᶰԙᾓᤃ④ᙫԙ㉣≫ԙᄇ, ᧣⺤ԙ30ᩳԙଟᙫԙ
ᚽ④ԙ㉷⊣⎃. ᧣⚰ԙᤊᝣԙय़⑇ԙ૧ԙ⑿᚛⊿ԙ⑷⊣≫ԙᄇྃ. ┋ԙ৯᚛ᙫԙᚽ④ԙឪԙ㉷
●, ⊴ᠣ⊿ԙ⪘ΐ㉇. ૧ᓶॻԙᶣ∳⌗ԙ१ԙḏᇓ④ԙ∳ྷԙ⓯᧣ԙ“ྃԙྃԙ१ԙ
⎻≫ԙძ” ④ᓛᝣḋ. <㌼┄㑛>
Ὓ⊷⊣⎃, 6ऋ⏃. ૫ၟԙ╟ԙῚ⚌④ԙඛ⊣⎃. ∳ᠣॲႳԙ∷ԙ㉇ԙ⋛㉸Ⴓԙ࿓ྷ
. ૫ၟԙᠣԙ࣯ᦫ⎣ԙ⫗ᣧ᷌㍋④⒅∳⎃, ᤠ㍃⓿, ᠧ㍃ḫ⸟ԙ④ᓟԙय़. य़ଟԙ࿓ฯ᧣
ଟႳԙ㉷⊷य़ᇏ⎃. ╯ԙ⒛ᣧ⊵၃ᑫ⎃, ⓯ྃ. ૧ᒇḋԙ④┋ԙ6ऋ⏃ԙὛ, ∳ᠣॲႳԙ
∷ԙ㉇ԙ╯ԙὛ. ૧ሻྃԙ⋛ᓛԙ࣯⚯ԙࣰ᷌ԙ㉷⊣⎃. ㉈⎿ԙࣷԙᠿԙ④ᓟ. ૧ԙࣰ᷌
Ⴓԙ╯ԙ㉷⊷, ૧ሻྃ. ૧ᒛྃၟԙ૧ුԙṼԙ⓳⊴◫ᩯ⦇ᓫԙὛྃԙय़ԙ⑷⒅∳⎃. ⓯㉋
⸻ྃԙ╯ԙ∷ԙᛍྃԙॲԙई࿓ྃԙࣰ᷌④ԙ╯ԙᇓ⊷⊣⎃. ૧ԙ┄ႳԙὛྷԙ‘∳, ④ԙ┄Ⴓᝣԙ
⤝࿓’. <Ί㋳◫>

홍정희는 군생활의 대부분을 중환자실에서 근무했고, 부대에서 일이 생기면 “30
분 대기”를 해야 하는 노동 강도가 높은 직장생활을 했다. 퇴직 당시 지인들이 “너
는 평생 일만 했으니까, 노는 걸 배워야 돼” 라고 권할 정도로 일이 우선인 삶이었
다. 홍정희는 퇴직 무렵 “계단 3개”를 오르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퇴직
후에는 쉬어야 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퇴직 후 3년이 지나면서 건강이 회복되
고, 나이가 훨씬 많은 선배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일을 해야 겠다고 생각
을 바꾸게 되었다.
심현주는 은행원으로 정년퇴직한 후 문화센터에서 음악, 사진 등을 배우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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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하는 등 여가를 즐기면서 보냈다. 퇴직 후 6개월을 쉰 후에 심현주는 “전업주
부”처럼 쉬는 생활이 자신에게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관에서 운영하는 생애
설계와 전직지원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ଟᇓ㉇ԙ ភ⑳ԙ ࣯┻⊣⎃. ଟᇓ㉇ԙ ┋◫Ⴓԙ ࣯ḋԙ ਿ␐ԙ ᤊ≇ྃၟ,
OOਜ਼⦜⊿ԙ⑷ྃԙᶛᑻ④ԙ⑿ଟԙ⊣ሃԙᇓ⊣ः࿓ԙ⓳㍃ᙫԙ㉇၃ᑫਜ਼⎃, ඇ㉋⸻. “ᗟᗗ
ᑳᑫԙ⚯ԙᚿԙ≏ᇓႳԙΉ⛀ԙ∷ԙःྃၟԙ④य़ԙ㉣ԙ᧣ᝣԙ⊣ሻ?” ૧ᒇḋԙ“ᠿ?” ૧ᒛ၃
ྷԙ㉈ਿ᧣∷. ᧣∷৯ԙ⦣ԙ⑷⊣⎃. ᧣∷৯ᇓ④ԙ㐣࣯࣯य़ඇԙ㉇ᝣԙ⦣. “૧य़ԙ╯ԙ㉣ԙ
᧿” ૧ᒇḋԙ“㉋ԙ⊿ԙԙ④ඇԙ㉇ྃၟ?” “㉋ԙ⋒ԙ㉏ԙय़≫”. “⊣ኪॻԙ㉇ྃၟ?”
㉇ྷԙ“࣯ḋԙ∸∳ԙ⑷ᝣԙძ”... “⊣, ૧ᒇ? ૧ᓫԙඇႳԙ૧य़ԙ㉣ԙ᧿≫⚯” <┄ᣧ㍃>

공무원에서 퇴직한 정미화는 꿈이었던 세계여행에 도전하기 위해서 퇴직 전 공
로연수123) 기간부터 여행을 다녔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다음 여행을 갈 때까지 시
간이 남는 동안에는 경매 공부를 하면서 쉬는 날이 없이 보냈기 때문에 퇴직 직후
에는 퇴직한 것에 대한 실감도 하지 못할 정도였다. 정미화는 퇴직 후 1년 동안 원
하는 삶을 산 것은 39년 동안 열심히 일해 온 스스로에게 보상을 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미화는 퇴직 동기에게서 그만 쉬고 일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
을 받고,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퇴직 당시에는 경제활동을 할 생각이 없었던 여성들이 더 많
았고, 재취업을 결심한 경우에도 여유를 가지고 일자리를 구했다. 현재 홍정희는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심현주는 시간제 상담컨설턴트로, 백지영은 저소득층 초등
학생의 학습지도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들이 퇴직 후 경제활동을 하는 것
은 계획된 일이 아니었다. 퇴직 당시에는 일할 의사가 없었지만, 주변의 권유로 우
연히 일을 하게 되거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취업으로 연결된 경우가 대
부분이었다. 재취업에 대한 명확한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들이 취업을 한 것은 퇴
직 후 갑자기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막막함에서 기인했다. 퇴직은 이제

123)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공무원 임용령 제42조제2항) 20년 이상 근속한 국가공무원은 희망에
따라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전에 받을 수 있다(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2018). 이 기간
에 출근을 면제받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인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이 시기부터 자신의
퇴직이 시작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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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출퇴근에 기초해온 일상의 리듬이 깨어지는 것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
인지에 대한 일상의 구조화 작업이 요구된다(배영순⋅최호진⋅허새나, 2015;

Sherry et al., 2017). 특히 전문직에 종사해왔던 여성들일 수록 구조화된 스케줄을
선호하고, 시간을 조직화하는데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Price, 2003).

(3) 경제활동 참여 형태
연구참여자들은 퇴직 전 모두 전일제로 근무했으나 퇴직 후 경제활동 참여는 여
러 모양으로 나타난다. 근무형태에 따라 전일제로 일하는 집단, 예전에 비해 시간
을 줄여서 일을 하는 집단, 직업훈련 중이거나 구직 중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준비
하는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전일제 참여
퇴직 후 전일제 고용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었
다.124) 본 논문의 노동계급 여성들이 퇴직 후 종사한 직업은 자영업자, 판매원, 검
침원인데 이러한 직종은 중고령 여성에게 유연하게 개방되어 있는 영역으로 연령
과 경력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퇴직 후 가장 많은 직업을 전전한 장애숙의
경우를 보면, 장애숙은 정년퇴직 후 4년 동안 대형 마트 빵가게 판매원, 호텔 메이
드, 마트 반찬가게 판매원, 백화점 반찬가게 판매원, 마트 분식코너 판매원을 거쳐
현재 방문 책 판매원을 하고 있다.
⑫ԙ㉏ᔓԙᚷᚻԙᜨᝣԙ㉏ԙἇԙ⑷࿓ԙ⚯Ⴓԙࣰ᷌ԙ㉇ྷ. ඣ࣯ԙᡇԙਜ਼㉣Ⴓԙ
ਜ਼㉏ԙἇԙ⑷ԙय़ԙई∳. ⓯ଟḋԙ࣯ԙ㉣ԙ◫ྃԙॻԙ∳ྷᑫԙඣ࣯ԙਜ਼㉣ḋԙ࿓ྷྃԙय़ྷ
... ᠿᙫԙ㉣Ⴓԙ㉏ԙἇԙ⑷ԙय़ԙई∳ḋԙ⋛ଟԙ૧ᚻԙᄿԙඇᝣԙ‘∳, ⑫⑿᚛࣯ԙ⊵⊣ḋԙ
⊣ነ㉇ඇ’ ④ᓟԙࣰ᷌ԙ∷ԙ㉣ԙ᧣ྃԙय़ԙई≏. <⒔≏Ἀ>

노동계급 여성들은 퇴직 후 일자리를 다시 구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
다. 장애숙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일을 찾을 수 있다고 했고, 박민자도 자신이 일
124) 중간계급 여성 중 현재 전일제 직종에 종사하는 사례는 홍정희가 유일하다. 홍정희는 퇴
직 후 3년을 쉬고, 간호사 자격증을 바탕으로 큰 어려움 없이 보건교사로 취업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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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겠다고 하면 오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일을 구할 수 있다고 확신
했다. 중고령 여성이 구직과정과 취업 현장에서 외모나 나이로 인해 노골적 차별
을 당하거나 경력 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험을 보고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데, 중고
령 여성에게는 자신들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이차노동시장만이 주어져 있기 때문
이다(서미경, 2010). 이들은 퇴직 전에도 낮은 임금, 성분절된 직업에 종사했었기
때문에 퇴직 후 종사하게 되는 직업에도 별 다른 사회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하지
않는다(Perkins, 1994; Price, 2002). 이가옥⋅이지영(2005)의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의 고연령 퇴직자의 경우는 스스로를 퇴직자로 인식하여 ‘노인네 일자리’로 알려
진 직군에 진입한다고 분석한다.
ඣ࣯ԙ⊣ናԙ⓳ᠧ⓰ᕋԙ④ᓟԙय़ԙ⓯ᓟԙय़ԙ㉣ທᝣԙ૧ᓟၟԙ∳ྷԙሣԙၧԙࣷԙἇ࣯ԙ
⑷⊷ԙ⸿ၟ, ᡃ࣯ԙ⓳ᠧ⓰ᕋԙ㉣ԙຂԙॻԙ⊵ྷԙ∳◻ᚷᇓԙ⑫㉇ྃԙၟྃԙय़⑇ԙ᭓
-㉋ԙय़ԙई≏. <⒔≏Ἀ>

중고령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리, 세탁,
급식조리 종사자 등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전망이 불투명하며 지위가 낮은 정형화
된 여성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Bernard, Phillips, Machin & Davies, 2001[2003]). 특
히 저학력 여성들은 50대 이상이 되면 직업을 고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으며
얻을 수 있는 일거리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담당해왔던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다(박옥주, 2016).
현재 전일제 고용에 있는 여성들 중 홍정희를 제외하고는 모두 퇴직 전 노동계
급 직종에 종사했었고, 퇴직할 때부터 구직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본 논문의 노동
계급 여성들은 퇴직 전에 종사했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노동
조건은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전 이들은 무기계약직이나 생산직 정
규직으로서 비교적 규모가 큰 직장에서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에서 일했으나
퇴직 후에는 장시간의 노동시간, 교대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노동시간, 야외 현장
근무 등 더 나빠진 환경에 처해 있었다.

② 시간제 참여/시간 운용의 자유로움
현재 시간제로 일하고 있거나 시간 운용이 자유로운 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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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모두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했었다. 중간계급 여성들 중 퇴직 후에도 경
제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시간적⋅신체적 여유를 가지
기 위해서 예전에 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있었다. 이선정과 서유경은 퇴직 후
이전 직장에 비해 시간 운용이 자유로운 직종으로 변경했다. 김정원은 같은 직종
에 종사하지만 자신이 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재정적 필요에 의해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직종
을 선택하고,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김정원은 퇴직 후 같은 업종의 회사로 재취업하면서 일하는 시간을 줄였다. 김
정원이 프리랜서로 일했던 회사의 업무조건은 주 4일 출근에, 퇴근시간은 자유롭
게 조절할 수 있었고, “일 안 하면 안 가져가고 많이 하면 많이 가져 가”는 자율적
인 환경이었다. 현재 김정원은 본인의 건강관리와 고3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프
리랜서로 일하던 것도 그만 두고, 예전 거래처에서 의뢰하는 일만 조금씩 하고 있
을 뿐이다.
이선정과 서유경은 퇴직 후 사업에 종사하며, 일의 양을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이선정이 대형병원 간호사직에서 퇴직하고, 현재 하는 일은 네트워크 사업이
다. 이선정은 간호사로 근무할 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 10분에 출근하는 정형
화된 생활을 했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사무실에 출근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사업을 개척하기 위한 일들을 하며 자유롭게 보낸다. 서유경은 퇴직 후 다른 일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 서유경의 퇴직 동료들 대부분은 건축 관련 소규모 회사
에 다시 취업하거나, 기존 직장 업무와 연관된 분야로 창업을 했다. 서유경도 퇴직
하고 나서 건축과 실내 인테리어 관련 업체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여러 건 받
았으나 거절했다. 서유경은 퇴직 후 교육 분야 벤처기업으로 합류했는데 이러한
진로는 이전 직장 동료들도 놀라워하는 결정이었다. 서유경은 이전 직장에서 직원
교육을 맡으면서 ‘교육’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는 “사람을 키
우는” 일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져왔었다. 현재 서유경의 주요 업무는 사회초년생
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과 스타트업 기업 관련 상담이다. 특히 ‘여
성 직장인’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학생이나 여성 직장
인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미화는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일자리에서 주 3일 일하고 있
으며, 퇴직 공무원 커뮤니티를 통해서 휴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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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 있다.
(ḏ᷌࿇ԙ ⻣㉇ṗ࿓ԙ ࣰ᷌㉇Ή⒅∳⎃?) ณ. (૫ၟႳԙ Ṽԙ Ⴗԙ ᥳΉ⒅∳
⎃?) Ⴗԙ➫ԙ⚯, (㉇㉇㉇㉇) ➫ൃ. ∻ᤃ. ࣯ԙᠿᑫᝣԙ“ඇ, ∻ᤃ≫”, ૧ුԙ
∻ᤃῌ④●, ∻ᤃ. (㉇㉇) ╺ԙ∳ᙣᤃ④⾧. 㒇ᇓ⚯ԙ∹ԙ╺ԙ∳ᙣᤃ④⾧. ᶛᠣ
ΐԙ⌯ḋԙ⪋૫㉣ḋԙᠣ⎿ᇓ㉇ԙጀईԙ⑫ԙ㉇ᝣḋԙ∳ᙣᤃ④⾧㉇ྷԙ╺●. ⎟᚛࣯ԙ
ᠿԙ⤴⑳⚷ԙ⑫Ⴓԙ⊵. 㒇ᇏԙ⑫ԙ⑷ᝣԙ“⑿ԙ⋟ট㉇এᾤྷ࿓” ㉇ԙ⋟ট㉣☇ԙᥳ
᚛. ╺∳⎃, ᩯࣿԙ⊵. උԙ④ॲԙ㉋ԙ3ำԙ㉷ԙ╺এྃၟԙ⊣ኪॻԙᄏ⚯ԙភᙣএ
⊣. <┄ᣧ㍃>

정미화는 30대의 미혼인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큰 딸은 취업 준비 중이며,
둘째 딸은 자신의 용돈 정도만 해결하고 있다. 정미화는 퇴직연금 덕분에 혼자 사
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결혼시키기 전까지는 두 딸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몇 년
은 더 경제력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중간계급 여성들 중 시간제로 일하거나 시간 운용이 자유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퇴직 후 다시 택한 일은 자신의 이전 직장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을 이용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김정원은 동일한 업종의 일자리로 재취업했고, 서유경은
자신의 직장 경험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에 합류했다. 이선정은 노인환자들을 돌보
면서 생긴 노화에 대한 관심과 의학 지식이 현재의 노화방지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에 전문성을 부여해 주었다. 정미화 또한 이전 직업을 활용하여 퇴직 공무원
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프라이스(2003)의 논문에서도 전문직
은퇴 여성들은 은퇴 후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전문직과 관련된 역할에
종사한다고 분석한다.

③ 경제활동 준비 중
일부 여성들은 직업 훈련 중이거나 구직 중, 창업을 준비하는 중에 있었는데, 대
부분 퇴직한 지 6개월 정도로 퇴직 기간이 짧은 사례들이었다.
장경진은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그만 둔 후 여러 직종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다 현
재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은옥은 직장을 그만두고 자격증 과정을 공부해서
현재 구직 중이며, 유혜영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직업 훈련 중에 있다. 박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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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 중이다.
ඇ⌯ḋԙ⚰⒔ԙ∻∳᧣ྷԙ࿓ԙඇ④┋㉋ԙቋ⊿ԙ१᚛ྃԙय़⋷⎃. ⓯ྃԙ㉏ԙἇԙ⑷ԙय़ԙ
ईၟႳ, ૧ᓟၟḋԙ⁗ԙඇ④࣯ԙᇓ⊷࿓ྃԙ१ԙཿ൫ॻԙᄇྃԙय़●. (⑫④ԙ┋㉋ᄇ⊣ԙ
⑷࿓ԙࣰ᷌㉇ḧ⎃?) ณ. ⓯㑛࣯ԙ㉏ԙἇԙ⑷ྃԙय़ྃԙ◫ᕋԙ㍇বԙᣧ㍃ԙ➬④ඇԙᧀ⎿⊿ԙ
ῌԙ૧ᓟԙय़. ④ᓟԙ⑫ᤇῌ⊿ḋႳԙඇ④ԙᜨԙᶛᑻᇓԙ∷ԙ⇣࿓ԙ૧ᒇ⎃, 㒇ᇓ࿓
. ⓹ԙᶛᑻᇓԙ∳ᠣᒇႳԙᠣय़⎣ԙय़ᑫᇏ࣯ԙ࿓ԙᇓԙ㉇এ⚯ᚻԙ⓯㑛࣯ԙ㉏ԙἇԙ⑷ྃԙ
⑫ԙᚽ④ԙ┋㉋④ԙᄇ⊣ԙ⑷ྃԙय़ԙई၃ᑫਜ਼⎃... (⎃⊀᧣㌧ᶛԙᩯྃԙ⊣ኪॻԙ㉇Ήॻԙ
ᄇṗ⊣⎃?) ⎃⊀᧣㌧ᶛྃԙࣰ᷌⚯Ⴓԙ∹≇ྃၟ, ⎘᧣㋇④ԙඇ⌓⒅∳⎃, ⻣⚰ԙ㉇
ԙඇᝣ. ⎘᧣㋇ԙ࣯ྷԙय़ଟḋԙ⊴ᠣԙ᧣Ήྃԙᩳᇓ④ԙ∳⚰ԙ၃ԙ⑫ԙ㉇ṃႳԙᄏԙ
य़ԙईၟԙ၃ԙ㉣ԙ᧣ΐԙࣰ᷌ԙ⊵ԙय़ଟḋԙ␏ᙫԙ㉇၃ᑫਜ਼⎃. “ඇ④࣯ԙ⊣ኪॻԙᄇ
ḧ⎃?” ㉣ḋԙ57ำ᷌④࿓ԙ૧ᓛྷԙ၃ԙ㉇ΐԙἇԙ⑷ԙय़ԙई࿓, ૧ᓛᝣԙ④ᓟԙᩳ
≫ྃԙ⊣ԙṻऋᙫԙ㉇Ή၃ᑫ. ૧ᒇḋԙ㉇ॻԙჿ⊣⎃. <␏㌋⋰>
ඇ④ԙᇓ⊣ḋԙ⑿ঘ⚌ԙሟḋԙ⑫㉏ԙ⑿᚛࣯ԙᚻᚻ㉋ԙၟ࣯ԙ⊵⊣⎃. ૧ᒇḋԙ૧ॲႳԙᚸԙ⤭
∳ᨓय़ᇏ⎃. 60ḧԙง⊣ḋԙ⑫㉏ԙἇԙ⑷ྃԙ⑿᚛. ῌԙईၟԙᚿ, ⑿ঘ⚌ԙሟḋԙ
㉋࿓ԙ૧ᓛྷԙ⑿ঘ⚌ԙᶟភႳ⎟ᣧ, ᦏ④ᬳΉ⸟⚯ԙἇᖻྃԙ࿓ԙ㉷⊣⎃. <④⌔>

퇴직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60세가 넘은 여성 노동자가 취업
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유혜영은 퇴직 후 재취직을 위해 구직정보를 찾아
보고, 동 주민센터, 시청 등에서 운영하는 구직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여러 방면으
로 노력했지만 구할 수 있었던 일자리는 식당의 조리 보조업무나 마트 캐셔와 같
은 육체적으로 힘든 자리뿐이었다. 퇴직 후 60대 중고령 여성들이 얻을 수 있는 일
자리는 기혼 여성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인식되는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
자리뿐이다. 그나마 요양보호사, 산모도우미와 같은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한 일자
리는 입직시의 연령에도 제한이 없지만 정년제가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연령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고령 여성들에게 매력적이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
들은 종일제 근무뿐만 아니라 시간제로도 일할 수 있는 등 노동조건이 유연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서 오랫동안 일하고자 하는 중고령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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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은퇴에 대한 인식
이 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 자신이 주관적으로 내리는 판단, 개인적인 은퇴 정
의, 은퇴에 부여하는 의미를 통해 은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여성의 경우 자신
의 상태를 은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노동경험을 은퇴 범
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은퇴의
정의를 구성해내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은퇴를 어떻게 의미화 하는 가를 통해 여성 은퇴자들이 생애후반기에
겪게 되는 경험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얻고자 한다.

1. 자신의 은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존의 은퇴개념은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사건을 의미
했으나, 최근에는 경제활동 상태에서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업
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과정적인 사건으로 정의된다(박경하, 2011). 따라서 은퇴한
상태와 은퇴하지 않은 상태 사이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고, 은퇴라는 동일한 경험
을 하더라도 개인이 은퇴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관점에서 자신의 상태를 은퇴했다고 혹은 은퇴하지 않았다고 인식
하는지는 개별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아낼 수밖에 없다.
(⚯ԙ⻣㉇ṗ࿓ԙࣰ᷌㉇ḧ⎃?) ณ, ⻣㉷●. (⻣࣯ԙ⊣ናԙय़ᑫԙࣰ᷌㉇
ḧ⎃?) ⻣࣯ԙऀ⑿ଟԙ⒐∳⚯ྃԙॣԙ∳ྷ, ඇ④࣯ԙ⚯┄ԙძḋԙ㉇ྃԙय़ྷԙ⓯ྃԙ
⑿⋟ᾓᓬॻԙᤊ∳ᇓ⋯⊣⎃. <┄ᣧ㍃>
ඇྃԙ⑫࿗ԙ⻣ྃԙ㉷࿓, 40ำԙ∷ԙ⠸- ④⊣ḋԙ᷌㍋ԙ㉷ଟԙሻᠧ⊿ԙ㉋ԙႳԙ∷ԙ
Ὓ. ⚰⒔᷌㍋⊿ḋԙ⻣ྃԙ㉷⚯ᚻԙ૧ԙ⍧ԙඇᜧ⚯ԙय़ྃԙ⠸ԙ⋟ᄇ⊣ḋԙ④⊣┧⌓ԙ
⑷࿓ԙ④ᓶॻԙࣰ᷌㉣⎃. <ᤠ⚯⋰>
⚯ԙ⻣㉷࿓ԙࣰ᷌ԙ㉇●, ⚰⒔⊿ḋྃ. ૧ᓟၟԙᚷ⊿ḋྃԙඇ㉋⸻ԙᛍྃԙ૧
ᓟԙ⑫④ԙ⑷࿓ԙ㉇ᝣԙ၃ԙ㉣≫এ࿓, ᚷԙ૧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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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은퇴했다고 정의한 여성들은 정년퇴직한 사례들로, 공무원, 교사, 군인
등 공공부문에서 퇴직해서 상대적으로 충분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평생직장이나 정년퇴직이란 용어가 지니는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고용불안정이
심화된 노동시장에서,125)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일반기업에 비해
고용보장과 정년제도가 안정적이다. 고령자고용법에 의해 일반 기업도 60세로 정
년이 연장되었지만 정년을 채우는 직장인들이 소수인 반면126) 공무원이나 교사는
우리 사회에서 정년 나이가 지켜지는 몇 안 되는 직업 집단 중 하나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일반 노령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여서 공
공부문 퇴직자들은 노후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별반 겪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127)
ᣧᔗ④ԙ⊵ྃԙ१ԙἇႳԙ⑷ྃԙय़ԙई≏⎃. ᚻ≬ԙ40⣓ԙࣷᇠ㉇ԙ૧ᒛᝣԙṼԙ
⒅∳⎃, ᣧᔗ④. ‘∳, ┄ำ⻣⚰④ԙ④ᓟԙॻԙ╺ਜ਼ඇ’ ૧ᓟԙࣰ᷌Ⴓԙ㉣ԙᨓ⊣⎃, ┄ᚿ.
┄ᚿԙ∳ᠣ, ૧ᓟԙॻԙ⊵ྃԙय़⋷⎃. <Ί㋳◫>
☀ࣳ⊿ԙ⻣⚰∷㉇ଟᙫԙ⒇㉷࿓ԙࣰ᷌④ԙᇓ၃ᑫਜ਼⎃. ☀ࣳ⊿ԙ⻣㉋ԙ⭋ਜ਼ᇓ④ԙ⚯ԙ
࿓ԙऄᶛᕋԙඇ࣯य़ᇏ⎃. ┄ำ⚯ԙឪԙ⤳⎣ԙ१ԙऄᶛᕋᑫႳԙ⤳⎟এ࿓. ૧ᓛᝣḋԙ
㑷ԙ⻣㉷࿓ྃԙࣰ᷌④ԙᇓଟႳԙ㉋࿓. ㎳㍻ᄇྃԙᚷ④ԙ၃ԙᚽ࿓, ൌ⚯ԙࣷԙ१, ૧
ᓟԙࣰ᷌ԙᇏ࿓... ඇྃԙ㒇ᇓ⊣ḋԙ(ऄᶛᕋ) ࣯ଟԙῚ၃ᑫਜ਼⎃. ࿓Ήԙ∷ԙ࣯ԙῥ.
㉏ԙᚻԙ㉷ྷ. <ᤠ⚯⋰>

정년퇴직한 여성들에게 퇴직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직업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125) IMF 외환위기 후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사오
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일하면 도둑), 육이오(62세까지 일하면 오적 중 하나), 삼
팔선(38세 조기 퇴직) 등 퇴직 관련 신조어들이 유행했다. 최근에도 반퇴 세대(평균 퇴직
연령이 젊어지는 세태를 반영한 신조어로, 조기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세
대)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조어의 유행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일상
화되었음을 반영한다.
126)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제도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고용노동부
의 조사(2015년 9월 기준)에 의하면 민간기업체의 경우 평균 정년은 57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권중돈, 2016).
127) 공무원연금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이 월 240만 원인데 비해(2017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
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37만 7,895원이고,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9명에 불과하다(2018
년 5월 기준). 출처: 매일경제신문. 2018. 10. 22.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
8/10/65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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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큼 했다”, “미련이 없다”는 소회를 가지게 했다. 이들은 정해진 나이에 퇴직
하는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퇴직은 직
업적인 고용상태에서 물러나는 은퇴로 인식되어졌다.
중간계급 정년퇴직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은퇴했다고 생각하
는지의 질문에 각자 다른 ‘표현방식’으로 대답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들이 은퇴를 했다거나 하지 않았다고 정의내리는 것은
적확하지 않다. 연구참여자 중 여럿은 면접의 시작에서는 자신을 은퇴했다고 정의
했다가 일부 질문에서는 은퇴하지 않았다고 정의하는 등 이야기의 맥락에 따라서
다른 대답을 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의 퇴직이나 은퇴개념을 사용
해서 설명하기도 했지만128) 연구참여자마다 정의하는 ‘퇴직’이나 ‘은퇴’ 개념 자체
가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은퇴와 퇴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자신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다.
⻣, ૧ᓛྷԙḋᙇᶰᕋྃԙ⻣●, ḋᙇᶰᕋྃԙ⻧ၟԙ૧ුԙḋᙇᶰԙᦆ⊣
ඇᝣԙ∳⚰ԙ⻣ྃԙ∳ྻԙय़ԙई≏. <⒔≏Ἀ>
ఛᤄఛᤄԙඇ⌓ྃԙ⋟᧸ԙऋ฿⑇ԙ⻣ྃԙ⓯ྃԙ㉋ԙय़ԙईਜ਼⎃... ⚰⒔⊿ḋԙ⻣ྃԙ⚯
④ԙᛍྃԙय़ԙईਜ਼⎃, ⚯ԙㇳ᚛ᒋḋԙऋ฿ᕋԙ⑫ԙ㉇ԙ⑷ଟԙሻᠧ⊿ԙব┋⓰④ඇԙ
ᶛ㍻⓰ԙ⻣ྃԙ∳⚰ԙ∳ྻԙय़ԙई≏⎃. <ଯ┄⎿>
⻣⚰ԙ㉋ԙय़࿓, ૫ၟԙᶥ⊿ԙ㉣ḋԙ⻣ྃ. <⓳⑧Ἀ>
ඇྃԙ⻣㉷࿓ྃԙࣰ᷌ԙ∷ԙ㉇, ⚯ԙඣ࣯ԙ⒏ΉԙὛԙ⑷࿓ԙࣰ᷌㉣. ᚻ≬⊿ԙ
ᡃԙ⑫④ԙ⑷ᝣԙඣ࣯ԙ⑫ԙዿԙ㉣≫ԙᄇ⒅∳. ⋰⎿㑷ԙ⻣⚰㉋ԙॲԙ∳ྷ⚯. <ᤄᣫ⑿>

장애숙은 자신의 상태를 “서류상으로는 은퇴”했지만 서류를 벗어나면 아직 은
128) 은퇴와 퇴직에 대한 초기 연구들을 살펴보면, 근로생애 마감을 의미함에 있어 퇴직과 은
퇴의 용어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가교 일자리, 부분 은퇴의 개념이 등장
하면서 두 개념 간에 분리가 이루어졌다(차승은, 2012). 퇴직은 직장을 그만두지만 이후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는 개념으로, 은퇴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소득
활동을 그만두는 비경제 활동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김종률, 2013; 방하남
외, 2009; 장지연, 2003; 현우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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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는 아닌 것으로, 전인숙은 퇴직은 했지만, “삶에 대해서 은퇴”는 하지 않았다고
표현했다. 김정원은 “꼬박꼬박 나오는 연봉개념의 은퇴”는 했고, “직장에서 은퇴”
한 것은 맞지만 경제적인 의미나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은퇴한 것이 아니라고 자신
의 상태를 판단하는 등 은퇴의 개념을 여러 차원으로 설명했다. 박민자는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바뀌면 일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퇴
직”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여성들에게서 ‘은퇴’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었
지만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소득활동을 그만두는 비경제활동 상태를 나타내는 단
어로도 표현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직장에서 퇴직했다는 것은 동의했지만 그것을 은퇴한
것으로 정의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표현에서 은
퇴와 퇴직은 때로는 같은 의미로, 때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자신의 상태
를 선뜻 은퇴했다고 규정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명확했다.
본 논문에서 은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여성들은 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경우가 많다. 듀버리 외(2014)의 연구에서도 시간제 노동이나 비공식 부문에 종사
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을 은퇴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ᑫྃԙ⊇ଟᙫԙ⦗ԙᇒྃԙय़⋷⎃, ⚯. (⎲) (∳, ࣰ᷌ԙ∷ԙ㉣ԙ᧣ṗਜ਼ඇ) ㉋ԙ
Ⴓԙࣰ᷌ԙ∷ԙ㉣ԙᨓ⊣⎃. ૧ᒇḋԙ⎃⚇ԙ┋࣯ԙ④ԙ⊇ଟᙫԙᇒԙ⻣⊿ԙ㉣ḋԙࣰ᷌ԙ
㉋ԙय़⋷⎃. ⓯ྃԙ྇ԙ⎟᚛ԙ∳④ᇓ④ඇ, ඣԙᚷԙṼᕋԙ70ḧ⚯ԙᠣ╟ॣԙ⑫㉋࿓ԙ
ࣰ᷌ԙ㉣ḋԙ⻣ԙࣰ᷌ԙ∷ԙ㉣ԙᨓय़ᇏ⎃. <ଯἇᣧ>
ඇྃԙ⚯ԙႷႳԙ, ⊣ሃԙ࣯ḋԙ⑫Ⴓԙ㉏ԙἇԙ⑷ྃԙय़ԙई≏ḋԙ∳⚰ԙ⻣ྃԙ∳ྷ
⊿⎃. ඣ࣯ԙऋ⑧ԙᶛ⊴ԙឪԙ㉣ḋԙ૧ᓶ⚯, ඣ࣯ԙ⪘ᩳ㑷ԙ⑫ԙ㉏ԙἇԙ⑷, ⑫ԙ㉏ԙ
ἇԙ⑷ᝣԙႷႳԙԙἇԙ⑷ྷԙ⻣ྃԙ∳ྷ⚯ԙ∳⚰. 70⚯ྃԙ⻣ྃԙ∳ྷᑫԙ
ࣰ᷌㉣⎃. ⚯ԙ㋳⒛ԙࣰ᷌ԙឧᚻԙ∷ԙ∳ㇳᝣԙ70⚯ԙ⪘ᩳ㉇ॻԙ⑫㉏ԙἇԙ⑷ԙय़ԙ
ई≏⎃. <⓳⑧Ἀ>

김수미는 70세까지 일을 한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은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했다. 전인숙은 손자녀를 돌보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일정금
액의 보수를 받고 있고, 혹여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일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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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은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불연속적인 노동생애를 가
진 여성들의 경우 노동시장에 빈번하게 진입과 진출을 해왔기 때문에 은퇴개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들 자신을 은퇴한 상태로 정의내리지 않게 된다(Price,

2002).
⑫ᕋḋ⑇ԙ⻣ྃԙ㋳⒛ᕋḋྃԙ㉋ԙ75ḧᕋԙ᧧࿓ྃԙय़●... 75ḧԙଟ◯ԙ┋࣯ԙॣ
ऄ㉇ॻԙ૧ሻ⚯ԙᶣԙἇԙ⑷ᝣԙ૧ԙ࿓ԙ◬ԙ◯ᬳ㉇ྃԙଟࣳᕋԙগ≫ԙ㉋࿓
ԙࣰ᷌ԙ㉇ྃԙय़●. (75ḧྃԙ⊣ናԙ⑇ᣧḧ⎃?) ⚯ԙ⓯㑛ԙ⊳ᚷ, ∳࣯ԙ75ḧ,
76ḫԙॣऄ㉇ḧ⎃. ૧ԙଟ◯④⊿⎃... ⓯ྃԙ⛀∷⑫ᚻԙ㉇ᝣḋԙᶛྃԙॻԙ၃ԙ㒇ᇓ⊣
⎃. ⓯ᙫԙሃᦗᕜ㉇, ⎟ྃԙ१ԙ╺∳㉇ྷ. ┋ԙḠ㊔ԙሻᠧ⊿ԙ૧ᓶॻԙࣰ᷌㉇⚯ԙ∹
≇. ⚯ԙ⓯㑛ԙ⊳ᚷ, ∳࣯ԙ⓯᧣࿓ԙ၃ԙॣऄ㉇Ήྷԙ૧ሻ⚯ྃԙ⛛⛛④ԙ⑫ԙ
㉇ᝣԙ╺এ. 75ḧԙଟ◯ԙᅃԙय़ྃԙ⚯Ⴓԙୋ᭐ୋ᭐㉇⚯ᚻԙଟ⊤ᔔԙᩯᩳ⊿ḋྃԙ⑫
ԙ㉇ଟ⊿ԙᚽ④ԙ㒇ᇓԙἇԙ⑷এਜ਼ඇԙࣰ᷌ԙ㉇ྃԙय़●. <ଯ┄⎿>
(⚯ԙ⻣㉇ṗ࿓ԙࣰ᷌㉇ḧ⎃?) ∳⚰. ∳⚰ԙ⓷ΐ㑷ԙ૧ᓶॻԙཿ൫⚯ྃԙ∹
∳⎃. ૧ුԙᣮྃԙਜ਼Ḍ④ԙ⊵ᝣԙ⻣. (⎲) ඣ࣯ԙ⑫㉇ԙῥԙሻԙ㉏ԙἇԙ⑷⚯ԙ∹
ԙᑫྃԙ⑿῏ࣿԙ╯ԙ⑷⊣⎃, ૧ᒇႳ. ૧∷⊿ԙඣ࣯ԙ㉣⍃၇ԙ⑫Ⴓԙ⑷, ≬⚰
④ᑫႳԙඇ࣯ḋԙ⎿㉋࿓ᝣԙඇ࣯ḋԙ⑫ԙ㉏ԙἇԙ⑷⚯ԙ∹ԙ૧ᓟԙࣰ᷌ԙ╯ԙ㉇ԙ⑷
. <ଯ㑛ব>

연구참여자들이 스스로를 은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이들이 희망하는
은퇴 연령이 높은 것과도 관련된다. 이들은 원하는 은퇴 연령과 실제 퇴직시 연령
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은퇴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 또한 퇴직 후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이 희망하는 은퇴 연령이 될 때까지는 일할 수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은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희망하는 은퇴 연령으로 대부분 70세 이상을 제시했다. 유혜
영은 상대적으로 낮은 65세를 은퇴 연령으로 희망했는데, 65세 부터는 손녀를 돌
봐야 하기 때문이다. 유혜영의 며느리는 현재 경력단절 상태로 자녀들이 초등학교
에 진학할 때쯤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65세는 둘째 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
하는 시기이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60세, 65세 등 비교적 낮은 연령에 은퇴를 희망
하는 경우도 있었고, 건강을 유지하는 한 평생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변한 경우도
상당수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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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지 않았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여성들은 연령에 있어서나, 생애주기
에 있어서나 아직은 은퇴할 시기라고 여기지 않는다. 현재의 그들은 노인이 아니
며, 성인자녀들의 독립이 늦어지면서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은퇴로 진입할 수 있는 생애주기도 아니라고 여긴다.

2. ‘은퇴’에 대한 개인적 정의
은퇴는 직업(job)이나 노동(labor) 개념과의 관련성을 근거로 정의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은 사망할 때까지 일(work)하는 것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권중돈,

2016; Atchley & Barusch, 2003). 따라서 은퇴는 일반적으로 고용상태의 직위에서
물러나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국민연
금관리원, 2018; 성미애⋅최새은, 2010; 우혜경⋅조영태, 2013; 통계청, 2016). 은퇴
의 판단에는 연구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이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연
령, 연금수급 여부, 경제활동 참가 여부, 노동시간이나 임금 수준이 일정수준 이하
로 급격히 축소된 것의 경험 여부, 주관적인 평가 등이 기준이 된다(김지경, 2005;
성영모, 2014; 장인협⋅최성재, 1993; 한희자⋅강은실, 2001; Atchley, 1976; Fields &

Mitchell, 1984; Pames & Less, 1985).

1)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 중 일반적인 은퇴개념인 직업적인 고용상태에서 물러
나는 상태를 은퇴로 정의하고 있는 사례는 절반이 되지 않는데, 노동계급 여성들
중 이러한 견해를 나타낸 사례들이 더 많다.
ᡃ࣯ԙ၃ԙ㍋ԙ㉇ԙ㉣≫ԙ㉇ଟԙሻᠧ⊿ԙ∳⚰⚯ྃԙᶛΐ, ব┋⓰ᕋԙ⎟᚛࣯ԙ㉣
≫ԙᄇ⒅∳⎃, ԙἇྃԙ⊵ྷ. ૧ᓶଟԙሻᠧ⊿ԙ⎟᚛࣯ԙ⊣ཿԙ┄Ⴓԙ70④ԙ╯ԙง⊣
ḋԙᡃ࣯ԙব┋⓰⑧ԙ㍋④ԙൌඛԙሻԙ⻣ᕋԙ⦿≫ԙᄇ⚯ԙ∹ඇԙῥၟ. <⒔≏Ἀ>
⻣ྃԙᚿԙ૧ᕋԙ⚰⒔⊿ḋԙ૧ᚻᅛ≫ԙᄏԙሻ࣯ԙჿ࿓ԙ૧ᓛྃԙॻԙ∳྿⎃. ⚰⒔
⊿ḋԙ┄㉣⚳ԙ⻣, ૧≫ᚿ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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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ԙ᧣⺤ԙ⚰⒔ԙ૧ᚻᅇԙሻԙ⻣ᑫԙ㉇⒅∳⎃. ⎟᚛ԙェԙईԙব⎟⊿ྃԙ
⻣࣯ԙᛍ●. ⚰⒔ԙ⒇ԙ࿓ྷ࿓࣯ԙḋଟ৯⚯ԙ㉇ԙ⻣ᙫԙ㉣ԙ࣯⚯ԙ⌊ඏ⊿ԙಷႳԙೃ᧣
⚯ԙ∹≇၇ԙৢ⊿ḋԙ⑿ଟᙫԙᩯᙣᝣԙ∷ԙ࣯ྷ... ⎟᚛ԙェԙईԙব⎟࣯ԙ⻣⊿⎃.
(Ⴗԙ∷ԙᥳྃԙᶰⷋ࿓?) ณ. ব┋᷌㍋ԙ∷ԙ㉇ྷ. <④⋰ᣧ>

연구참여자들은 은퇴를 “경제적인 활동이 끝났을 때”(장애숙), “직장을 그만둘
때”(유혜영, 이영미)로 정의한다.
중간계급 여성들과 노동계급 여성들은 ‘일’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나타냈
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은퇴를 설명하면서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노동과 경제
적 보상과는 무관한 일을 구분하여 해석했다. 최영순은 은퇴를 돈벌이를 끝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면 봉사든 뭐든 하겠죠”라고 서술
했다. 김정원 또한 자신의 은퇴개념은 “경제적”인 것으로 직장에서의 은퇴는 했지
만 사회봉사와 같은 ‘일’에서의 은퇴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에게 일은 경제적
인 보상과는 무관한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가치 있는 활동이고(강이수 외, 2015:

53-54) 은퇴는 직업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일’과 직
업을 동일시하고 있었다. 권경아와 전인숙은 자신이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은퇴라
고 정의했는데 이들의 서술에서 일은 경제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임금노동을 의미
했다.129)

2)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 하는 것
현재의 노동개념은 경제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장 영역 외부에서 행해
지는 생계유지를 위한 자급적 활동과 가정에서 행해지는 노동은 제외된다(고미라,

2005). 이러한 노동개념에 의하면 여성이 하는 돌봄노동이나 가사노동과 같은 가
정 안팎에서 행해지는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본 논문의 여성들
은 가사노동, 손자녀 돌봄도 노동의 영역에 포함해서 논하고 있다. 로레토와 빅커

129) 일(work)은 경제적 차원에서의 생산활동 전반 이외에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활동 전체
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처럼 유용하지만 경제적 보상과는 무
관한 활동까지 총칭한다. 노동(labor)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활동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은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의되어 임금노동이 일이
라는 개념으로 이해된다(강이수 외, 2015: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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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2015)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경험에서 유급노동과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비
롯한 무급노동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 이
러한 노동의 의미를 고려할 때, 여성들에게 현재의 ‘은퇴’ 개념에 의한 은퇴 정의
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ԙඣ࣯ԙ∳ᠣԙॲႳԙ㉏ԙἇԙ⊵ྃ, 㒇⊵ྃԙ⑧④ԙᄇ⊷ԙሻԙ⻣. ૧ᓶॻԙ⊇ଟ
㉇ԙῥ⊣⎃. ∳ᠣॲႳԙ㉏ԙἇԙ⊵ԙሻ. ␐⦣ᑫᇏ࣯ԙ┄῏⓰④ᑫᇏ࣯ԙ㉋⸻ԙ᧣㌧ᙫԙ
ᤊԙሻԙ⻣ᑫԙࣰ᷌ԙ㉇ྃԙय़, (∳ᠣॲႳԙឪԙ㉋࿓ྃԙय़ྃԙ⊣ናԙ१ԙᚿ⇯㉇Ήྃԙ
य़⋷⎃?) ⎟᚛ԙ⭋┄⊣ᜧ࿇④ඇԙΉ⊣ᜧ࿇ԙᨷᝣԙ⚳⛋ԙ࿓᚛࣯ԙ∳⿻ḋԙឪԙ१ԙሻ࣯ԙ
⑷၃ᑫਜ਼⎃. ⛀⊿ḋԙᶣᚫ④ᑫႳԙ㉇ΐԙሻ࣯ԙ⑷ྃၟԙ∳ᠣԙॲႳԙឪԙ㉏ԙሻ࣯ԙ⑷⊣⎃.
૧ᓣԙሻྃԙ૧ॻԙ⻣④⚯ԙ∹ඇ. ᚻ≬⊿ԙᶣᚫ④ᑫႳԙ㉏ԙἇԙ⑷ᝣԙΉᩯភ࿇ᇓ④ԙ⎃
⚇ԙ⛀⊿ԙṃႳԙ૧ුԙΉ⚯ԙ∹⒅∳⎃, ⑿ῌᇓԙ᧿ԙ◫, ᶣᚫԙᶣ∳ԙ◫Ή၃ᑫਜ਼
⎃. ⎟᚛ԙ⭋┄⊣ᜧྷႳԙ૧ᓶԙΉ⊣ᜧྷႳԙ૧ᓛṗ⊣⎃. ≏ԙⶓ⎻◫. ૧ॲႳԙ⻣ԙ
∳ྷ⚯ԙ∹ඇ⎃? <ଯἇᣧ>

김수미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가 은퇴라고 했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예를 들면서 직업이 없더라도 건강하기만 하면 “자식들
을 봐 주고, 살림을 살아”주는 일을 하는데, 그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
질 때가 은퇴라고 여긴다.
(⻣ྃԙᠿᑫԙࣰ᷌㉇ḧ⎃?) ඣԙ⑿⦣࣯ԙ㉏ԙἇԙ⑷ྃԙྔᔔ④ԙ⊵⊣⚯ྃԙॻ... ᠿԙ
㉏ԙἇԙ⑷ྃԙॲ④ԙ⑷ᝣԙṼԙ㉣≫ԙᄇྃၟԙ⻣ԙ⑿⦣ᑫྃԙय़ྃԙ૧ԙ㍻ᶛ, ṻṼᄇ⊣ԙ
⑷ྃၟḋԙ⻣ԙ⑿⦣⚯ԙඣԙ⑫ᶰ᷌㍋⑇ԙ૧य़ྃԙ⻣ᑯԙ⑿⦣ྃԙ⊵࿓. ሣԙ⑫Ⴓԙ㉏ԙἇԙ
⑷⒅∳⎃, ┄ᚿԙ᧸ᶛᑫᇏ࣯. Ⴗ᧣࿓Ⴓ. ⻣࣯ԙሠԙ૧ԙ㍻ᶛ, ᠣ⎿④ᝣԙᠣ⎿,
60ḧ࣯ԙሠԙ⻣⚰㉇ᝣḋԙ⻣࣯ԙᄇྃ, ૧ԙ㍻ᶛ⑇ԙ⻣⚯, ඣԙ⑿῏⑇ԙ⻣ྃԙ∳ྻԙ
य़●. ඣ࣯ԙ㉇ԙῥ⊣Ⴓԙ㉏ԙἇԙ⊵ྃԙॻԙ㍻ᶛ⊿ԙṻṼᄋԙय़, ⑫ԙሣԙ⑫ԙṼԙ⤭
∳ḋԙ㉏ԙἇ࣯ԙ⑷⒅∳⎃. <④⌔>

이은옥은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은 그 회사에서의 은퇴이
지, “내 일상생활의 은퇴”는 아니라고 정의했다. 회사에서 은퇴하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다른 곳에서 일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 하는 삶 자체는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은옥에게 은퇴는 특정 직장에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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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든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Ⴗԙឪԙᥳྃԙॻԙ⻣࣯ԙ∳ྷ, ᶛ㍻⓰ᕋԙඣ࣯ԙ၃ԙ④ᶰԙᶛ㍻⊿ԙᤊԙἇԙ⊵ྃԙ
ඇ④࣯ԙᄇᝣԙ૧ሻԙ⻣ᑫԙࣰ᷌㉇⚯. ᶛ㍻⊿ḋԙඣ࣯ԙ㈳⎃ᕋԙ㉏ԙሻྃԙ⻣࣯ԙ∳ྷ
⒅∳. ⋷ᙫԙᇓ⊣ԙṿ◫ԙ᧿◫ྃԙॲႳԙඇᙫԙ㈳⎃ᕋԙ㉇ྷԙ૧ॣԙ⻣࣯ԙ∳ྷ⒅∳. ṿ
◫Ⴓԙឪԙ᧿◫ԙ૧ॻԙ⻣⚯. <ᤄᣫ⑿>

박민자는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은퇴라고 정의했다. “손주도 못 봐주고 그게 은퇴지” 라는 표현은 경제적인 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태를 은퇴라고 여긴다는 것
을 나타낸다.
⓯ྃԙజԙ⚰⒔⊿ḋ⑇ԙ⻣⚰④ԙ⻣ᑫྃԙࣰ᷌ԙ∷㉇य़ᇏ⎃. ⑫࿗ԙ⦚ԙ⛧ྃԙ⓯
ྃԙॣऄ④ᑫԙࣰ᷌ԙ㉷⊣⎃. ૧ᒇḋԙ┋࣯, ඣԙ⑇⚯ᕋԙᡃ࣯ᙫԙ㉏ԙἇԙ⊵ॻԙჿԙ
ሻ, ૧ሻ࣯ԙ⻣ԙ∳྿ᑫԙࣰ᷌ԙ╯ԙ㉇ԙ⑷⊣⎃... ⊣ናԙ㍋④ᇏԙ㉏ԙἇԙ⊵ॻԙ
ჿԙሻ࣯ԙ⻣࣯ԙ∳྿. ૫ၟԙ૧ॻԙ⑿ᤋ⓰⑫ԙἇႳԙ⑷⒅∳⎃, ㉇ଟԙῚ⊣ḋԙ∷ԙ㉏ԙ
ἇႳԙ⑷⒅∳⎃. ॣऄ㉇⚯ᚻ, ૧ॻԙ⻣ԙ∳྿⎃, ૧ᓟԙॣ. ⑫ԙ∷ԙ㉇ྃ... ⓯㑛
࣯ԙ┄⑇㉇ྃԙ⑫ԙᶛΐԙ㍋ᦃ⏳⚯ԙ࿓ԙホ㉗㉣ḋय़ᇏ⎃. ㍋य़᚛, ⑫य़᚛, ⑫⑿
᚛ԙ࿓ԙホ㉗㉣ḋԙホ৳⓰⑧ԙᦃ⏳⑇ԙ⑫... ㉇ྃԙῥඇԙឪ㉣Ⴓԙ૧ॲႳԙ⻣, ㉏ԙ
ἇԙ⑷ྃၟԙ∷㉇ྃԙ૧ᓟԙॲႳ. (૧ᓛྷԙᶛ㍻⓰⑧ԙ㍋ԙᚿ⇯㉇Ήྃԙय़●?) ឪ㉇
ॻԙჿԙሻ. ∷㉇ᇏԙឪ㉇ᇏ. <Ί㋳◫>

심현주는 “직장에서의 퇴직”이 은퇴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어떤 활동이든 할 수 없게 됐을 때”가 은퇴라고 판단했다. 심현주가 정
의하는 일은 “활동거리, 일거리, 일자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위이다.
여성들에게 일의 정의에는 여성의 역할, 즉 어머니와 할머니로서 가사노동을 하
고, 자식이나 손자녀를 돌보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일 역할에 대한 정의는 여성
은 직장에서 벗어난다 해도 일과 관련 없는 여러 의무가 은퇴 후에도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은 집안일에서 은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돌봄 책임을 지고 있다

(Loretto & Vickerstaff, 2012).
연구참여자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 하는 것을 은퇴로 정의내리는
것은 여성의 경험에서 유급노동과 가사노동⋅돌봄노동을 비롯한 무급노동 사이의

- 201 -

은퇴기 여성의 일-가족 생애이야기와 ‘은퇴’의 의미

구분이 엄격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유급노동만을 노동으로 정의하는 것은 여
성의 경험을 설명하거나 여성이 사회에 하는 기여를 측정하기 어렵게 한다. 상당
히 많은 여성들이 할머니라는 역할로 무급노동에 임하고 있고, 이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칼라산티(1993)의 분석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간주하
기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에서 은퇴해도 가사노동을 계속 하는 한 자신은 은퇴하지
않았다고 여긴다. 여성들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합한 개념으로 노동을 보고 있
고, 가사노동이나 손자녀를 돌보는 것도 노동의 영역에 넣고 있다. 즉 취업 여성의
일 경험을 고려하면 이들은 적어도 두 가지 노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은퇴개념에
서는 직장을 그만 두는 것만을 의미한다(Calasanti, 1993).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합한 개념으로 노동을 상정하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노동의 영역에 포함하는
것은 여성의 은퇴 정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 하는 것
은퇴는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 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중간계급 여성들에게서 나
온 정의로, 노동계급 여성들은 사회적 관계의 상실감에 대해 서술하지 않았다. 중
간계급 여성들에게 은퇴는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 “움직이는 바운더리가” 좁
아지는 것이고, 사회적인 것에서 벗어나 “나 자신, 내 가족 위주로 생활하는 패턴”
으로 정의된다.
⻣ྃԙႷԙᥳྃԙॲႳԙᄇ⚯ᚻԙ⎯⚰④ྃԙᤃ⎣၃᚛࣯ԙ⻣㉇ྷԙ╰∳┧⎃. ᶛ㍻᷌
㍋ԙ㉏ԙሻྃԙᚽԙᶛᑻԙᚻඇԙ㉏ԙॲႳԙᚽԙ૧ᓟၟԙ⻣㉇ԙඇᝣԙ⪋ᄇྃԙၟ࣯ԙ
⤧⋛㉇ྃԙय़ᑫᇏ࣯ԙボ④ԙ╰∳⚯၃ᑫਜ਼⎃. <┄ᣧ㍃>
ব┋⓰⑧ԙय़⌯ྃԙᶰ৯⊵④ԙ⻣ྃԙᶛ㍻⓰⑧ԙ৯࣯ԙഹ⊣⚷ԙሻ࣯ԙ⻣࣯ԙ∳྿ԙ
ࣰ᷌④ԙᇓ⊣⎃. ⤭∳◫ྃԙᶛᑻႳԙ⊵, ඣ࣯ԙ㉏ԙ⑫Ⴓԙ⊵... ⊳ᚷԙईԙᶰⷋ࣯ԙᄏԙ
ሻ, ࿓ᙣॻԙᤅ⊿ԙ࣯ḋԙᚻඇྃԙᶛᑻႳԙᦳᕋԙ⊵, ࣯╠ᇓԙ┄Ⴓᚻԙ⯓ᢓྷ⯯④ṇ㉇ྃԙ
┄Ⴓ࣯ԙ⻣ᑫԙࣰ᷌㉇ྃၟ. <ḋ␏ব>
⻣ྃԙᶛ㍻᷌㍋⊿ḋԙᦆ⊣ඇḋ, ᶛ㍻⓰ᕋԙ≬ࣳԙᦆ⊣ඇԙඇԙ⑿῏, ඣԙ࣯╠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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ᕋԙ᷌㍋㉇ྃԙ〗⸣④ᑫԙ⓯ྃԙ૧ᓶॻԙࣰ᷌㉷⊣⎃. ㉋ェԙࣰ᷌ԙඣ࣯ԙᶛ㍻⊿ḋԙ╟
∘ԙᣯᔓඇ⌓ྃԙཿൻ. ૧ᓟԙॲႳԙ╟ԙ⑷⊷⊣⎃, ΐ. <ᤄ⌔>

지속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은퇴한 여성은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이
루어졌다. 일생동안 직장과 일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온 중간계급의 여성들
에게 은퇴는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회적 관계의 축소를 의미한다.
어드너와 가이(Erdner & Guy, 1990)와 카프(Karp, 1989)의 연구에서 전문직 여성
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은퇴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프렌티스(Prentis, 1980)의 연구에서는 전문직 여성이 직장에서 쌓은 인맥의 상실을
두려워해서, 레비(Levy, 1980)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지지망
을 재구축해야하기 때문에 은퇴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속적으로
일을 해 온 전문직 여성에게 은퇴는 사회적인 관계의 상실이라는 면에서 큰 의미
를 가지는데, 이것은 은퇴 후에 이전 동료와 단순히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는 극
복되지 않는다. 이들이 그리워하는 사회적 관계는 이전 직장에서 제공되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이전 직업의 맥락 내에서 형성되던 것이다(Price, 2002).

4) “은퇴는 없는 거 같애”
자신들의 삶에 은퇴는 없다고 정의 내리는 연구참여자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죽을 때까지 일을 계속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모님이나 주변의 노인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통상적인
노년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은퇴 선배들이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것
을 보면서 자신들도 길어진 노년을 맞이하는 방법으로 은퇴를 하지 않는 삶을 시
도하게 되는 것이다.
⻣ྃԙ⊵ྃԙय़ԙई≏. ⚯ԙ⋟ḧԙᇋ῏ԙᩳᇓ④ԙ࿓- ⒛⚰⒔ԙਜ਼㉇ԙ⑷⒅∳⎃.
૧ᓟԙ१ԙ᧿Ⴓԙ૧ᓶ, ඣ࣯ԙঙ⊣᧣ྷԙዿԙ૧ᒇ⎃. ॣऄ㉋ԙ㉋ԙ⚰⒔᷌㍋ԙ㉣Ⴓԙᄇএ
࿓. ╴⑫㉇⚳ԙ∹∳Ⴓԙඣԙឧ⊿ԙ㉘㉋ԙ⑫ԙ㉇ԙῥ⊣⎃, ┄ำ⻣⚰ԙ⊵ྃԙय़ԙई∳
⎃. (㉇㉇) <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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૫ၟԙ⑧᷌⊿ԙ⻣࣯ԙ⊣ሃ࣯ԙ⑷এ⊣, ◬⊣≫ԙ⻣⚯. ◬ԙሻ⚯ྃԙᡇԙ⎟᚛ྃԙಧ
◯㑷ԙ㉣≫ԙᄇ⒅∳⎃... (ジ᷌ԙ⻣࣯ԙ⊵Ήณ⎃? ㉇㉇) ジ᷌ԙ૧ᓣԙय़ԙई≏. ῏ԙ
⊀ᚻԙ╯ԙ◳⊣ᇓএ●, ⑫㉇ྃԙ⊀④ඇԙዿԙ⑫㉇ྃԙऄႳඇԙ④ᓟԙॣ. <⒔≏Ἀ>

박명옥은 퇴직을 하면 일을 그만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퇴직 후 주변에서 자신
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 몸에 합당한 일”을 계속 하
는 삶을 계획하게 되었다. 장애숙 또한 “죽어야 은퇴”라는 생각 하에, 살아 있는
동안은 “일하는 양이나 일하는 강도”를 조절해서 일하는 시간을 연장하기를 희망
했다.
ඣԙ⑿⦣࣯ԙ┄ᚿԙ〃࿓᚛࣯ԙ⓯य़㉇ᝣԙ∳, ④ᓣԙሻྃԙ⑫ԙ≫ԙᄇএ࿓ԙ㉇ྃԙᚷ
ԙअԙ⑷⚯ᚻԙ⚯ԙईԙᚷᕋྃԙ(⻣࣯) ⊵ԙय़ԙई≏⎃... ⎃⊀᧣㌧ᶛԙ⑿
ঘ⚌ԙሟᝣԙඣ࣯ԙ80④ԙᄇᝣԙ90ᄋԙ㉏ᜧྷԙ᧣ᝣԙᄇྃԙय़, 90ᄇᝣԙ100ḧԙᄋԙ
㉏ᜧྷԙ᧣ᝣԙᄇྃԙय़≫ԙ∳⚰⚳ԙ૧ԙᚷԙअԙ⑷⊣⎃... ∳ᚷԙඋԙṿᤋ④ԙḠḠ㉏ԙ
∷ԙ⑫㉏ԙय़ԙई≏⎃. <④⌔>
⋰⎿㉋ԙ⻣ྃԙ⊵ԙय़ԙई≏, ◬⚯ԙ∹ྃԙ㉋... ┋࣯ԙᚻ≬⊿ԙ⻣ᙫԙ㉋࿓ԙ૧ᓛᝣ
ԙ⭇ᛓ࣯ԙ⌯ḋԙ⑧⚯ଟྔ④ԙኗ⊣┻࿓य़ඇԙᠣᙽ④ඇԙ㊷᚛࣯ԙΊࣰ㉇ॻԙṿᶰ④ԙ⌯ḋԙ
၃ԙ④ᶰԙ⍧ᩯ㍋ԙ㉏ԙἇԙ⊵ԙሻ... ῏⦣⓰⑧ԙ╟ॣ④ԙ㊷ᑬ㉇⚯ԙ∹ᝣԙ⓯ྃԙ⻣ᙫԙ
㉏ԙࣰ᷌④ԙ⑷ྃԙय़●. ⻣Ⴓԙ૧ԙᶰ㍘⊿ḋԙዿԙ㉏ԙἇԙ⑷ྃԙ⑫④ԙ⑷࿓ᝣԙඇྃԙዿԙႳ⓳
. ⑧৯⓷Ⴓԙ⑷, ົ⿻ᚻԙ⎯⚰⋛Ⴓԙ㉏ԙἇԙ⑷ྷԙᠣੰᠣ⚳㉋ԙय़●. ඇᙫԙ㈳
⎃ᕋԙ㉋࿓ᝣ. <㌼┄㑛>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은옥은 자신이 80세가 되면 90세가 된 할머니를 돌
보고, 자신이 90세가 되면 100세가 된 할머니를 돌보는 방식으로 “손발이 성성할
동안은” 일을 하겠다고 서술했다. 홍정희 역시 “치매가 와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거
나 외부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은퇴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필요
로” 하는 일이 있다면 “인공관절도 있고, 뇌파만 움직여도 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는 일을 하는 “도전”을 하겠다고 밝히며 은퇴는 없는 것 같다고 단언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노년기의 경제적인 불안정함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오랫
동안 일을 하고자 했다. 칼라산티(1993)의 연구에서도 직업이 불안정하고, 연금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은퇴 연령을 지나서도 일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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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특정한 연령에 은퇴에 진입하는 삶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Calasanti, 1993). 중간계급 여성들의 경우는 강한 일정체성과 노년에 대한 인식변
화로 인해 은퇴는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가치관 하에서 노년의 삶
은 상실과 저하, 의존적인 시기이고, 노인은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 노년이 되어서도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는
활동적인 노화, 성공적인 노화, 생산적인 노화 개념130)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노년
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독립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신경아⋅한미정, 2013). 이
러한 맥락에서 퇴직 후에 경제적⋅사회적인 활동을 ‘영구적으로 그만 두는 것’으
로서의 은퇴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분절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고, 시간
제 노동과 전일제 노동을 교대로 하기 때문에 ‘은퇴’라는 구분되는 삶의 단계에 대
한 의미가 적어지게 된다(Sargent et al., 2012). 이러한 여성 노동의 특성뿐만 아니
라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노년이 생산적인 세대라는 인식이 생길수록 은퇴 단계
의 중요성은 줄어들 것이다.

5) 변화하는 개념
우리 사회의 정년퇴직제도는 공무원의 경우 1963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기업은 1960년대 초 공급과잉의 노동시장을 배경으로 만들어져서

197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되었다(탁희준, 1984). 1970
년 기준 평균수명은 61.9세로 당시 55세 정년퇴직은 곧 은퇴를 의미했고, 은퇴 이
후 삶은 그리 길지 않았다. 현재의 평균수명은 82.7세로(2017년 기준)131) 인구고령
화에 따라 희망 은퇴 나이가 증가하고, 노년기의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노인의 생
산성도 중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은퇴의 정의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130) 활동적인 노화개념은 노년기에도 은퇴 전처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
을 찾는 의미이다. 성공적인 노화는 질병의 부재, 높은 신체적⋅인지적 수준의 유지, 삶
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생산적인 노화는 노년기에도 경제성을 바
탕으로 한 생산 활동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
미한다(신경아⋅한미정, 2013).
131) 출처: 통계청, 2017, “생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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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ԙᠿᑫԙࣰ᷌㉇ḧ⎃?) ⌊ඏ⊿ԙ④ԙᶛ⊴ԙΉ⒀㉇ଟԙ⓳⊿ྃԙ⻣㉇ᝣԙὫ
④ᑫԙࣰ᷌㉷⊣⎃. ૧ԙΉ⊿ྃԙᧀ⎿⊿ԙ၃ԙ⑷ᝣԙ30ำԙ┄Ⴓԙ⑫㉇ྷ, 3-40
ำԙ┄Ⴓԙ⑫㉇ᝣԙ⋣Ί㑷, ⋣Ί㑷ԙᶣ≇ྷԙ૧ԙ࿓ᩯ⸟ྃԙ⋣Ί㑷ԙὣԙय़≫. ૫ၟԙ
⊣ཿԙἋࣳ⊿ԙ‘Ὓྃԙॻԙ࿓⑫? ὛྃԙॲႳԙ㉋࣯ԙ⑷⚯. 60ḧᩯ⸟ԙṼԙὛྃԙॻԙ
⒛ᣧ࣯ԙ⑷’ ④ԙࣰ᷌④ԙᇓ၃ᑫਜ਼⎃. ⻣㉇ᝣԙ૧ුԙὟ࿓ྃԙ㐣ῌ, ඣԙ⑧᷌ԙ┄
᚛㉣≫ԙ㉋࿓ྃԙཿൻ, ૧ॻԙ╯ԙ၃ԙᇓ⊷⊣⎃. (⚯ԙࣰ᷌④ԙ⊣ኪॻԙᤃ⊷ඇ⎃?)
┋ԙᾓᾓᕋྃԙ┋ԙ3⑇ԙḏⷌ④ᑫԙ㉇ྃၟ, ⦚ԙ⛧ྃԙࣳ㌧⒔ਿ, ૧ԙ࿓ԙܵܵ⑇ᖻ
⎿⊿ḋ⑇ԙᶥ, ⋛ଟḋྃԙᶷᕜॻԙႳ⓳㉇ԙ㍃㉇. ḓᓷྃԙႳ⓳④ᑫԙ┋ԙऄ⑇ᕌ
⊿Ⴓԙ⑷⊣⎃. ┋࣯ԙ㉣ԙ᧣⚯ԙ∹ԙᩯᩳ④ᑫḋԙႳ⓳④ᑫԙ⇟, ḓᔇ④ᑯԙॻԙ⑷⊣
⎃. <④ḏ┄>
ඇྃԙ⻣ᑫԙࣰ᷌ԙ㉇ԙ㎳⊿ԙ⒇ԙ⚯⚯ԙ㉣⌗ԙᕋԙॣऄԙࣰ᷌㉇ԙ♿ଧ
ᔓԙඇ⍃⊣⎃, ΐ. ඇ⍃ྃၟԙඇ⌯ḋԙ᧣ྷԙ㉋ԙ2ԙ࿓᧣ྷԙ④ॻԙ∳ྻԙय़⋷
⎃. Ὓྃԙ⑿⦣Ⴓԙᠣԙ㒇ᇓ... ૧ᒇḋԙ⎃⊀᧣㌧ᶛԙ㉋ԙΉႳ㉣ԙ᧿≫ԙᄇএ࿓ԙ㉣ḋԙ
㉷ྃၟԙ⋛ଟḋԙᩯᙫԙ㉣᧣ྷԙᠣԙ⒛ԙ╺ԙय़⋷⎃. ૧ᒇḋԙඣ࣯ԙ⻣ᑫԙ
ࣰ᷌㉇⚯ྃԙ∹ԙ࿓Ήԙ⚰⒔᷌㍋ԙ㉏ԙἇԙ⑷ᝣԙ㉣≫ԙᄇএ࿓ԙ④ᓟԙᚷԙ⚯ԙ࣯
⚯ॻԙჿ⊣⎃. <ᤄ⌔>

일부 여성들에게 은퇴는 명확히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재도 변화
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선정에게 은퇴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
다.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면 30년 이상을 일한 것이니 열심히 생활한 댓가로
퇴직 후에는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열심히” 쉬겠다고 계획했었다. 나이가
들면서 이선정은 60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인생을 정리하는 삶에 대해 의문을 가
지게 되었다. 이선정은 오십이 되던 해에 “오십이 된 기념”으로 직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현재의 삶을 인생의 세 번째 선택이라고 명명했다. 이선
정에게 은퇴는 직장에서 벗어나 쉬면서 노후를 보내는 개념에서 “백세시대를” 대
비해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박명옥에게 은퇴는 경제적인 활동을 그만 두는 개념이었다. 박명옥은 직장생활
을 할 때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와 식사 준비를 했고, 하루 쉬는 휴일
인 일요일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고,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바쁜 시간을 보냈다. 박
명옥은 퇴직 후에는 건강을 관리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여유 있는 생활을 계획
했으나, 실제로 경험한 퇴직 후 생활은 퇴직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마냥 여유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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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럽지만은 않았다. “바보가 된 느낌”으로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고, 무료함으
로 인한 “우울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박명옥은 퇴직 후 두 달이 지나서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이와 상관없이 직장생활을 계속 할 예정이다.
박명옥과 이선정에게 은퇴는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퇴직과 함께 경제활동을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길어진 생애를 살아내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경제활
동을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과거의 은퇴기는 노년기의 시작이고 생애주기상 자
녀들이 모두 독립한 시기였지만, 현재의 그들은 노인이 아니며, 자녀들의 독립은
점점 늦어지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변화해 왔고, 주
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도 직업경력을 유지하는 등 은퇴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
다. 은퇴에 대한 정의는 학술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도 변화하
고 있다.

3. 은퇴에 부여하는 의미
은퇴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형태로 경험되는 것도,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은퇴의 의미는 개인의 과거 경력과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
다. 오거스트(August, 2011)의 연구에서 여성들은 은퇴를 자유와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생의 새로운 시기, 자연스러운 마지막 단계, 상실 때문에 분노하는 단계,
성취와 해방의 정점으로서 의미화했다. 이남⋅한정란(2014)은 한슨과 와프너

(Hanson & Wapner, 1994)의 분류를 이용하여 중년기 여성의 은퇴를 휴식, 새로운
출발, 삶의 연속, 강요된 좌절로 의미화했다. 본 논문에서 연구참여자 여성들은 은
퇴를 새로운 시작, 여유로움, 상실, 긍정성과 부정성을 둘 다 가진 양면적인 것으
로 의미화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은퇴를 의미화 하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각 개
인이 생애 후반기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 새로운 시작
은퇴를 삶의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공무원, 교사, 군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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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등 중간계급에 종사했던 여성들이다. 이들은 이직이나 휴직 없이 30년 넘게 지
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였다. 자신의 은퇴시기를 예상할
수 있고, 노후소득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은 퇴직자들에게 은퇴는 새로운 것을 시
작하고 시도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된다. 이들은 은퇴를 기존의 역할을 상실하는
시기보다는 여가 및 봉사활동 등의 새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기로 의미화한다.
⻣ྃԙ૧⓳⊿ԙ⦶ᤃⴣ⦇ᓫԙ⚰⒔ԙ࿓ฯḋԙ࿓ྻԙय़⊿, ᶷᕋ⎣ԙ⑫⊿ԙ㉋ԙዿԙ࿓ᙧԙႳ
⓳ႳԙᄇԙΉ⒀④ᑫԙ᧿⎃. ඣ࣯ԙႳ⓳㉇ᝣԙΉ⒀ԙᄇྷ. ⓳㋯ԙ⚯⚯ԙ∷ԙ㉷၇ԙ
࿓ᙧԙᤘ㊔⑇ԙ⑫ԙඣ࣯ԙ㉣ԙ᧣ྃԙय़, Ή⒀, Ⴓ⓳. ඣ࣯ԙΉ⒀㉇य़ඇԙႳ⓳㉇ᝣԙᄇྷ
. <┄ᣧ㍃>

정미화는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했는데, 세계여행에 도전하는 것이 직장 다닐
때부터의 꿈이었다. 정미화는 퇴직을 하자마자 여러 나라로 배낭여행을 다녀왔다.
정미화에게 퇴직은 “쳇바퀴처럼” 생활하던 직장을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고, 새로운 일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이다.
⻣ԙ㉇ᝣԙ㉇၇ԙ⑫ԙ၃ԙ④ᶰԙ㉏ԙἇԙ⊵ྷ. ૧⭇ᚻԙዿԙᶰ㍘④ԙᤃᝣԙዿԙ⋛ॣ
⊿ԙᛍྃԙ࿓ᙧԙ⑫ԙ㉏ԙἇԙ⑷ྷԙዿԙ࿓ᙧԙΉ⒀⑧ԙय़●. <㌼┄㑛>
⻣ྃԙᶷᕋ⎣ԙᶥ⑇ԙΉ⒀④ᑫԙඋԙࣰ᷌㉣, ൌ④ԙ∳ྷ. ⍋ᝣԙ④┋⚯ԙඣ࣯ԙ
37ำԙਿ⚰⊿ԙ૫ᠣ㉷⒅∳⎃. ૫ၟԙ૧य़⌯ྃԙ࿓ᙧԙᶷᕋ⎣ԙḧᙫԙᶣԙ⑷⒅∳. ૧
᚛ԙඣ࣯ԙईԙ૧ᗨ⊿ԙṼ㉷၇ԙᶛᑻᇓ৫⑇ԙ৯⊿ḋԙ┄᚛࣯ԙᄇԙᶷᕋ⎣ԙᶛᑻ৫⑇ԙ
৯࣯ԙΉ⒀④ԙძ. ᶷᕋ⎣ԙᶥ⑇ԙΉ⒀④ᑫԙࣰ᷌ԙ㉣. <㉋ḏ㑛>

홍정희는 군인으로 복무하다 계급정년으로 퇴직한 후 ‘보건교사’라는 새로운 직
업으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홍정희는 교사로 재직할 수 있는 나이까지
교직에 종사한 후,132)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는 65세 이후에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할 계획이다. 홍정희에게 은퇴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군인이라는 직업에서 교사로, 간호사로 “또 다른 시작”을 할
132) 홍정희는 보건교사로 교사 정년인 62세까지 일하고, 정년 후엔 강사 자격으로 65세까지
근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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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하는 계기이다.
한선희에게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한선희는 교직에서 퇴직
한 후 “음악을 모토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고
서술했다. 한선희는 은퇴 후 자신의 삶을 설명하면서 매일의 일정과 관여하고 있
는 모임, 계획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했다. 대부분 음악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한선희는 다루고 있는 악기에 따라 하고 있는 활동들을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면접이 끝날 즈음엔 면담자도 한선희가 연주하는 6가지 악기, 즉
기타, 오카리나, 우쿨렐레, 팬플룻, 하모니카, 드럼의 이름을 외울 정도였다. 한선희
는 퇴직 전에는 가르치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문화센터에서 원하는 주제에 대해
서 배우고, 동료들과 함께 협회에서 활동한다. 교직에 있을 때는 원하지 않는 것도
해야 했고 관리자로서의 책임감도 컸지만, 지금은 원하는 것만 부담 없이 할 수 있
고 “그냥 즐기면” 되는 생활이다. 한선희에게 은퇴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기점이 되었다.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여성들은 일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위기나 사회
경제적인 활동의 단절로서 은퇴를 해석하지 않는다. 일부 여성들에게 은퇴는 일자
리에서 물러나 하고 싶었던 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계기이고, 다
른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2) 여유로움
은퇴는 인생에서 비구조화된 자유로운 시간으로, 매일 출근해야 하는 직장으로
부터, 동일한 일상으로부터, 상사로부터, 지나친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기이
다(Calasanti, 1993). 본 논문에서 중간계급의 경제적으로 안정된 여성들은 은퇴로
인해 여유로운 생활을 보낸다고 설명했는데, 이들은 생애 중 은퇴 후인 지금이 가
장 행복하다고 밝혔다.
╟ԙ⋛␏ᕋ⎯, ⑿␏. ᷌㍋⑇ԙ⋛␏. ᶷᕋ⎣ԙᶥ. ᶷᕋ⎣ԙ㑛ᛌႳԙᄏԙἇԙ⑷, ඣ࣯ԙ
㉇ㇷԙ१ԙ㉏ԙἇԙ⑷࿓ྃ. ╯ԙૼ┄⓰⑧ԙ૧ᓟԙཿൻ... ඣԙ᷌㍋ԙⵛॻԙᑫ⚯य़ඇԙ૧
ᓟԙॣԙ∳ྻԙय़ԙई≏⎃. ⌳⓳㑷ԙ180Ⴓᕋԙ᷌㍋④ԙᑫ┻࿓ԙ④य़᧣࿓ྃԙ᷌㍋⑇ԙ⋛␏
ᕋ⎯④ԙ᷌গḋԙ૧ሻ᧣࿓ྃԙ╟ԙΉࣳ⓰ᕋ, ␐⦣⓰ᕋԙ။ԙ㒇ᇓ. ⋛␏ᕋ⎣ԙ∷
┄⓰⑧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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ェ∷㉋ԙᚷԙ࣯⚷ԙἇԙ⑷ྃԙΉ⒀④ᑫԙ᧿⎃. ૧ሻ⣓ԙᄇᝣԙ∳④ᇓ④ԙ⊣ཿԙ┄Ⴓԙ
Ḡ⒔ԙ㉷ԙ⚰⒔ԙ࣯⚷ԙඇ④⒅∳⎃. ૧ᓛᝣԙ╟ԙ⋛␏ԙ⑷ྃԙ᷌㍋ԙ㉇⚯ԙ∹ԙ
૧ᓟԙࣰ᷌ԙ╯ԙ㉷⊷⊣⎃. <ଯ㑛ব>

김희경은 은퇴를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기,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
는 시기로 의미화했다. 김희경은 직장생활을 할 때는 낮 시간에 운동하러 가는 사
람이나 한가로이 찻집에 앉아서 지인들과 차를 마시는 주부들의 모습이 부러웠다
고 언급하면서, 퇴직한 지금은 직장에 다니면서 할 수 없었던 활동들을 할 수 있어
서 좋다고 설명했다. 요즘 김희경은 시간을 낼 수 없어서 하지 못했던 운동을 하루
에 두 번씩 다니고, 아이 학교의 학부모 활동에도 참여한다. 퇴직 전에는 아이에게

“빨리 빨리, 제발 좀 빨리 빨리”라고 다그쳤었는데 지금은 “천천히 해. 괜찮아, 기
다려 줄게” 라고 얘기하며 아이에게 맞춰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겼다.
교직에서 퇴직한 백지영은 퇴직 전⋅후의 생활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이야
기를 여러 번 했지만, 퇴직 전에는 짜여진 시간표대로 생활했다면 퇴직 후에는 시
간에 억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져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서술
했다. 백지영은 퇴직으로 여유로워진 생활을 식사 시간과 식사 준비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아침 일찍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출근했는데, 퇴직을
한 요즘은 남편과 함께 여유 있게 아침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퇴직 전에는
바빴기 때문에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대강대강” 식사 준비를 했었는데, 요즘은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의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요리법을 익혀 제대
로 된 요리를 만들게 되었다.
┋࣯ԙ⋟ԙྷԙব┋⓰ᕋႳԙ∷┄④ԙᄇ⒅∳⎃. ᠫᕏԙ⊣ናԙᶛᑻԙᩯ╠㉇࿓
ԙ㉇⚯ᚻԙ⓳ԙ⪘-ᩳ㉣⎃. ૧ᒇḋԙ┋࣯ԙ⚯ԙ㎳࣯ԙ㉸᧤㉏ԙἇԙ⑷ྃԙ④␏⑇ԙ⦚ԙ⛧
ྃԙᶛΐԙ⋟④⊿⎃... ᄿԙ⛧ྃԙ④ԙᚷ. ┋ԙᚷ⊿ྃԙェ∷㉗Ⴓԙ⌓, ዿԙব┋
⓰ᕋႳԙ➫ᇓ᚛⚯ԙ∹ԙ૧ᓛྷԙᚻ╠④●. ⎃ᶷྃԙ⭋ਜ਼ᇓԙᚻඇᝣԙ“ඇྃԙ⓳᷌⊿ԙ
ඇᑫᙫԙਜ਼㉷ඇᦫ” (⎲) ૧ᓛᝣḋԙェ∷㉇ԙ┄ᚿԙ╺ԙ㎳ᙫԙ᧣ඣԙ⑷⊣⎃. <⩋
⋰Ἃ>

최영순에게도 은퇴한 지금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이런 복을 받나 라고 여길
정도로 편안하고 좋은 시기이다. 은퇴기가 여유로울 수 있는 것에는 공무원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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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서 누리는 경제적인 여유와 자신이 원하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시
간의 여유가 바탕이 되었다. 최영순은 자신이 더 현명했더라면 조금 더 일찍 은퇴
를 선택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할 정도로 은퇴 후 생활에 만족한다.
중간계급 여성에게 은퇴는 무거운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서 벗어나서 보다 여유
롭고 한가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기로 인식되었다. 사전트 외(2012)의 연구에
서도 경제력이 있는 여성들이 임금노동과 자녀 양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원하
는 데로 살 수 있는 시기로 은퇴를 해석했다.

3) 상실: “언저리에 있다는 생각”
은퇴를 상실로 의미화한 여성들은 사회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경제력의 상실,
비생산적인 노년기로의 진입 등으로 은퇴를 표현했다. 은퇴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도 은퇴를 부정적인 삶의 사건, 인생의 위기로 규정하거나(김나연 외, 2007), 자아
정체성에 대한 위기,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생애 사건으로 평가했다(한경혜, 2008;
한경혜⋅손정연, 2012).
ᶛ㍻⓰⑧ԙ᭐᭐㉋ԙ⺠ྷ⊿ḋԙ╯ԙ┧ඇ⌓ྃԙཿൻԙ⑷⊣⎃. ࿓Ήԙඣ࣯ԙ⑫㉇ᓛԙᇓ
⊣࣯ଣԙ㉷ྃၟႳԙ૧ԙ᭐᭐㉇ॻԙᠫᔓԙ⑷ྃԙ⺠ྷᤃⴣԙ∷⊿ԙᇓ⊣࣯ԙ⑷࿓ྃԙࣰ᷌ԙ╯ԙ
∷ԙᇓय़ᇏ⎃... ≬ࣳԙ⊧⓯᚛⊿ԙ⑷࿓ྃԙࣰ᷌④ԙᇓଟྃԙ㉣⎃. <ḋ␏ব>

서유경에게 은퇴는 사회의 핵심에서 빠져나와 “언저리”에 있게 되는 시기로, 퇴
직 후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의 “빡빡한 톱니바퀴 안”에 있다는 생각
이 들지 않는다. 퇴직 전의 직장에서 일했던 것과 비슷한 강도로 일함에도 불구하
고, 젊었을 때만큼 치열한 “센터”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아이들을 키우
고,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바쁘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했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일상의 구조가 변화되면서 삶의 중심에서 비켜나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박명옥에
게도 은퇴는 사회에서 벗어나는, “사회에서 조금씩 밀려나오는”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
ᡃ࣯ԙΉ⎿㉇࿓ྃԙ૧ᓟԙࣿ┄᧣࿓ྃԙ∳⚰ԙᠿᑫႳԙ၃ԙ㉏ԙἇԙ⑷ྃԙय़ԙईၟԙ૧ᓟԙ
∳Ὓ⎯④ԙ⑷၃ᑫਜ਼⎃... ∳⚰ԙ၃ԙ㍋ԙ㉏ԙἇԙ⑷ྃၟԙඇ④ԙ┋㉋ᕋԙ㉣ḋԙ૧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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ᅛ≫ԙᄇྃԙਜ਼ඇԙ૧ᓟ. <␏㌋⋰>
╯ԙ⎟⎧㉇࿓ԙࣰ᷌㉏, ⻣ԙ㉷࿓ԙ㉇ᝣԙ⍏⚯ԙ‘∳, ⁗’ ④ᓟԙࣰ᷌④ԙᇓ⊣
⎃. ╯ԙᾛㇳ⚯. ╺ԙॣԙ∳ྷ⚯. ⑴ᶛྃԙ╺࿓ԙࣰ᷌㉇ྃၟԙ⻣ྃԙ⚯ྃԙ㉣ԙईԙ
ଟᩳ, ᚿԙ⑿⦣࣯. <⓳⑧Ἀ>

유혜영과 전인숙에게 은퇴는 노년기로의 진입으로 여겨진다. 유혜영에게 은퇴
는 인위적인 제도로서 “아직은 뭐라도 더 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노인으로 인식
되어 직장을 나와야 하는 아쉬운 시기이다. 전인숙에게 은퇴는 직업이 아니라 삶
에서의 은퇴로 의미화된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던 시기가 지나고 몸도,
정신도 쇠퇴하는 시기이고, 이제 나이 들어가는 것만이 남아 있어서 언제 인생을
마감해도 이상하지 않은 단계로 여겨진다.
기존연구에서 여성들은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감을 가족 역할의 수행을 통해 보
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안지선⋅전혜정, 2012; 한경혜⋅최새은, 2013) 남성들보다
긍정적인 은퇴 경험을 가진다고 분석되어왔다(한경혜, 2008; Damman, Henkens &

Kalmijn, 2015; Slevin & Wingrove, 1995). 하지만 일 역할을 가족이나 가족의 역할
로 대체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은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August,

2011). 본 논문의 여성들에게 일과 가족은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각각의
것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은퇴를 상실로 의미화하는 사례들은 노동계급 여성들이
더 많았다. 이들은 은퇴가 노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사
회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사전트 외(2012)
의 연구에서도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연금을 받지 않고 잔여적 복
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은퇴는 궁핍한 상황과 제한된 가능성이 증가하는 부정
적인 시기로 인식된다고 분석한다.

4) 양면성: “공존하는 거 같애요”
은퇴의 의미는 부정적인 것 혹은 긍정적인 것으로 양분되어 논의되었다. 은퇴의
초기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강조했었지만, 최근 들어 긍정적인 시각, 양면적
인 시각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 여성의 일부에게서도 은퇴 경험
은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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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ԙय़ԙई≏⎃. ᩯ┄⓰⑧ԙࣰ᷌Ⴓԙ╯ԙ⑷ԙૼ┄⓰⑧ԙࣰ᷌Ⴓԙ╯ԙ⑷. ૼ┄⓰
ᕋྃԙඣ࣯ԙ♿ଧԙἇԙ⑷ྃԙ᷌㍋ԙ╯ԙ၃ԙᚽ④ԙ♿ଧԙἇԙ⑷, ⋛␏ᕋ⎣ԙ᷌㍋ԙ㉏ԙ
ἇԙ⑷⚯ԙ∹ԙᑫྃԙࣰ᷌④ԙ╯ԙ⑷ྃၟԙ૧ॻԙ⑧┋ԙব┋⓰⑧ԙᆦᤊ⭗④ԙᄋ࿓ԙ㉇ᝣԙ
૧ॻԙ⪘ᩳ㑷ԙ࣯ྔ㉇এ●. ᩯ┄⓰⑧ԙᝣ⊿ԙ⑷⊣ḋྃԙᇓ⊣⌓ྃԙႷ④ԙ⊵⒅∳⎃. ૧ᓟԙ
य़⊿ԙ㉣ḋႳԙᩯࣿ④ԙ╯ԙ⑷⊣⎃. ∳ԙ⁗≫⚯, ඣ࣯ԙ╯ԙᶛԙῥԙय़ԙ∷ԙᶛ≫⚯ԙ
૧ᓟԙᝣ⊿ԙ⑷⊣ḋྃ. <ଯ㑛ব>

김희경에게 은퇴는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긍정성은 경제적인 여유를 전제로 한다. 은퇴의 부정적인 면
은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면서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특히 소비를 줄여야 하는
점이다.
ᩯ┄⓰⑧ԙࣰ᷌Ⴓԙ⑷●. ⍋ᝣԙ⻣ԙ㉇ᝣԙ㉇၇ԙ⑫ԙ၃ԙ④ᶰԙ㉏ԙἇԙ⊵ྷ. ૧
⭇ᚻԙዿԙᶰ㍘④ԙᤃᝣԙዿԙ⋛ॣ⊿ԙᛍྃԙ࿓ᙧԙ⑫ԙ㉏ԙἇԙ⑷ྷԙዿԙ࿓ᙧԙΉ⒀⑧ԙ
य़●. <㌼┄㑛>

홍정희는 군인이라는 직업이 적성에 맞았고, 퇴직 후에도 더 복무할 수 있는 기
회만 있다면 군인으로서의 생활을 좀 더 지속하고 싶었다. 홍정희에게 은퇴는 원
하는 직업에서 강제로 퇴직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이었으나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으니 긍정적인 측면도 가진다. 홍정희는 건강 악화로 퇴직
후 3년을 쉬었다가 보건교사로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회에 기여할 수 있
는 또 다른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일에 만족한다.
ব┋⓰⑧ԙᝣ⊿ḋྃԙ⻣ᑫᝣԙব┋㍋④ԙൌඛ࿓ྃԙᝣ⊿ḋԙ╯ԙᩯ┄⓰⑫ԙय़ԙई,
ᶛ㍻⓰⑧ԙ⻣ᑫԙ㉇ᝣԙ⋷ᙫԙᇓ⊣ḋԙ╯ԙὛ⊣≫ԙᄇԙ⑧᷌ԙ╯ԙ♿গ≫ԙᄇԙ૧ᓟԙ
ᝣ⊿ḋԙ᧣ᝣԙ╟ԙૼ┄⓰⑧ԙᝣႳԙ⊵⚯ԙ∹ඇ... ඣ࣯ԙ╯ԙ⇧ԙἇԙ⑷࿓ԙࣰ᷌㉇ԙඇ
ྃԙᶛྃԙॻԙᛍ࿓ԙ᧿⎃. ૧ԙࣰ᷌④ԙ⑷ᝣԙ⻣⑇ԙᑫ④ㇳ࣯ԙ╺ԙॣၟԙ૧ԙࣰ᷌ԙ⊵
ᝣԙᠣ╟ॣԙඇᵋԙय़●. <ḋ␏ব>

서유경은 경제활동이 끝났다는 면에서 은퇴는 부정적이지만 인생을 즐길 시간
적인 여유가 있는 시기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 단, 은퇴의 양면적인
의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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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양면적인 것으로 의미화한 집단은 대부분 중간계급 여성들이다. 이들이
설명한 부정적인 면은 주로 직업적인 고용상태에서 물러났을 때 발생하는 것들이
다. 경제적으로 취약해지고, 직업과 관련된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익숙
한 생활방식과 일상의 구조가 변화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면은 다른 일을 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인생을 즐길 수 있고, 여유를 누
릴 수 있다는 점이다. 쉐리 외(2017)의 연구에서도 여성들은 은퇴에 대해 상실감과
자유로움을 동시에 언급한다. 여성들에게 은퇴는 성공이나 가치와 같은 감정을 상
실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일로만 점철되어 있던 시간과 일로 인한 스트레스
의 끝을 의미하기도 한다(Sherry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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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50대에서 60대 초반의 노동경력이 있는 은퇴기 여성의 생애이야기를
통해 일-가족과 은퇴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일하는 여성들의 생애에서 일과
가족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영역이 아니라 두 영역 모두 삶을 구성하는 일부분이
었고,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삶의 과제로 여겨지고 있었다. 개별 여
성은 삶 속에서 두 영역을 조정하면서 생활하고 있었고, 일과 가족을 어떻게 관계
맺는 지에 따라 은퇴 과정과 의미가 달라졌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함의와 향후과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1절 연구 결과 요약
1. 중간계급 여성의 일-가족 생애 경험과 자기 서사
중간계급 여성은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여성들이 많았고, 대학 진학 시 결정한
학과가 직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선택한 직업은 교
사, 간호사, 건축사, 군인 등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종사하거나,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 하에 여성도 평생취업이 가능한 직종이었다. 이들이 해당 직업을 선택한 것
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가 크게 작용했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는 것이 삶의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간계급에 근무했던 여성 대부분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당시 종사했던 일자리
에서 경력단절 없이 근무하였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필요성, 주변의 지지, 사회적 평판이 좋고 여성이 하기에 적합한 일자리의 특성 덕
분이다. 연구참여자들이 기혼 여성으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했던 1980년대 중⋅후반
에는 성별분업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은 자아실현을 위한 것으로
논의되었지만 실제로 경제적 필요성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주요 요인이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성별분업은 현실에서는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존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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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족 관련 요인들이 기혼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에 갈등을 유발하면서 여성 취업을 단절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되지만, 본
논문에서 생애취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에게는 가족 관련 요인들이 오히려 직장생
활을 지속하게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노동자 정체성을 강하게 나타냈으며, ‘일’과 ‘가족’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삶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간계급 여성들 중 절반
정도는 결혼생활의 일부 기간 동안 일인 생계부양자로서 가계를 이끌었고, 생활비
또한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생계부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오히려 남편보다 안정적인 생계부양 역할을 더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남편이나 자녀의 성취를 자기 자신의
성취로 여기지 않았다. 이들의 자기성취 욕구는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에서 충족되
어야 하는 것이지, 남편과 자녀의 성취로는 대리 만족될 수 없는 것이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단절 없이 생애노동을 해 온 사례들로 일-가족 문제를 어려
운 과제였다고 서술했다. 이들이 서술하는 가족 내의 역할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일상 유지노동으로서의 가사잡무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야기되
지 않았다. 또한 중간계급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여성이
라는 이데올로기를 스스로도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 내 돌봄 역할에 대한
책임을 혼자서 지려고 했다. 대부분 2개월 정도의 짧은 출산휴가가 끝나고 바로
복직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에게서
일과 자녀 양육을 선택해야만 하는 갈등적인 상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가족을
양립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다 보니, 일과 가족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서사가
나타났다. 일이 우선이고 다른 건 뒷전이었다고 서술하거나, 직장과 가정 두 곳 모
두에서 잘하려고 노력했다고 서술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자녀를 양육했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는 가족친화제도
를 이용해서 아이돌봄을 해결할 수도 없었고,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 또한 그리 많
지 않았다. 질 좋은 돌봄을 고민하기 보다는 돌봄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웠
고, 아이돌봄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었다. 지속적인 생애노동경력을
가졌던 여성들은 자신이 아이돌봄을 전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력자들의 도움을
조직해야만 했다. 대부분은 친정부모나 시부모가 아이 양육을 도와주었지만 아이
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돌봐 주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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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력자가 안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도움
의 조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중간계급 여성의 남편들 대부분은 가사와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여성들
또한 남편이 참여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남편이 가사노동을 분담하지 않는 것
은 개인의 의지나 성향 탓이 아니라 자신들이 변화시킬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으
로 해석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직장 일과 가사노동의 이중노동을 수행해 왔지만 가
사분담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일으킨 경우는 거의 없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일하는 엄마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렵게 직장생활
을 일구어온 삶이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엄마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자녀들에게 시간과 관심을 적게 쏟은 것에 대해 미안한 양가감정을 드러내었
다.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온 것이 자랑스럽지만 엄마로서는 아이
들에게 미안함이 더 컸고, 이러한 감정은 현재의 성인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
을 주는 형태로 나타났다.
중간계급의 생애노동을 영위했던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주된 서사는 자신의 일
에 대한 것으로, 특히 자기 개발 노력, 직장생활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
하였다. 중간계급 연구참여자 중 2/3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학업을 병행했는데, 연
구참여자들은 현재 직장에서 인정받고 더 나은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학위나 자격
증을 취득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의 직장을 벗어났을 때도 평생 지속적으로 일
을 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기도 했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자신이 직장생활
을 하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와 여성이기 때문에 받았던 차별이나 어
려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승진에 대한 서술을 주요하게 했
다. 당시의 직장 환경에서 여성이 승진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승진은 자신
의 직장생활을 돌아볼 때 자랑스러운 경험과 성취가 되고, 직장생활을 오래 할 수
있었던 버팀목이 되었다.

2. 노동계급 여성의 일-가족 생애 경험과 자기 서사
노동계급 여성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생산직⋅무급 가족종
사자⋅단순 사무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노동계급 여성은 대부분 결혼퇴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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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력이 단절되었으며, 결혼 당시의 일자리가 퇴직 시까지 지속된 경우는 한 사
례도 없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이 다시 일을 하게 된 것은 생활비 보조, 주택 마련, 아이들의
교육비 마련 등의 경제적인 필요 또는 우연한 기회로 인해서였다. 우연한 계기로
재취업을 하게 된 여성들은 나이가 어리고, 돌봄이 많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노동계급 여성은 경력 복귀
후 결혼 전과 동일한 직종에 취업한 사례는 없었고, 재취업으로 얻은 자리는 비정
규직 판매직이 대부분이었다. 오랜 기간 직장을 벗어나 있던 노동계급 여성들은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대 혹은 보험 영업처럼 일정 조절이 가능한 노동조건으로
복귀함으로써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가족들도 전업주부였던 연구참여자들이 직장에 다니는
것에서 오는 불만들을 조절할 수 있었다.
노동계급 여성들 대부분은 재취업 시 시간제 일자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
지만, 경력이 쌓이면서 전일제, 주 5일제로 노동조건을 변화시켰다. 이들은 상대적
으로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가지게 된 것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회사 측으로부터
의 입사 제의 같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 또는 생산직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과 같은 중년 여성 일자리였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자신의 경제활동은 부업, 남편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 자
신에게 필요한 돈을 버는 행위 등 생계에 보조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노동계급
여성 가구 중 일부는 남성의 생계책임자 역할이 매우 불안정하고, 아내에게 생계
를 의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성들은 자신이 실질적인 생계부양을 하고 있는 경
우에도 남편이 생계부양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부양 부담이 줄어들
기를 바랐다.
노동계급 여성들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일하는 것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일하는 것 자체에 만족한다고 서술했다. 이들에게는 ‘어떤’ 일
에 종사하느냐가 아니라, 현재 ‘무슨’ 일이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 노동
계급 여성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것을 형편에 맞게 열심히 하는 것뿐이라고 서술하
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내적인 특성보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비중을
더 두었다. 구체적으로 원하는 일을 한다기보다는 우연히 하게 된 일을 계속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신의 일은 정기적인 수입원이 된다는 것에서 만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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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일-가족 양립 문제를 힘들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이들은 결
혼퇴직으로 경력단절을 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했고,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초등
학교에 들어가고 난 후 다시 일을 시작함으로써 초기 양육기에는 대부분 전업주부
로 생활했다. 경력단절 후 전일제로 바로 취업한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고, 시간제
로 일을 하거나 자신의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영업을 운영해서 상대적으로 일가족을 양립하기 용이한 상태였다. 노동계급 여성 대부분은 일-가족을 양립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힘들었다, 시집살이할 때가 힘들었
다,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가 힘들었다는 등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꺼냈다. 노동계
급 여성들 대부분이 일-가족 양립을 어렵지 않았다고 대답한 것은 삶에서 일-가족
양립보다 힘든 일이 더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동계급 여성은 가사나 양육에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기 때문에 기대수준을 낮추거나 최대한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했다. 노동계급 남편들은 중간계급 남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사와 양육에 참여
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노동
계급 남성들이 가사와 양육에 협조적이 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논
문의 노동계급 여성들은 남편이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퇴직이라는 상황에 이를 정
도로 일을 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노동계급 여성에게 임금노동은 성역할 규범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기혼 여성
의 역할 범주에 포함된다. 본 논문의 노동계급 기혼 여성이 일하는 여성으로서 느
끼는 보람은 돈의 액수나 물품 같은 구체적인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원을 보낼 수 있었고, 원하는 것을 사줄 수 있
었다고 설명하면서 학원비 액수와 물건의 브랜드명을 상세히 표현했다. 노동계급
여성은 자신이 일을 했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미안한 감정이나 죄책감을 표현하지도 않았다. 일하
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는 자랑스러움과 보람이었다. 자신이 가계의 경
제적인 책임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교육시키고, 양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급 여성들의 대부분은 자녀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했다. 이들이 자녀교육에 집착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학력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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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재생산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교육에 투자
한 주요한 이유로는 그동안 직접 겪어온 학력차별을 들 수 있다. 노동계급 여성들
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신이 받았던 것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려는 생각에서 지나치리만큼 교육에 투자하게 된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자신의 생애이야기를 가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들이
상세히 서술한 건 가족 구성원 중 남편과 시집 식구들로,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남편과 시집에서의 부당한 대우가 주된 서사로 나타났다. 이것은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결혼은 ‘결혼 그 자체’라기 보다는 ‘가부장적인 결혼제도’ 안으로 들어
가는 것의 의미가 강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여성들
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드러낸다.

3. 은퇴 과정과 은퇴에 대한 인식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와 정년이 없거나 혹은 정년이
정해져 있는 직장에서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중간계급 직종에서
정년퇴직한 여성들은 30년에서 40년을 이직 없이 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해 왔
다. 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들 중 정년퇴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공
공기관과 대형마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종사했던 경우였고, 중간계급 여성들과는
근속년수에서 많은 차이가 났다.
중도퇴직한 중간계급 여성들은 여러 가지 퇴직 사유를 들었는데, 직장과 관련한
비가족적 요인이 주가 되었다. 이들은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기회비용을
치룬 집단이기 때문에 퇴직 결정은 쉽지 않았고, 퇴직 사유로 복합적이고 긴 서술
을 하게 된다. 반면 노동계급 여성들이 퇴직 사유로 제시한 것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에 불과하며, 퇴직을 고민한 시기부터 실제 퇴직에 이르는 기간도 길지 않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데 많은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계급의 퇴직
사유는 상대적으로 가족 관련 원인이 더 많았고, 회사 관련 요인이 문제가 된 것은
직속상관과의 관계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여성 은퇴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자녀 출산이나 양육, 손자녀 돌봄이나 배우자 돌봄 등이 여성의 퇴직 사유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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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 본 논문의 대상인 중장년 여성의 경우 가족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의 경우 가족 문제가 가
지는 영향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경제적인 활동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서술한
여성들은 모두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했었다. 이 여성들 중 일부는 현재 시간제로
일하고 있지만 자신의 시간제 근무를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명명하지 않았다. 이들
은 자신의 활동을 전문적 지식과 직장생활 경험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
움을 주는 재능기부 혹은 봉사로 여겼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퇴직 후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거나 뚜렷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재취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사례들보다 더 많았다. 중간계급 여성들이
퇴직 후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된 경우는 주변의 권유에 의한 우연한 계기이거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취업으로 연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재취업에 대
한 명확한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들이 취업을 한 것은 퇴직 후 길어진 시간을 보내
는 것에 대한 막막함에서 기인했다. 퇴직 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중간계급 여성
은 시간제나 시간 운용이 자유로운 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었다. 퇴직 후에도 경제
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중간계급 여성도 시간적⋅신체적 여유를 가
지기 위해서 예전에 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있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이 퇴직
후 다시 택한 일은 자신의 이전 직장경험이나 전문적 지식과 관련되는 일이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의 대부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도 당연히 경제활동
을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고, 단절 없이 일을 하고자 했다. 퇴직 시기에 맞추어
다른 일자리를 구해놓거나,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구직활동을 지속하였다. 퇴직
후 노동계급 여성 대부분은 전일제로 일하고 있었고, 퇴직 전 직종과 유사한 직종
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노동조건은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퇴직 전
무기계약직이나 생산직 정규직으로서 고용안정성이 높고 비교적 규모가 큰 직장
에서 일했으나 퇴직 후에는 장시간⋅불규칙한 노동시간, 야외 현장근무 등 더 나
빠진 환경에 처해 있었다. 퇴직 후 일부 노동계급 여성들은 직업 훈련 중이거나 구
직 중이었는데, 대부분 퇴직한 지 6개월 정도로 퇴직 기간이 짧은 사례들이었다.
이들은 자격증 취득 과정 중에 있거나 자격증 취득을 마친 후 일자리를 구하고 있
었다. 퇴직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중고령 여성 노동자가 취업
할 곳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 산모도우미와 같은 자격증 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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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한 일자리는 입직시의 연령에도 제한이 없지만 정년제가 없는 직종이다.
이러한 직종에서는 원하는 연령까지 일할 수 있고, 종일제 근무뿐만 아니라 시간
제로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노동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노동계급 퇴직 여성들은 일의 경제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급 여성 대부
분은 쉬고 싶다는 이야기보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
고, 자신들의 활동이 가계에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일하는 것을 긍정적
으로 평가했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일하지 않는 사람인
전업주부와의 비교를 통해 확보했다. 전업주부는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가사노동에만 전념하는 것보다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 경제적 보상뿐만 아
니라 사회적 성원으로 더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중간계급 퇴직 여성들의 대부분
은 일의 기능 중 체계적인 시간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인 소속감을 부여하
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설명했다. 중간계급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무렵과 퇴직 후의 일에 대한 의미는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퇴직 후의 일에서는 경제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신이 은퇴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여성들은 공공부문에서 정년퇴직한 사례
들로, 상대적으로 충분한 연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직업에서 정년퇴직으로 물러남으로써 “할 만큼 했다”는 소회를 가지고 퇴
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퇴직을 곧 은퇴로 인식했다. 이 외의 여성들은 자신
들이 퇴직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상태를 선뜻 은퇴한 것으로는 규정짓지
않으려고 했다.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은 은퇴를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 하는 것,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 하는 것, 은퇴는 없는 것, 은
퇴는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은퇴개념인 직업적인 고용상태
에서 물러나는 상태를 은퇴로 정의하는 사례는 절반이 되지 않는데, 노동계급 직
종에 종사했던 여성들 중 이러한 견해를 나타낸 사례들이 더 많았다. 은퇴를 사회
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여성들은 가사노동, 손자녀 돌
봄도 노동의 영역에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념은 여성의 경험에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사이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유급노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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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노동 둘 다를 포함한 개념으로 노동을 상정하는 것은 여성의 은퇴 정의의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은퇴는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 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중간계
급 여성들에게서 나온 정의로, 일생동안 직장과 일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온
중간계급 여성들에게 은퇴는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회적 관계의 축
소를 의미했다. 자신의 삶에 은퇴는 없다고 정의한 여성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혹은 건강이 나빠져도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퇴는 일부 여성들에게 현재도 변화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 경우 은퇴
는 퇴직과 함께 경제활동을 그만 두는 것이라는 개념에서, 은퇴는 없는 것으로 변
화되었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은퇴를 삶의 새로운 시작, 여유로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가 많았다. 자신의 은퇴시기를 예상할 수 있고, 노후소득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은퇴를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로, 여유롭고 한가로운 삶
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의 단계로 인식했다. 은퇴를 상실로 의미화한 여성
들은 노동계급 여성들이 더 많았는데, 은퇴를 사회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경제력의
상실, 비생산적인 노년기로의 진입 등으로 설명했다. 이들에게 은퇴는 노년에 이르
렀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사회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은퇴를 양면적인 것으로 의미화한 여성들은 긍정적인 면으로 다
른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인생을 즐길 수 있고,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
을 들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직업적인 고용상태에서 물러났을 때 발생하는 것들
로, 경제적으로 취약해 지거나 직업과 관련된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
이다.

2절 연구의 함의와 향후 과제
본 논문은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은퇴기 여성들의 노동생애를 통해 노동자로서
의 삶과 기혼 여성으로서의 가족 내 역할, 노동생애를 마무리짓는 단계로서의 은
퇴 과정과 은퇴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양한 노동 이력을 가진 여성들을 연구
대상으로 모집했지만, 생애이야기를 분석해보니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중간계
급 직종에서 안정적이고 장기간의 노동경력을 가진 여성들과 노동계급에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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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노동경력을 가진 여성들로 나뉘어 졌다. 본 논문에서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
했던 여성들과 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들은 생애노동경험과 자기 서사, 은
퇴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다.
여성 노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여성이 가사와 양육과 같은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에 제한을 받게 되고, 따라서 여
성의 노동경력이 단절되거나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된다고 설
명한다. 본 논문을 통해서도 여성들은 계급과 관계없이 남성에 비해 훨씬 더 가족
에 고착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급에 해당하는 직종의 특성에 따라 일-가
족에 대한 협상력에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중간계급에 속하는 안정적
이고 좋은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일-가족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 범위가 확장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성이
가족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는 설명의
선후관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고, 불안
정한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쉽게 경력단절을 선택하게 되고, 일-가족 양립에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 하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일-가족 양립정책은 여성의 경력 중단 사유가 출산과 육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여성의 가족 내 돌봄 책임을 경감시켜 지속적인 노동 이
력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들이 위주가 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여성
이 분절적인 노동 이력을 가지는 것에는 직종이 가지는 영향력이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 양립정책이 여성의 생애취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에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은퇴 연구에서 가족은 남성의 은퇴를 연구하는 영역에서는 배제되고, 여성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만 변수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기존 은퇴 연구가 남성중심적이
라는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남성과 여성의 은퇴 경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남성들의 삶도 가족과 직장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남
성을 대상으로 한 은퇴 연구에도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직업생활에서의 역할의 관
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 은퇴자만 분
석했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은퇴 연구 전체에 페미니스트적인 문제의식을 던지는
것일 수 있다.
기존 은퇴 연구에서 여성 은퇴당사자에 대한 연구는 남성과 비교하는 방식이 주

- 224 -

6장 결론

가 됨으로써 여성 은퇴가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 지에 대해서는 제대
로 연구되지 못 하였다. 특히 양적방법을 이용한 여성 은퇴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여성들이 과다표집됨으로써 노동계급 여성의 경험이 여성 일반의
경험으로 분석되어졌고, 남성과 여성 간 은퇴의 차이점만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
중간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들과 노동계급 직종에 종사했던 여성들의 은퇴 과
정과 은퇴 경험은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요한 일자리에서 장기간 경력을 가
진 여성들의 은퇴 경험은 남성 노동자들의 은퇴 경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본 논
문의 발견으로 볼 수 있다.
여성 은퇴의 특징이 잘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령 여성들은 노년기 삶의
주체로 인식되기 보다는 남편이나 자녀에게 의존적인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여성
들의 생애가 다양해짐에 따라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여성들이 늘어났고,
은퇴 과정에 있는 여성들의 수도 증가했다. 중고령 여성에 대한 적합한 정책을 구
성하고, 여성들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
은 정책담당자들이나 은퇴적응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현실적인 안목과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은퇴 과정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실천적 과제
를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은퇴와 관계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노동경력
을 가진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족의 의미와 은퇴 경험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
에서 포괄하지 못한 다음과 같은 여성 집단들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남겨둔
다. 첫째, 기혼 여성들 중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은 있지만 중고령의 나이가 될
때까지 노동 이력을 이어오지 못한 여성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양육으로 경력단
절을 겪은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한 여성들은 연구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
였다. 또한 재취업을 했더라도 불안정한 노동상태에서 단기간의 노동만 지속적으
로 해 온 여성들도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단절적인 노동 이력을 가진
여성들에게 일과 가족, 은퇴의 경험은 어떻게 구성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둘째, 기혼 여성들은 출산, 양육 등 혼인이 매개가 되어 발생하는
사건들로 인해 생애 단계마다 일-가족의 균형을 잡아가며 노동 이력을 이어가는
반면에 비혼 여성들은 결혼, 출산, 양육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 비혼 여성은
기혼 여성과도 다른 노동 생애를 경험하지만, 기혼 남성처럼 가족을 부양하는 의
무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혼 남성들의 노동 생애와도 다를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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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취업 구조가 혼인상태와 직종에 따라서 상이한 특징을 지니는 만큼 비혼
취업 여성도 직종의 특성에 구분해서 노동과 은퇴 경험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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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ork-family Life Story of Women in Retirement Age
and the Meaning of ‘Retirement’

Hosook Le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experiences of work-family and retirement through the life
stories of retired women in their 50s to early 60s. This paper was able to fi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women in middle-class occupations and women in
working-class occupations in life's work experience, self-narrative and retirement
experience.
The work-family life experience and self-narrative of middle-class women are as
follows. Most of the middle-class women engaged in the fields related their University
major and continued to work, without interruption in their career, in the jobs they were
engaged in when entering the labor market. Middle-class women showed a stronger
identity of workers, and work and family were perceived as a life task, not a choice.
They often paid for their full living expenses or shared them jointly, and considered
their breadwinning roles as natural.
Middle-class women described work-family reconciliation as a difficult task. In most
cases, their parents or parents-in-law helped raise the children but, since such help were
mostly not stable, those women had to try to find other help. Most of the middle-class
husbands did not participate in housekeeping and upbringing, but the problem of
housework sharing did not become a factor of conflict, as women regarded it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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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of the times. Middle-class women were proud of their status as working
mothers to their children, but they also expressed their feelings of sorriness because they
did not seem to spend much time and attention on their children. The main narrative
that appears in middle-class women is about their work experiences, especially their
self-development efforts and experiences in the workplace. They explained in detail how
hard they worked during their careers and the discrimination and difficulties they faced
because they were women.
The work-family life experience and self-narratives of working-class women are as
follows. Working-class women entered the labor market with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ion as blue-collar workers, unpaid family workers or simple office workers. Most
of them experienced discontinuities of employment due to the marriage retirement, and
there was no case in which the job at the time of their marriage had lasted until their
retirement. It was in economic necessity or by chance that working-class women came
back to work. For women in the working-class, their economic activities were perceived
as subsidies to their livelihoods. Some of the women were responsible for the actual
sustenance. but they still had a perception that their husbands were breadwinners. Most
working-class women were positive about working, and what was important for them
was the fact that “they were working” rather than in which jobs they were engaged.
The working-class women stated that work-family reconciliation was not difficult.
They nurtured their children during the career interruption and most of them worked
part-time when re-entering the labor market. In addition, since there were more
difficulties than work-family reconciliation in their life, they could not feel too much
pressure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While most women in the working-class were
unable to receive external support for housekeeping or parenting, but those
working-class women in this paper were able to work at their retirement levels because
their husbands were cooperative in their housework or nurturing. The working-class
women were proud of herself as a working mother in that they were able to educate
and nurture their children in a stable manner because they shared the economic
responsibilities of households. The working-class women described their life stories
around their families, especially husbands and their husbands’ families, and un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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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f their husbands and husbands’ families that were not helpful to their lives
appeared as the main narrative.
The study participants' perceptions of retirement process and retirement are as
follows. While retired women in middle-class have been continuously working in a
single workplace for 30 to 40 years, those retired in working-class have been retired
from unlimited term contract positions and had relatively short years of continuous
service. The middle-class women quitting the career job had various reasons for
resignation and most of those reasons were related to the workplace, which were not
family-related factors. Retired women in working-class suggested only one or two
reasons of retirement and those were relatively more family-related factors.
Some of the middle-class women stated that they no longer wanted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after retiring from their main jobs, and were working under
conditions of part-time or setting their own schedule if they participated in
post-retirement economic activities. Most women in the working-class were working
full-time after retirement, and were engaged in similar occupation categories to those
before retirement, but their working conditions were getting worse.
Most of the women who judged themselves to be retired were most retired from the
public sector, and they recognized their resignation as retirement. Other women
acknowledged that they had resigned, but refused to prescribe their status as a
retirement. The study participants in this paper defined retirement as not doing economic
activities, not being able to socially necessary things, not having social relations,
nonexistent, and something changing. Those who defined retirement as not being able to
socially necessary works were also included housework and care for their grandchildren
in the category of labor. The notion that the concept of labor includes both paid work
and unpaid work is a distinct characteristic of women's definition of retiremen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participants in this paper for retirement were bilateral meaning
such as new beginnings, leisure, and loss. Middle-class women often perceived
retirement as a new beginning of life and leisure, and working-class women often
referred to it as loss.
The paper also showed that women are much more attached to their families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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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 regardless of their classes, but it is found that there is differences in the negotiating
power between work and famil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occupations
corresponding to classes. In this paper, we believe that the existing explanation, which
says women ar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the labor market because they have
family obligations, revers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acts and should be
changed. Because women ar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the labor market and are
engaged in unstable jobs, they can easily choose to cut their careers and cannot exercise
their negotiation power in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thus, become to play a role of
family care.
In previous retirement studies, the experience of working-class women was analyzed
as the experience of the general women, and the differences in retirement between men
and women were highlighted. In this paper, the retirement process and retirement
experience of women who engaged in the middle-class occupations and women who
engaged in the working-class occupation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The findings of
this paper show that retirement experience of women with long-term careers in good
occupations does not differ from that of men workers.

Key words: women retirement, work-family, gender/class, women labor, middle-aged
women, middle-class women, working-class women, lif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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