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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슈퍼마켓 산업 노동시장의 성별 구조화:
여성정사원의 기업 내 지위를 중심으로
김순영*1)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이 논문은 일본슈퍼마켓 산업의 여성정사원이 처해있는 상황을 분석함으로
써 가족책임이 전면적으로 면제되어 있는 남성생계부양자의 노동모델이 ‘정상
성’으로서의 특권을 갖는 한, 여성노동자는 내부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특히 정사원에게 점포이동과 야간근무, 교대근무를
요구하는 슈퍼마켓 산업의 특성은 내부노동시장 노동자의 가족책임을 결코 용
인하지 않는다. 때문에 가족책임을 가진 여성정사원들은 사원구분제도에 의해
승진이 차단될 뿐 아니라 다른 여성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면 정사원 취업을
지속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취업형태는 본인의 노동지향성 및 인적 자
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애단계와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 다시
말해 여성의 생애단계 상에서 “정사원은 파트타이머의 과거태이며, 파트타이머
는 정사원의 미래태”다. 기업은 이런 현실을 이용하여 과거의 정사원으로 현재
의 정사원을 대체하고 있다. 또 여성정사원의 급감으로 인해 가족책임을 가진
정사원, 모성보호를 받아야 하는 정사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특별하고 비정상적
인 존재로 치부되고 있으며 그것은 다시 한번 가족형성기에 여성정사원이 내부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그 결과 슈퍼마켓 산업의 노동시장은
가족책임에서 전면적으로 면제된, 기업이 요구하는 ‘생활태도로서의 능력’을 갖
춘 “남성생계부양자의 내부노동시장”과 ‘주부제도’가 만들어내는 저임금 고숙련
의 “주부노동자가 중심이 된 외부노동시장”으로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
◆ 주제어: 여성정사원, 파트타이머, 남성생계부양자 노동모델, 가족책임, 사
원구분제도

Ⅰ. 머리말
전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의 성평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
에서 내부노동시장에 속한 여성노동자가 처한 상황에 관한 논의는 곧잘 직무분
리로 인한 유리천정(glass ceiling)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 즉 학력증가를 배경
으로 여성들이 고임의 일자리로 진출하고는 있지만 해당 직종 내에서 수평적,
수직적 성별 계층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직면하여 여성들은 주변
적인 지원부서에서 제한된 영역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
* 논문을 읽고 소중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두 분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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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스페셜리스트를 지향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박기남,
1999: 163-166; 김순영, 2002: 83-84). 또 기모토(木本喜美子, 1995)는 일본의 백
화점 정사원에 관한 조사를 통해 남성적 조직문화 속에서의 “보이지 않는 젠더화
된 커리큘럼”이 여성정사원들이 승진할 수 없게 하는 요인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필자가 슈퍼마켓의 파트타임 노동자에 관해 조사하면서 만난 기혼여
성 정사원들에게 승진문제는 어쩌면 고상한 고민이었다. 그녀들은 승진은 고사
하고 정사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최대의 과제인 상태에 놓여있었다. 가
족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정사원들이 직면한 상황은, 불황 속에서 늘어만 나는
영업시간, 가중되는 야간근무 부담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
후 저임금 노동자인 주부파트타임 노동자가 급증할 뿐 아니라 숙련이 상승하여
산업과 기업의 기간노동력이 되어가는 상황은 내부노동시장에 속한 여성노동자
의 상황을 더욱 사면초가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자의 시장지위와 처우가 일차적
으로 담당업무나 해당 노동자의 업무능력이 아니라 가족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일본의 노동시장에서, 절반의 임금으로 정사원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부파
트타이머의 증가가, 가족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기혼여성 정사원의 입지를
압박하게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논문은 ‘가족주기형 임금’ 및 장기고용과 ‘노동력 사용에 관한 전권(全權)’
이 교환된 결과로 성립해있는 일본의 내부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 정사원이 처해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정사원의 상황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필자는,
성별분업이 당연시되는 한, 그리고 “가족책임에서 전적으로 면제되어 있는 남성
생계부양자의 노동모델이 정상”이라는 특권을 유지하는 한, 노동시장에서 성차
별이 완화 또는 제거되고 여성노동자가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어려움을 주장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슈퍼마켓 산업 여성정사원의 기업 내 지위
에 관해 분석하겠다. 슈퍼마켓산업1)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여성에게 전담된
가족책임의 문제가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즉 체인스토
어 방식으로 수십에서 수백 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슈퍼마켓 기업에서 사용자는
내부노동시장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임금과 고용안정의 대가로 “생활태도로서
1) 슈퍼마켓이란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대규모 소매점포”를 말하는데
많은 경우 체인스토어 방식으로 경영된다. 슈퍼마켓은 종합슈퍼와 전문슈퍼로 나뉘고
전문슈퍼는, 식품슈퍼, 의류품슈퍼, 주관련슈퍼(홈센터 등)로 나뉜다. 종합슈퍼는 의식
주 상품을 모두 취급하며 식품슈퍼는 식품을 중심(70% 이상)으로 부엌관련용품, 그리
고 경우에 따라 약간의 의류를 취급한다(経済産業省『商業統計表』; 國友隆一, 1999).
한국 기업의 예를 들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종합슈퍼이고 원마트, 한화마트 등이 식
품슈퍼이다. 아직 한국에서는 식품슈퍼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종
합슈퍼가 먼저 발달했다. 또 같은 종합슈퍼라 하더라도 일본과 미국 간에 업태의 구체
적 내용이 상당히 다른데 한국의 종합슈퍼 기업들은 일본의 종합슈퍼를 모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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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력”(熊沢誠, 1997: 46-59)을 갖추고 기업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정사원은 사령(辞令) 한 장으로 홋카이도에서 오키나
와로 날아가고 새벽부터 시작되는 개점준비에서 한밤중의 폐점 후 정리까지를
담당하는 노동자일 것을 요구받는 부평초와 같은 존재다.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산업은 전체 종업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파트타임 노동자가 숙련상승을 통
해 기업의 기간노동력(基幹勞動力)이 되어 있는 대표적 업종이다. 따라서 가족책
임의 전담자인 주부노동자이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고숙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파
트타이머에게 둘러싸인 채 “생활태도로서의 능력”을 요구받는 슈퍼마켓 산업의
여성정사원의 상황은 가족책임이 여성에게 전담되어 있는 한 노동시장에서 성평
등이란 요원한 일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대다수의 일본슈퍼마켓 기업 노동조합이 가맹
하고 있는 상부단체인 젠센동맹의 협조를 받아 1999년 3월에서 2003년 8월에 걸
쳐 수집된 것이다. 작업장 조사와 면접조사는 일본 슈퍼마켓 산업의 상위기업
중 7개 기업에 대해 실시했다. 면접조사는 파트타이머에서 본사 간부, 그리고 노
동조합 상부단체의 활동가들 107명에 대해 실시했다. 질문지 조사(조사명: 유통
업 기혼여성노동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관한 조사)는 이 기업들을 포함한
14개 기업(종합슈퍼 8개사, 식품슈퍼 6개사)에서 일하는 822명의 기혼여성 노동
자 (정사원 247명, 파트타이머 575명)를 대상으로 1999년 상반기에 실시했다.2)
아래에서는 먼저 기업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슈퍼마켓 기업에서 여성정
사원이 놓여있는 상황을 개괄하고, 이어서 여성정사원 본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녀들이 직면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그녀들이 어떻게 대처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겠다.

Ⅱ. 여성정사원의 기업 내 지위
1. 여성정사원의 감소
1970년대의 오일 쇼크 이후 일본의 노동시장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이 급성장
하고 있다. 특히 일본 경제가 장기불황으로 접어든 1990년대 이후 파트타임 노
동은 더욱 가파르게 성장하여 2002년 현재 전체 노동자의 23.2%, 여성노동자의
39.7%가 주당 35시간 미만 노동하는 파트타임 노동자다(総務庁統計局『労働力調
査』). 양적 팽창 속에서 파트타임 노동자의 기업 내 정착성과 숙련도 급성장하
여, 파트타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중 직무 및 책임이 정사원과 같은
2) 조사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질문지조사에 대해서는 金英(2001b), 면접조사에 대해
서는 김순영(2004)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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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가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2001년 현재 40.7%를 차지한다(厚生労働省
『パートタイマーの実態』). 파트타이머의 숙련상승은 정사원에 대한 대체가능성을
높여 다시 양적 팽창으로 이어진다.
파트타임 노동의 성장이란 내부노동시장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노동시장이 축소했다고 해서 내부노동시장에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정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불황 속에서 그리고 파트타임 노동의 성장
과 더불어 남성 노동자 내에서도 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축소되고 있지만 그
강도와 속도는 여성에게 일어난 변화와 비할 바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본 경제
가 본격적인 불황으로 접어든 1993년에서 2001년 간 남성 노동자 중 정규직 비
율은 90.6%에서 87.5%, 여성 중 그 비율은 61.5%에서 52.2%로 하락했다(総務庁
統計局『労働力調査特別調査』).
패밀리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과 더불어 파트타임 노동자의 비율
이 가장 높은 업종인 슈퍼마켓 산업에서 여성정사원의 감소속도는 전체산업에서
의 속도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표 1>은 사례기업 종업원 중 정사원의
비율을 성별로 정리한 것이다. 100에서 이 수치를 빼면 파트타이머3) 비율(8시간
환산비율)4)이 된다.5) <표 1>을 보면 식품슈퍼보다 종합슈퍼에서 여성정사원의
비율이 더 높다. 그 이유는 식품슈퍼는 일반적으로 여성정사원을 사무와 계산
부문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여타 매장에는 배치하지 않는 반면 종합슈퍼는 의류
매장에 여성정사원을 다수 배치하기 때문이다.
1978년에는 S4 기업6)이 종합슈퍼 기업이었음을 생각하면 G2 기업을 제외한
종합슈퍼 기업은 남성정사원보다 여성정사원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1999
년의 수치를 보면 종합슈퍼, 식품슈퍼 할 것 없이 모든 기업에서 여성사원의 비
율이 모두 20년 전의 절반 이하로, 심지어 S1기업의 경우 1/10 수준으로 감소했
3) 이 때의 파트타이머란 단시간 노동자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슈퍼마켓
업계 내에서 일반적으로 파트타이머라고 말할 때는 임금형태가 시간급인 비정규직 노
동자를 말하는데 <표 1>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한『유통회사연감』에서는 비정규직 노
동자 전부를 파트타이머로 분류한다. 실제 슈퍼마켓 기업에서 임금형태가 시간급이 아
닌 비정규직 노동자는 5% 미만이다. 일본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란 말은 노동시간이 주
당 35시간 미만인 노동자, 정사원보다 노동시간이 짧은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형태가 시간급인 노동자 등 매우 다중적 의미로 사용되며 통계조사마다 기준이 다르
다. 또 일반인들은 기혼여성 비정규 노동자를 파트타임 노동자라고 부르며 학생 파트
타이머는 아르바이트라고 부른다.
4) 정규직 노동자는 대체로 하루 8시간 노동하지만 파트타이머의 노동시간은 매우 다양
하다. 이 때문에 종업원 중 파트타이머의 비율을 산출할 때 파트타이머의 노동시간을
모두 더해서 8로 나누어 인원수를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8시간 환산비율”
이라고 한다.
5) 백화점과 달리 슈퍼마켓에서는 용역, 파견 등의 간접고용은 거의 없다.
6) 일본에서는 종합슈퍼를 GMS, 식품슈퍼를 SM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례기업 중 종합
슈퍼 기업은 G1 G2 G3로, 식품슈퍼기업은 S1 S2 S3 S4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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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뿐만 아니라 남성정사원은 비율은 감소하지만 인원수는 증가하는 것에 비해
여성정사원은 인원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남성정사원의 수가 줄은 기업은 도
산 직전의 상태에 있었던 기업(G2, G3, S4) 뿐이고 여성 정사원의 수가 약간 증
가한 기업은 1990년대 이후에도 합병을 통해 기업규모를 계속 키우고 있던 G1
과 여성정사원의 감소 속도가 완만한 S3뿐이다. 모든 기업에서 파트타임 노동자
의 증가를 반영하며 정사원 비율 자체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성정사원의 비율은
남성정사원의 비율과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감소했다.
<표 1> 사례기업 여성정사원의 감소추이
기 정사원 전체 종업원 중 연 기 정사원 전체 종업원 중
정사원 비율
정사원 비율
업 인원수
업 인원수
명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도 명 남성 여성 남성 여성
32,582 25,360 35.6 27.7 1978년
485 296 39.2 23.9
상위
6사1) 45,048 20,486 22.5 10.2 1999년 S1 1,493 171 22.8 2.6
3,384 4,013 28.9 34.3 1978년 2) 1,496 212 35.7 5.1
G1
S2
10,757 5,976 21.2 11.8 1999년
1,853 128 29.3 2.0
5,053 2,988 38.6 22.8 1978년
531 217 30.5 12.5
G2
S3
3,534 1,553 22.3 9.8 1999년
1,373 461 20.6 6.9
2,277 3,136 26.0 35.8 1978년 3) 1,250 1,355 38.1 41.2
G33)
S4
1,738 1,676 18.7 18.0 1994년
1,121 399 37.6 13.4
자료: 「流通會社年鑑」각년도판

상위6사란 연간매상고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사례기업 중 G1과 G2가 이에 포함된다. 상위6사
의 수치를 제시한 이유는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6개사 내부의 순위는 바뀌지만 6개사의
구성 자체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2) S2 기업의 1978년 수치는 1989년 수치. 1978년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인터뷰에 따르면
전체 종업원 중 여성사원이 10%를 넘은 시기는 없다.
3) G3와 S4는 1999년이 아니라 1994년 수치를 제시한 이유로 두 기업이 각각 2000년과 1997년
에 도산하여 유통회사연감의 조사에 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

심지어 S2 기업의 경우 1991년에 여사원 기숙사를 폐지한 이후 여성정사원
의 채용 자체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포스(POS)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식품슈퍼
에서는 계산매장의 주임업무까지도 파트타이머가 전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7)
물론 계산매장의 파트타임화의 경향은 다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S3 기
업은 계산매장 업무를 여전히 여성정사원에게 맡기기 때문에 여성정사원의 비율
7) 종합슈퍼에서는 아직 여성정사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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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999년 현재 6.9%이다. 하지만 계산매장을 파트타이머에게 완전히 맡기고 있
는 식품슈퍼 기업인 S1과 S2의 경우 전체 종업원 중 여성정사원의 비율이 2%
정도이다. <표 1>에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S4의 경우에도 <표 2>에 제시한 바
와 같이 1999년 현재 여성정사원의 수가 남성정사원의 1/10에 지나지 않는데 그
럴 수 있는 이유는 계산매장을 완전히 파트타이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우리는 파트타이머와 직접적인 대체관계에 있는 존재는 남
성정사원보다 여성정사원이며 기술변화가 그 대체를 촉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여성정사원의 연령과 근속
이번에는 <표 2>를 통해 사례 기업 정사원의 성별 연령 분포를 살펴보자. 7
개사 모두에서 여성정사원의 과반수 이상이 20대에 집중해있고 40대 이상은 거
의 없다. 그러나 남성정사원은 G2와 G3을 제외하면 연령계층별로 고르게 분포
하면서 50대에 가서 급속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성별 연령분포는
남성과 달리 여성의 정사원 취업은 주로 가족형성으로 인한 가족책임이 발생하
기 전까지의 것임을 시사한다.
<표 2> 사례기업 정사원의 성별․연령별 분포와 평균근속년수
평균
근속 평균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계 N
36.1
33.0 29.9 26.3 10.8 100.0 9046
G1 남여 10.5
7.0 30.6 1.0 58.8 24.6 9.3 6.3 100.0 5329
38.6 0.5 28.2 19.4 38.8 13.2 100.0 3204
G2 남여 16.1
6.8 26.5 10.7 69.5 14.3 3.9 1.6 100.0 1604
40.8
20.9 24.1 26.8 28.3 100.0 1571
G31) 남여 18.4
12.6 33.6
54.4 14.2 17.6 13.9 100.0 1030
2.9 28.7 31.6 28.1 8.7 100.0 1615
S1 남여
13.9 60.3 12.9 6.7 6.2 100.0 209
34.5 0.7 35.0 35.4 23.2 5.9 100.0 1776
S2 남여 10.1
6.4 28.2 5.7 68.0 18.0 4.9 3.3 100.0 122
35.1 0.6 37.6 29.9 26.0 5.9 100.0 1436
S3 남여 11.5
6.9 27.5 13.5 61.7 14.8 7.2 2.8 100.0 541
36.6 0.2 22.3 46.7 28.1 4.9 100.0 430
S42) 남여 12.3
7.0 28.9
62.5 32.1 5.4
100.0 56
자료: 각기업제공자료. G3은 2000년, S1은 2003년 수치, 나머지 기업은 모두 1999년 수치.

*1) 본사인원에는 가공센터근무자도 포함되어 있다.
G3의 근속년수는 1998년 조합원만의 것.
2) S4의 수치는 조합원인 6등급(주임급)까지만의 수치로 관리직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S4기업의 관
리직에는 여성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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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례 기업들의 여성정사원 중 기혼자의 비율은 20% 전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한 필자의 질문지 조사에서 여성정사원 중
유자녀자는 절반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사례기업 여성정사원 중 어머니인
사람의 비율은 10% 정도다.
성별 연령별 분포에 나타난 남성정사원과 여성정사원의 취업특성의 차이는
근속에서도 나타난다. 남성정사원의 평균근속년수는 두 자리수, 여성정사원의 그
것은 한 자리수이다. 그런데 평균근속년수를 업태 및 기업별로 비교하면 흥미로
운 것은 G3을 제외하면 여성 정사원의 평균근속년수는 6-7년 사이로 거의 차이
가 없지만 남성정사원의 그것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사례기업들의 설립
연도는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로 다양하지만 슈퍼마켓이라는 형태를 취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로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나 그 후 기업의 성장속도와 흥
망의 역사가 다양한데 예를 들어 G3은 1980년대 이후 G2는 1990년대 이후 업적
이 부진한 상태이고 G1은 1990년대의 불황기에도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었다. 그
런데 일본 내부노동시장의 고용관행 하에서는 도산 또는 파산에 직면하지 않는
한 고용조정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젊은 신입사원들을 계속 채용하지 않으면
사원의 평균연령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G2, G3 기업 남성정사원의 평균
연령 및 40, 50대 비율이 높은 것은 기업의 업적부진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론적
으로 말하면 평균근속년수의 성별비교를 통해 우리는 기업의 역사나 상황은 남
성정사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정사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부노동시장에서 여성정사원은 가족책임이
발생하기 전까지 단기간만 고용되는 존재이므로 기업의 실적상황에 남성만큼 영
향 받지 않는 것이다.
3. 여성정사원의 직급분포
성별․연령별 분포의 비대칭성은 <표 3>에서 정리한 성별․직급별 분포에서
는 더 선명히 드러난다. <표 3>에 제시된 직능등급은 각 회사가 사용하는 고유
명칭을 수치화해서 표현한 것이고 회사마다 등급의 개수는 조금씩 다르다. 회사
별로 등급과 직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G1과 S3에서 주임은 주로 5, 6등급이며
S2와 S4에서 주임은 주로 6등급이다. G3에서 주임은 주로 4등급과 3등급 일부
이다. 이 기준으로 <표 3>의 수치를 보면 여성 정사원은 대체로 매장 주임급
이하에 집중해 있고 매니저급에는 거의 없다.
특히 식품슈퍼 기업에서는 여성 정사원 중 매장의 주임일을 하고 있는 여성
정사원도 거의 없다. S2 기업의 경우 주임급에 해당하는 6등급에 속하는 여성정
사원은 전체 122인 중 단지 9인에 불과하다. S3 기업도 전체 여성정사원 중 주
임급 이상의 비율은 겨우 6.8%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S4 기업의 경우, 제시
된 수치가 조합원만의 것이긴 하지만, 5등급 이상에는 여성이 전무하다.8)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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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슈퍼 기업인 G1에서는 여성정사원의 40% 정도가 주임급인 5, 6등급이며 절
반 정도가 부주임급인 4등급이고 G3도 유사해 식품슈퍼보다 여성정사원의 지위
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G1, G3 모두 부주임급 이하 평사원 중에서는 여성
비율이, 주임급 이상에서는 남성비율이 더 높아, 여성 정사원은 하급직에 주로
분포해있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표 3> 사례기업 정사원의 성별․직급별 분포
G1
G3
S2
S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등급 0.1 0.2 2.0 15.1 0.0 0.0 0.6 14.4
2등급 0.5 2.0 7.2 27.4 1.9 6.6 2.1 25.3
3등급 1.1 5.1 14.0 36.1 2.5 20.5 19.4 36.2
4등급 19.4 49.7 24.6 19.3 21.9 39.3 21.5 17.2
5등급 32.1 38.6 8.3 1.3 21.5 26.2 21.9 6.1
6등급 17.6 3.2 10.1 0.5 25.3 7.4 20.8 0.7
7등급 15.7 0.9 8.3 0.2 11.0
11.8
8등급 4.1 0.2 5.7
10.2
1.8
9등급 6.1 0.1 3.8
3.5
0.1
10등급 2.6
4.9 0.1 1.9
11등급 0.6
9.3
0.4
12등급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각 기업 제공자료

남
3.3
8.8
18.1
30.7
17.4
21.6

S4

여
21.4
26.8
35.7
12.5
0.0
3.6

100.0 100.0

여성정사원의 지위에 관한 종합슈퍼기업과 식품슈퍼기업간의 차이는 일차적
으로는 매장구성 및 승진루트와 연결된 것이다. 종합슈퍼 기업은 여성정사원 채
용 시에 대졸자를 상당 정도 채용하지만 식품슈퍼 기업의 경우 거의 채용하지
않는다. 식품슈퍼기업이 자신들의 주력매장인 신선매장9)에 여성을 배치하는 경
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식품슈퍼 기업에서의 승진코스는 일반적으로 신선매
장의 주임을 거쳐 그로서리 매장을 경험하고 점장으로 승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선매장의 주임으로 배치할 수 없는 대졸 정사원은 채용하지 않는다.10)
8) 6등급의 2인 중 1인은 노동조합 서기장이다. 그리고 관리직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7
등급 이상에서 여성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2003년 8월 현재 여성점장은 없다.
9) 일본의 슈퍼마켓에서는 정육, 선어, 청과, 반찬매장을 생선(生鮮)매장이라고 부른다. 그
러나 한국에서는 선어를 생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신선매장이라
고 번역했다.
10)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신선매장은 근력노동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정사원은
배치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말해지는데 사실상 신선매장에 평균적인 여성
의 근력으로 하기 어려운 작업은 선어매장의 참치 자르기(マグロ下ろし 참치 한 마리
를 통째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뼈를 발라내고 사시미를 만들 수 있는 고기 덩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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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식품매장, 특히 의류매장을 다수 설치하고 있는 종합슈퍼의 경우
여성 정사원을 의류매장 및 서무, 교육 등에 배치하기 때문에 4년제 대졸 여성
정사원을 채용한다. 특히 균등법 실시의 영향으로 1990년대 이후 4년제 대졸 여
성의 채용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 G1 기업의 4등급에 속하는 여성정사원 2649인
중 4년제 대졸자의 수는 2146인으로 나머지 503인이 단기대졸 및 고졸 여성정사
원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졸여성이 다수 채용되어도 여성 정사원의 직능등급은
매우 낮다. 즉 주임급인 5등급에는 여성정사원이 2000인 이상 있지만, 매니저급
인 7, 8등급의 여성정사원은 각각 49인, 8인이다. 결론적으로 종합슈퍼 기업에서
도 여성정사원의 승진은 매장주임에서 끝나고 있는 셈이다.
4. 정사원의 성별 임금격차
지금까지 같은 정사원이라고 해도 성별에 따라 근속 및 직급 등 기업 내 지
위가 크게 다름을 보아왔는데 그 차이는 임금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아래의
<표 4>는 1979년에서 1999년의 20년에 걸친 사례기업 정사원의 성별 평균임금
의 변화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여성임금비는 남성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의 것
이다.
아래표가 보여주는 사실을 정리하면 첫째, 남녀 모두에서 지난 20년간 식품
슈퍼 정사원의 임금은 종합슈퍼 정사원의 임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그리고 여성정사원의 경우 20년 전에는 종합슈퍼 쪽의 임금이 더 높았지만 현재
는 식품슈퍼 쪽이 더 높다. 이러한 변화는 직접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 종합슈
퍼는 쇠락하고 있는 반면 식품슈퍼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정사원
에게서 그 변화가 더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성정사원의 임금이 낮아 작은
변화에도 비율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둘째, 1979년, 1989년, 1999년 어느 해를 보아도 식품슈퍼보다 종합슈퍼에서
여성임금비가 더 낮다. 그 이유는, 기업도 점포도 종합슈퍼 쪽이 훨씬 규모가 크
기 때문에 남성정사원의 승진사다리 개수가 식품슈퍼보다 더 많아 전체남성 정
사원의 평균임금이 높기 때문이다.
잘라내는 것. 참치는 보통 길이가 1m 이상, 무게는 백kg 이상이다) 정도다. 그리고 현
재 상태로도 참치 자르기를 제외한 모든 근력노동을 주부파트타이머들이 하고 있어서
근력 때문에 여성이 배치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S1 기업에서는 1990년대 들
어서부터 20대의 여성정사원을 신선매장에 배치하고 있고 그것을 조건으로 채용한다.
그런데 신선매장에 여성정사원을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신선매장을 기피하는 것도 사실이다.
정육 및 선어매장은 냄새와 추위, 청과매장은 근력노동 때문에 기피의 대상이 된다. 결
국 문제는 기업측도 젊은 여성들도 아줌마에게는 험하고 궂은일을 시켜도 젊은 여성에
게는 시킬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슈퍼마켓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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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체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여성임금비는 지난 20년간 그리
큰 변화가 없다. 1979년에서 1989년의 10년간은 거의 모든 회사에서 여성임금비
가 하락했으며 S1 기업의 경우 10포인트나 하락했다. 1989년과 1999년간에는 여
성임금비가 대부분의 기업에서 상승했으며 특히 S2기업의 경우 10포인트나 상
승했다. 다시 말해 여성임금비가 호황기에는 하락하고 불황기에는 상승한 것으
로 직급이 낮아 임금에서 성과급 및 상여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여성 정
사원은 경기의 영향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임금분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
다.
<표 4> 사례기업 정사원의 성별 평균임금 변화추이
연도

기업
남
여
G1
330,665
218,619
G2
366,023
209,319
G3
392,480
208,139
1999 S1
347,937
249,039
S2
319,108
223,179
S3
319,705
203,657
S4
326,879
229,272
G1
245,177
145,813
G2
304,468
157,737
358,421
157,258
1989 G3
S1
207,965
141,606
S2
246,398
145,825
S3
247,870
158,291
S4
224,600
150,005
G1
183,216
105,425
G2
191,260
120,547
G3
262,960
123,286
1979 S1
132,242
103,917
S3
172,794
111,516
S4
154,626
113,477
자료: UIゼンセン同盟「総合労働条件実態調査報告書」각년판

(단위: 엔)
여성임금비
66.1
57.2
53.0
71.6
69.9
63.7
70.1
59.5
51.8
43.9
68.1
59.2
63.9
66.8
57.5
63.0
46.9
78.6
64.5
73.4

* S3, S4의 1999년 수치는 2000년의 것, S4의 1989년 수치는 1988년의 것

넷째, 지난 20년간 여성임금비가 가장 낮은 기업은 G3이다. 즉 G3 남성정사
원의 임금은 1999년 1989년 1979년 3개년 모두 다른 사례기업들 중 가장 높다.
그러나 G3의 여성 정사원의 임금은 업계 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다. G3 남성 정사원의 임금이 이렇게 놓은 이유는 평균연령과 평균근속이
높기 때문이다. 남성정사원의 임금부담은 G3으로 하여금 종합슈퍼업계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파트타이머 고용관리제도를 정비하면서 파트타이머의 양적,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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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간화를 추구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리고 파트타이머의 기간화는 여성정
사원의 입지를 더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Ⅲ. 여성정사원의 점포 내 지위
1. 점포의 성별 고용형태별 구성
사례 기업들 중 여성정사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슈퍼와 식품슈퍼
중 S3의 경우 여성정사원의 95% 전후가 점포에서 근무하고 있다.11) 그러나 남
성 정사원 중에서 기획 및 관리노동이 집중해있는 본사근무자의 비율은 20-30%
다. 성별 직급분포에서 이미 알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성별 근무지 분포
또한 여성정사원이 기업 내에서 주로 실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
렇게 대다수의 여성정사원이 집중해있는 점포의 성별 고용형태별 노동력구성을
정리해보면 <표 5>와 같다. 파트타이머의 비율은 노동시간이 아니라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S1점포의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남성정사원은 11인이
었고 여성정사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
<표 5>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슈퍼마켓의 일선 점포는 대부분
파트타이머, 그 중에서도 일반인 여성 파트타이머로 구성된다는 점이다.12) 그리
고 그 여성 파트타이머의 80-90% 정도가 주부 파트타이머다. 다시 말해 일선점
포에서 여성정사원, 그 중에서도 기혼여성 정사원들은, 가족책임의 전담자라는
사실 때문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주부 노동
자들(김순영, 2004: 135-8)에 둘러싸여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파트타임 노동자의 증가가 양적 증가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슈퍼
마켓 산업에서 주부 파트타임 노동자는 기업 내 정착성이 높은 매우 안정적인
노동력으로 숙련수준도 높아 기업의 기간적 노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어떤 점
포에 가더라도 주임업무를 담당하는 파트타이머를 만날 수 있으며 S1기업의 경
우 2003년 현재 부점장의 절반 이상이 파트타이머다. 파트타이머가 정사원의 업
무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파트타이머의 “기간노동력화”는 불황 속에서 기업
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경영전략 중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사원, 즉 가족책임을 지고 있는 정사원이 환영받
11) 나머지 식품슈퍼의 경우 여성정사원 중 점포근무자의 비율은 60-70% 정도이지만 정
사원 중 여성의 비율과 절대수가 워낙 작고 본사근무자의 거의 전원이 단순사무보조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12) 학생 파트타이머의 비율은 점포의 입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업은 가능하면 주부 파
트타이머의 비율을 높이고자 한다. 기간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부 파트타이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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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리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또 기업이 파트타임 노동자에게 저임금으로 정사원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할 때 그것이 단지 “당신들은 주부”라는 이데올로기적 설득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파트타이머와 정사원의 근무방식에 차이를 두는 “구별짓기”전략
을 통해 동의를 획득하고자 한다. 구별짓기는 파트타이머는 가족책임의 전담자
인 주부노동자이므로 가정우선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부협정”에 기반한 것으
로 점포 및 부문이동 등 배치전환 제한, 교대근무(특히 야간근무) 면제, 가족 사
정으로 인한 근무일정조정에 대한 용인 등으로 구성된다(김순영, 2004: 147-152).
환언하면, 이것은 기혼여성 정사원의 가족책임은 작업장 질서 속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가족을 구성하게 된 정사원이 정사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가족책임을 나누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사례 점포 종업원의 성별․고용형태별 구성
기업 남성정사원 여성정사원 남성파트
G11) 12.4
8.6
2.4
G2
7.9
8.5
7.6
G3
7.1
8.2
0.0
S2
17.4
3.5
S3
14.1
8.1
2.0
S42) 11.9
0.9
10.1

여성파트 학생파트 전체

69.8
48.2
69.4
53.5
60.4
77.1

6.9
27.6
15.3
25.6
15.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N
291
341
170
86
149
109

G1점포는 대규모 확장을 앞두고 정사원을 미리 증원한 상태였으며 2000년부터는 파트타이
머를 100인 정도 더 모집했다. 따라서 사실상 G1점포의 정사원 비율은 더 낮다.
2) 학생파트에 대한 자료는 따로 구할 수 없어 남성파트와 여성파트에 통합시켰다.
1)

2. 여성정사원의 매장배치와 직위분포
이번에는 <표 6>을 통해 사례점포 여성정사원의 매장배치상황을 살펴보자.
<표 6>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첫째 종합슈퍼 점포와 식품슈퍼 점포의 성비
가 매우 다르다. S3 점포가 다소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식품슈퍼 점포에는 여성
정사원이 거의 없고 종합슈퍼 점포에는 정사원의 절반 정도가 여성이다.
둘째, 직급에 따라 성비가 매우 다르다. 일단 업태를 불문하고 모든 점포에서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에는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 또 주임과 담당자에서의 성
비도 매우 다르다. G1 점포의 경우 담당자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정도 많
지만 주임직으로 가면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정도 더 많다. G2 점포와 G3 점
포에서는 주임직에 있는 남녀의 수가 거의 유사하지만 담당자 중에서는 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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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도적으로 높다. 식품슈퍼 점포의 경우 여성정사원이 극소하지만(S1, S2 0
인, S4 1인), 여성정사원의 수가 결코 적지 않은 S3 점포의 경우도 전체 13인의
여성정사원 중 주임은 2인 뿐이다.
<표 6> 사례 점포 정사원의 성별․직위별 매장분포
성별 인수
매장명

관리자 남
주임 남
여
G1
리더 여
담당자 남
여
관리자 남
남
G3 주임 여
담당자 남여
관리자 남
S2 주임 남
담당자 남
관리자 남
남
S3 주임 여
담당자 남여
관리자 남
S4 주임 남여
담당자 남

7 점장, 부점장, 의류과장, 식품과장, 주생활과장, 총무과장, 판촉과장
가공21), 가전, 농산, 부인복, 상업관리, 수산, 신사복, 일배, 축산, 구두,
19 화장품,
AV, 속옷, 청소년캐주얼, 스포츠, 데리카, 홈패션2
10 복식, 식품계산, 아동복, 총무, 교육, 서비스코너, 잡화, 양재, 취미2
2 유아복, 시계/문구
8 가공, 농산, 일배, 축산, 총무, 데리카, 취미, 상업관리
가전, 부인2, 수산, 식품계산, 신사3, 총무교육, AV, 속옷, 시스템,
15 가공,
스포츠, 홈패션
4 점장, 의류과장2, 식품과장
7 속옷, 침구, 가공식품, 일배, 반찬, 정육, 청과
6 L/V4F, 신사복, 구두, 화장품, 부인복, 특정
1 청과
8 속옷, 양말, 아동복2, 유아복, L/VBF, 가공식품, 신사복
1 점장
5 청과, 선어, 정육, 베이커리, 그로서미
9 청과2, 선어2, 정육1, 베이커리1, 그로서리3
2 점장, 점차장
6 사무국, 선어, 청과, 베이커리, 일반식품, 여행사
2 반찬, 의류
12 여행사5, 선어4, 일반식품, 반찬, 청과2
11 여행사1, 사무국3, 베이커리2, 계산3, 반찬, 의류
1 점장
8 청과, 선어, 정육, 일배, 그로서리, 반찬, 스시, 가정용품
1 서비스코너
4 청과, 선어, 정육, 일배

자료: 각 점포제공자료

1)

매장명 다음에 있는 수치는 인원수, 수치가 없는 경우는 1인이라는 의미.

셋째, 소위 핵심매장이라고 하는 매장의 주임은 남성이다. G1 점포의 경우
의류부문에서 신사복과 부인복매장, 주생활부문에서 가전매장 등의 주임은 남성
이다. G2 점포에서도 부인복 매장은 남성인 의류부문 매니저가 직접 관할하며
신사복, AV 매장 주임은 남성이다. 그리고 S3 점포의 반찬매장을 제외하고는
식품부문에서의 신선매장(수산, 축산, 청과, 반찬)의 주임은 모두 남성이다. 그러
나 S3 점포의 반찬매장주임은 본사 바이어를 했던 경력을 가진 근속 20년 이상
의 정사원으로 그 정도의 경력을 가진 남성이라면 최소한 부점장이나 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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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오는 것이 보통이다. G3 점포의 경우 부인복 매장도 신사복 매장도 여성
이 주임이지만 매니저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의류매장에 배치된 남성정사원이
속옷과 침구매장의 남성 주임 두 사람 밖에 없다. 그리고 주임이 아닌 남성정사
원은 청과매장의 신입사원 1인 이외에는 없고 신사복 매장은 의류매니저가 직접
관할하면서 주임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오랫동안 고졸여성정사원의 자리로 알려진 계산 매장의 주임이 점차
파트타이머로 바뀌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G3, S2, S3 점포의 계산매장 주임의
성별이 밝혀져 있지 않은데 그것은 파트타이머가 계산매장 주임이기 때문이다.
특히 S3 점포의 경우 계산매장에 여성정사원이 3인이나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계산매장의 주임이 파트타이머이다.13)
정리하면 일선 점포에서 여성정사원은 남성정사원보다 하위직급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주임 내에서도 주로 핵심매장이 아닌 매장의 주임이다. 다
시 말해 슈퍼마켓 점포의 정규직 노동자 내에서는 성별에 따른 수직적 분리와
수평적 분리가 모두 존재한다.

Ⅳ. 가족책임과 여성정사원
지금까지 슈퍼마켓 기업 여성정사원의 지위를 검토하여 실질적인 승진 상한
이 평사원 다음 단계인 주임일 뿐 아니라 양적 축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주부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파트타임 노동자의 증가 및
기간노동력화로 인해 여성정사원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
다. 이제 여성정사원의 승진이 주임에서 끝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런 사
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여성정사원들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성정사원 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1. 사원구분제도와 승진상한
종합슈퍼에는 4년제 대졸 여성정사원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남녀고용
기회균등법(이하 균등법) 등 일본사회에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1990년대 이후 저출산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
책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제고가 주장되고 제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사원의 승진이 주임에서 끝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13) 이 점에 대해 점장에서 이유를 물었더니, 일차적으로는 계산매장에 있는 종업원 중
그 파트타이머가 가장 능력이 있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은 집이 이
사해서 파트타이머이지만 이전에는 정사원이었던 적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
지만 본인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녀는 정사원이었던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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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대부분의 슈퍼마켓 기업들이 설치하고 있는, 전근범위
에 따라 승진을 제한하는 사원구분제도에 있다.14) 회사마다 조금씩 용어가 다르
지만 종합슈퍼라면 대체로 정사원을 National 사원(이하 N사원), Regional 사원
(이하 R사원), Area 사원(이하 A사원)으로 구분하고 식품슈퍼기업이라면 마찬가
지로 3구분을 하거나 이 중 R사원과 A사원만으로 구분하거나 한다. N사원의 전
근범위는 일본 전국이며 R사원의 전근범위는 몇 개 현이고 A사원은 이사를 동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근하는 사원이다. 그리고 전근범위에 따라 승진범위
가 정해지는데 A사원은 주임까지, R사원은 매니저까지, N사원은 임원까지의 승
진이 가능하다. 또 직능등급이 같아도 사원구분에 따라 임금도 차이가 있다. 예
를 들어 G2 기업의 경우 같은 등급이라면 N사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R
사원의 임금은 98, A사원의 임금은 95이다.
이 사원구분제도는 한국에는 신인사제도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균
등법 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사실상 합법적으로 여성정사원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즉 기업들은 균등법 의 실시로 성별
그 자체를 이유로 채용 및 승진에서 차별할 수 없어지자 성별이 아니라, 회사가
요구하는 바의 경력축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여성정사원을 차별할 제도
가 필요했던 것이다. 가족책임이 여성에게 전담되어 있는 일본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이 이사를 동반하는 전근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기업들
은 전근범위에 따라 승진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여성정사원의 승진요구에 대한 부
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4년제 대졸 여성정사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녀들이 결혼 후 가족생
활을 포기하고 R사원이나 N사원을 선택하지 않는 한 주임 이상은 승진할 수 없
고 그래서 G1 기업 여성정사원은 주임15)과 부주임급의 등급에 집중되어 있다.
1999년말 현재 G1 기업 여성정사원의 전근범위별 분포는 N사원 19.1%, R사원
33.4%, A사원 47.2%이다. N사원이 20%가까이 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신규
채용은 모두 N사원만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녀들의 대다수가 미혼일 것
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G1 점포에 있는 여성정사원 중 N사원
은 모두 7인인데 그 중 5인은 단기근속의 평사원이다. 그런데 사실 G1기업 여성
정사원 중에는 N사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최근 들어 신규채용은 대졸에 집중
하는 동시에 정사원은 N사원으로만 채용하기 때문이다. 신규채용이 별로 없는
14) 그 외의 이유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매니저가 될 만큼 장기근속한 4년제 대졸 여성
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는 점이다. 점포의 매니저 또는 본사의 과장직에 오르는 정
사원은 대체로 근속 15년 이상의 대졸 정사원이다. 그런데 종합슈퍼기업들이 대졸 여
성정사원을 본격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기 때문에 평균적으
로 대졸 여성정사원의 근속기간이 매니저로 승진할 정도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
이 사원구분제도만큼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15) 4년제 대졸자라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주임으로 승진하는 것이 기업이 설정하고 있
는 평균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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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기업의 경우 2000년 3월 현재 여성정사원의 전근범위별 분포는 N사원 8.7%
R사원 3.0% A사원 88.3%로 여성 정사원은 90%정도가 A사원에 집중해있다.
그런데 G1 기업 사원의 등급별 평균근속년수를 보면 성별과 학력에 따라 승
16)
격 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연구자가 제공받은 자료 중 학력을 구분하여 기재
한 것은 4등급 만이므로 4등급의 성별학력별 평균근속년수를 보면 단기대졸 및
고졸 여성정사원의 평균근속년수는 13.2년이고 남성의 그것은 12.6년이다. 그러
나 4년제 대졸자의 경우 여성은 4.3년, 남성은 1.2년이다. G1기업의 인사제도에
따르면 고졸은 1등급으로 단기대졸은 2등급으로 대졸은 4등급으로 입사하게 되
어있으므로 4등급 대졸은 그 자체로는 아직 승격하지 않은 것이다.
대졸자의 입사연령은 단기대졸 및 고졸자의 입사연령보다 2세 또는 4세 높으
므로 그만큼 근속이 짧은 것이 당연하지만 그 차이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대졸
남성은 고졸 남성보다 4등급에 머무는 시간이 7.4년이나 짧고 대졸 여성은 고졸
여성보다 3.9년 짧다. 그리고 대졸 남성은 대졸 여성보다 3.1년 짧다. 5등급 이상
에서는 학력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5등급의 성별 평균근속년수가 남성은
6.7년 여성은 8.2년이다. G1 기업의 사원구분제도에 따르면 A사원은 5등급 이상
으로 승격할 수가 없다. 따라서 5등급 여성정사원의 평균근속년수는 사실상 가
족형성기에도 퇴사하지 않은 기혼여성정사원의 규모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17)
2. 가족형성과 사원구분전환, 신분전환?
결혼 및 가족책임으로 인해 N 또는 R사원에서 A사원으로 전환한 여성정사
원의 케이스는 특히 4년제 대졸 기혼여성정사원이 있는 점포라면 어디에서나 쉽
게 발견할 수 있다. 인터뷰 사례 중에서는 G1정1과 G2정2가 바로 그러한 경우
인데 G1정1은 결혼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N사
원에서 A사원으로 전환했다. G2정2는 인터뷰당시 육아단축근무18) 중이었다. 그
16) 등급상승은 승격, 호봉상승은 승급, 직위상승은 승진이다.
17) G1정1은 4년제 대졸자인데 입사 2년째, 즉 근속1년차에 5등급으로 승급하고 매장주
임이 되었다. 하지만 그 후 10년이 지난 2003년까지 그녀는 5등급에 머물러 있다.
18) 일본의 많은 대기업들이 설치하고 있는 제도로 자녀가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G2기업의 제도로는 자녀가 만6세가 될 때까지 본인의 선
택에 따라, 1시간, 2시간, 3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이 단축근무는 임금삭감을 동
반하는 것으로 1시간 단축근무는 10%, 2시간 단축근무는 20%, 3시간 단축근무는 30%
임금이 삭감된다. 99년의 조사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해도 실제로 사용
하는 노동자의 수는 극소수였다. G2기업에서는 1998년 36인, 1999년 41인이 사용하는
정도였고 S3기업에서는 매년 2,3인이 사용하는 정도였다. 육아단축근무 중인 여성정사
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축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대근무를 시키지 않고 아침에 출
근하여 오후 늦게 퇴근하도록 한다. 1999년 현재 500인 이상 대기업 중 이 제도를 설
치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67.4%,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의 비율은 71.7%로 매우
높지만 실제 사용비율은 24.7%로 그다지 높지 않다(厚生労働省『女性雇用管理基本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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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는 전근할 시기에 결혼을 하고 결혼 직후 임신하여 출산 후 육아휴가를 사용
했고 육아휴가 후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하여 근무 중인데 보육원 등의 사정으로
이사는 곤란하기 때문에 A사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결혼생활 및 육아를 위해
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지만 아래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직장인으로서의 자기 장래를 포기하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 일리는 없
다.19)
(결혼해서 A사원으로 전환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요.
이 남자는(남편)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포기해야 하
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지금 내가 5등급인데 A사원은 5등급
까지 밖에 승진을 못하니까 나는 이제 장래가 없는 거지요. 거기다가 이전 점포에
서는 부인복 매장 주임이었는데 (결혼해서 이사하게 되어서-연구자) 이 점포로 옮
기면서 교육담당 주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후방20)보다-연구자)매장이
더 좋아요. 그리고 교육부문은 최근에 생겨서 업무영역도 명확하지 않은 데가 있
고....”(G1정1, 29세, 대졸, 근속 7년, 총무교육 주임)
“우리 회사는 정사원은 거의 N사원인데 육아단축근무를 하기로 하고 복귀하면서,
전근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A사원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단축근무하게 되면 쉬프
트(교대근무)하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오전-오후근무(早番21))만 해야 하니까 A사
원이 아니면 무리죠.” (G2정2, 32세, 대졸, 근속 10년, 영업기획 담당자, 육아단축
근무중).
査』). 그러나 2001년부터 후생노동성이 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양립지
원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김수영, 2003). 기업들은 정부가 그런
문제에까지 개입하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어느 정도 압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G1기업의 경우도 1999년 조사시에는 육아단축근무자
가 기업 전체 차원에서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나 2003년 7월 현재 G1 점포에서만 4
인의 여성정사원이 육아단축근무 중인 정도로 갑자기 확산되었다. G1정1도 2001년 11
월에 출산을 하고 육아휴가를 사용한 뒤 2003년부터 2시간 육아단축근무 중이다. G2기
업에서와 마찬가지로 G1 기업에서도 1,2.3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고 임금은 삭감되
는데 다만 단축근무기간은 자녀가 만3세가 될 때까지이다(G1정3과의 전화인터뷰, 2003
년 7월)
19) G1 점포의 점장은 사원구분제도 때문에 G1정1이 주임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는 것
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다. 유능한 사원이기 때문에 전근을 하지 않더라도 상사가 잘
가르치면 매니저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는데 제도 때문에 장래가 차단당하는 것이 안
타깝다고 말하면서 사원구분제도가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 후방이란 사무실과 작업장 등 매장의 뒤에 있는 영역/공간이라는 의미다.
21)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영업을 하는 슈퍼마켓 점포에서 정사원은 교대
근무를 한다. 개점준비에서 저녁무렵까지 근무하는 것을 앞 시간대에 근무한다는 의미
에서 하야방(早番)이라고 하고 점심 때부터 페점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뒷 시간대에
근무한다는 의미에서 오소방(遅番)이라고 한다. 하야방은 오전-오후근무, 오소방은 오
후-야간근무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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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G2정2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 후 단축근무로 복귀하는 과정
에서의 전환은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육아휴가 후 복귀 자체가 반드시 보
장되는 것은 아니고 점장이나 매니저가 퇴직을 은근히 종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
다. 그래서 일단 복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게다
가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되면 정사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
는 사실에 감격해 직장인으로서의 자기 장래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생각할 겨를
조차 없어진다. 육아단축근무라는 것이 제도로는 있지만 사실상 사용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G2기업 전체에서 연간 35명 전후 사용) 관리자들에게 이런 제도
가 있다고 설명해가면서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승진차단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
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육아휴가 끝나고 복귀할 때쯤 불안하지 않았어요?) “불안했어요. 휴가기간이 끝
나가는데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내가 먼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전화를 했어요. 이쪽에서 먼저 일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불안해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야만
했어요.” (육아단축근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노조에서 돌리
는 자료집을 보고 알았어요. 내가 인사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복귀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육아단축근무를 하고 싶으니까 좀 알아봐달라고 그랬어요.” (회사측
반응은 어땠어요?) “인사부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단축근무제도가 있으니까 단축근
무를 하기는 하는데 아마 남편이나 부모님을 넣어서(가사와 육아를 분담해주게 하
는 것-필자) 하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신세질 생
각도 없고 친정집도 뭐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어서 그럴 마음이 없는데, 회사에
서 관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물론 여러 사람을 봐온 경험으로 나를 생각하
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겠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부모신세지라는 말
을 왜 회사로부터 들어야 되나 싶어서요(G2정2).”

그러나 이전 세대의 상황과 비추어보면 사원구분전환에 대한 불평은 팔자 좋
은 소리인지도 모르다. 1990년대에 입사한 4년제 대졸 여성들이 겪는 고충이 사
원구분전환에 의한 승진전망차단이라면 1970년대, 1980년대에 입사한 고졸 여성
들은 결혼하면 퇴직하라는 압력에 직면해야 했으며 육아휴직을 쓰고 나면 복귀
하기 쉽지 않았던 세대이다. 또 보육원도 지금과 비교하면 훨씬 적었다.
“나도 전에 같이 근무한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이 전에 근무하던
점포의 동료가 육아휴가 쓰고 나서 복귀하려고 점장하고 면담을 했더니, 점장이
‘니 자리에 벌써 다른 사람 와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니가 돌아오면 배치할 데가
없다고 하면서 제발 그냥 퇴직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복귀를 못했다고 그러더
라고요. (조용한 목소리로) 그런 경우가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요.” (G1정3, 46세,
고졸, 근속 26년, 총무 주임).
“집사람과는 사내결혼이었어요. 결혼하고도 근무했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육아휴직제도도 없었고 출산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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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었고. 우리처럼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부부로서는 아내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보육원도, 지금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보육원 간판이 참
많이 보이는데 그 때는 정말 보육원도 너무 적어서 찾기도 어렵고... (사실 여성정
사원들은 거의 같은 패턴 아니에요? 출산하면 퇴직하는 거)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로서는 다행인지도 몰라요. 여자들이 다 해주니까.” (G1점장, 43세, 대졸, 근속
21년).

그런데 여성정사원의 사원구분전환은 반드시 가족형성기에 본인의 자발적 의
사에 따라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노무관리가 세련되지 못한 기업의 경우 전
환을 강요하여 여성차별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결혼할 때 A사원으로 전환했어요?) “아뇨, 본사에 있을 때 어느날 갑자기 여자들
은 전부 A사원으로 전환하라고 강요받았어요. 원래는 R사원이었는데. 남자들은
그대로 있고 여자들은 전부 A사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는 남편이 부장승진하는
바람에 갑자기 본사에서 점포로 전근을 당했어요. 2년 전에. 처음에는 울며 울며
다녔지요. 우리 회사에서는 여자는 승진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가능성이 없으니까 나도 희망도 없어졌어요.” (S3정322), 38세, 고졸, 근속 20년, 반
찬매장 부주임).

3. 관리자의 프리즘
결혼 또는 출산과 더불어 회사원으로서의 장래를 포기해야 하는 여성정사원
들에 대해 그녀들의 관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육아휴가사용 후
복귀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4명의 점장에게 던졌더니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스펙트럼을 형성하는 답변이 나왔다. 그런데 점장들의 발언과 소
속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에서 여성정사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
냐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정사원의 비율이 남성정사원의 절반 정
도에 이르는 종합슈퍼의 점장들은 식품슈퍼의 점장들보다 모성보호제도 사용에
대해 더 관용적이다. 그리고 식품슈퍼 내에서도 여성정사원이 거의 없는 S2 기
업의 점장과 여성정사원이 가장 많은 S3 기업의 점장의 태도가 크게 다르다.
여성정사원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기업에서는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문제
가 관리자로서 해결해야 하는 일상적인 문제로 존재하는 반면 여성정사원이 거
의 없는 기업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를 비정상으로 치부
22) 그녀는 직장생활에 관한 모든 측면에 대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고 인터뷰가
진행되는 한 시간 내내 일본인으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거침없이 분노를 쏟아내었다.
분노의 주된 축은 본사에 있던 자신이 점포로 내쫓긴 것과 매장에서도 중졸의 파트타
이머 출신이 주임이고 자신은 주임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중졸의 파트타이
머 출신의 주임은 파트타이머로 입사한 3년 후에 정사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본사 바이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정사원으로서의 근속기간도 S3정3보다 3년이나 더
긴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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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실은 여성정사원이 양적으로 어느 정도 존재
하는 상황에서 모성보호도 가능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여성정사원이 급감해서
종합슈퍼에서도 10% 정도로 줄어들어있고 게다가 앞으로는 파트타이머를 더 늘
여 정사원을 더 줄이겠다는 것이 기업의 정책임을 생각하면 내부노동시장 내에
서 여성정사원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 것임을 시사한다.
“요즈음은 그냥 보통으로 일하는 (남성정사원처럼 일하는 것-필자) 사람도 직장
계속 다니기 힘든 상황이예요. 그런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아니예요.”(S2점장, 37
세, 대졸, 근속 15년)
“제도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는데요, 그거 참 곤란해요. 1년이나 빈 자리 둘
수도 없고 다른 사람 메워놓은 다음에 오면 골치 아프죠. 육아휴가도 쓰고 그랬으
니까 그냥 그만 두면 안되겠냐고 이야기하게도 될 거예요.”(S3점장, 42세, 대졸, 근
속 20년)
“솔직히 말해 그런 빈 자리들이 생기면 참 곤란해요. 기껏 다른 사람을 배치해서
일에 좀 익숙해지려고 하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직복직은 좀 어렵죠. 그
리고 한 두 명이면 어떻게 점포 내에서 조정을 해도 더 넘어가면 점포 내에서 조
정하기는 어렵고...특히나 매장이나 부문 단위로 생각하면 절대로 해결책이 안나와
요. 그런데도 매니저나 주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G1점장)
“아니, 노조가 그렇게 하겠다고 정했는데 점장들이 뭐 지네가 된다 안된다 해요.
일개 점장이 된다 안된다 말할 사안이 아니죠. 그리고 그거 하나 점포 내에서 조
정 못하는 거는 관리자로서 지네가 능력이 없는 거지. 조정하면 돼요.” (G2점장,
43세, 대졸, 근속 21년. 그는 노조간부였다).

가족형성으로든 회사의 강요로든 기혼의 여성정사원은 대부분이 이사를 동반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근하는 조건으로 주임이상으로는 승진할 수 없는 사원
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어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기업은 왜 이
런 식의 사원구분을 둬서 여성사원들에게 불이익을 안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래의 인터뷰 인용문에 나타나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능성을 부여하면
결국은 승진적체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정사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모든 정사원을 N사원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필요 없어요, 정사원이 모두
점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회사 입장에서는 N사원의 범위를 좁힐수록 좋아
요.” (그런데 정사원은 기본적으로 N사원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승진전망이
없으면 사기가 떨어져요. 나는 여기서, 주임에서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일을 열심
히 하고 싶겠어요? 그냥 대충 다녀도 잘리지는 않을 거고 일 열심히 않하죠.” (그
러면 여성사원들이 결혼해서 A사원으로 전환하는 건 회사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남자들은 점장까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위까지 바라보고 열심히 뛰지
만 여자들은 그렇지 못하지요.” (그러면 왜 여자를 채용해요? 아예 채용을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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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슈퍼일은 여자들이 더 잘해요. 여자들이 더 세심하고
능력있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여자들은 언제 결혼해서나 아이 낳아서 그만둘지 모
르니까 회사로서도 여자들은 중용하기가 어려워요. 기껏 키워놨는데 그만 두면 타
격이 크잖아요.”(G2 기업 인사매니저, 42세, 대졸, 근속 20년)

결국 관리자로 승진시키지 않을 여성정사원을 채용하는 이유는, 기업으로서
는 여러 층의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남성정사원처럼 관리직 트랙을 타지
않으면서 여성적인 감각으로 파트타이머 관리를 포함하여 작업현장을 섬세하게
관리할 하급관리자로 여성정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나마 그렇게
상정되는 존재는 주로 4년제 대졸 여성이고 고졸여성의 경우 결혼 또는 출산퇴
직의 대상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4. 여성정사원의 프리즘
필자가 실시한 질문지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 정사원이 직장생활에 대해 가
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점은「승진․승급가능성」이고 그 다음이「업무량과 비
교한 임금수준」과「직장의 장래성」이다. 그런데 사실 이 세 요인은 모두 하나
로 연결된 것이다.「직장의 장래성」은「승진․승급가능성」직결된 것이고「업
무량과 비교한 임금수준」도 정사원의 임금구성항목 중에서 점차 연령급 및 근
속급의 비율이 낮아지고 직무급과 직능급, 업적급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 속에
서 승진이 안되면 임금도 상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장에서도 환영
하지 않고 장래가 없는 직장인으로 근무하면서 자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성
정사원들이 정사원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별히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수입이 있어야지요. 남편이 계속 월급을
가져온다는 보장도 없지 않아요?” (G2정1, 46세, 대졸, 근속 22년, 휴대전화매장
주임).
“저는 일하는 것이 좋아요. 그게 무슨 일이든. 노는 거는 싫어요. 정신없이 바쁜
것에서 충족감을 느껴요.” (G2정3, 25세, 고졸, 근속 7년, 사무실 평사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동차 정비공장에 다니다가 결혼해서 그만두고 5년간 집에
있었는데요, 집안에 들어앉으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기분
이랄까, 나만 외톨이로 남겨지는 기분이었어요.” (G1정2, 50세, 고졸, 근속 1년, 총
무부 평사원, 파트타이머에서 전환. 파트타이머 근속 12년)
“그래도 애는 언젠가는 크고 지금은 탁아비로 월급이 다 들어가지만 애가 크고 나
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만두면 파트 밖에는 할 수 없고 파트해
서 받을 수 있는 게 몇 푼이나 되나요. 앞날을 생각해서 지금 힘들어도 참고 있는
거지요.” (G3정3, 31세, 고졸, 근속 13년, 부인복 매장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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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때부터 남편한테 말했어요. 내가 그만두면 이게(손가락을 말아서 동그랗게
해보였다) 없어진다. 당신 용돈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지 뭐. 더
군다나 지금은 애들한테 한참 돈들어갈 땐데, 애들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키겠다고
생각하면 나한데 그만두라고 할 수나 있나요 뭐” (S3정3).

위의 발언들을 정리하면 자신의 경제적 자립성을 유지하는 것, 세상과의 연
결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가족생활의 경제적 윤택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녀들이
정사원 취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승진가능성이 차단
되어 임금상승 희망도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격차가 큰 정사원과 파트
타이머의 임금차가 그녀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사원으로 남아있게 유혹하는 결
정적 요인이다.23) 그러나 파트타이머에 비한 상대적인 고임금이 그녀들을 유혹
한다고 해서 어머니인 여성정사원이 정사원 취업을 계속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다. 정사원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를 근무해야 하고 또 주로 오
후-야간근무를 담당해서 한밤중이나 되어야 귀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파트타이머들의 시선도 그녀들에게는 결코 편안하지는 않다. 질문지 조사에 따
르면 파트타이머의 83.4%는 미혼기에 정사원이었으나 가족형성으로 인해 내부
노동시장을 이탈한 사람들이다. 과거의 정사원인 파트타이머 중에는 자신이 현
재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을 공격적 가족이데올로기로 합리화하는 사람
들도 있다. 그래서 심지어 “나처럼 하지 않는 여성들은 문제가 있다”는 식의 태
도를 보이기도 하고24)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에 대한 편견까지도 내보인
다. 특히 중산층 가정의 주부로서 주당 20시간 정도의 단시간 노동을 하는 파트
타이머에게서 이런 태도들이 발견된다. 물론 이런 발언을 내놓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파트타이머, 정사원을 가리지 않고 이런 시선은 상당히 보편
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초기 양육기에 있는 정사원 어머니들을 가장 고통
스럽게 하는 것 중의 하나다.
“나는 우리 애 다 크고 나서 일나왔어요. 애를 남의 손에 맡길 수 있나요. 저는 일찍
결혼했거든요. 19살에 결혼해서 우리 애가 소학교 4학년 때 구에서 하는 어린이집의
보모보조로 처음 일하기 시작했어요. 보육원 애들 씩씩해 보이지만 불쌍해요. 엄마의
23) 물론 가정에 대한 부담이 없는 미혼여성 그것도 4년제 대졸 여성정사원과 이야기를
나누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자기의 능력발휘라든가 인정받음, 적성 등의 요인
이 그녀들에게는 중요하다. 하지만 어머니가 되어서 정사원 취업을 계속하는 여성들,
특히 아직 자녀가 어릴 때, 그래서 하루하루를 유지해나가는 것 자체가 등이 휠 듯 힘
든 시기에 처해있는 여성정사원의 입에서는 능력, 인정, 적성 등의 어휘는 잘 나오지
않는다.
24) 일본에서는 “3세 신화”라는 말이 있는데 만3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가 직접 키우지 않
은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해진다는 통념을 말하는 것이다. 일본은 주부제도와 주부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회인만큼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성별문화가 강하
게 존재하는데 3세 신화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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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에 굶주려 있잖아요. 엄마가 일 나간다고 애들을 그렇게 맡겨가지고, 애들이 얼
마나 약아지는지 몰라요. 역시 애는 3,4세까지는 엄마가 직접 키우는 편이 좋다고 어
린이집 보모 보조하면서 다시 느꼈어요. 여기 정사원도 하나 애를 탁아소에 맡기고
일하는데25)....”(G3파1, 51세, 고졸, 근속 15년, 미들타이머, 유아복매장 담당).
“파트라는 직업은 육아가 일단락되고 나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 이상
중요한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여성들은 육아와 일을 양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차분하지 않고 자기주장이 강한 아이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여성의 결여(어머니가 일하는 것-연구자) 때문이 아닐까요? 젊은 어머니들이 좀더
육아에 눈을 돌렸으면 생각합니다.”(질문지의 자유의견, 파트타이머, 주당 20시간
미만, 46세, 본인 제외 가족의 전년소득 1000만엔)

아래의 인용문에 나타나있듯이, 심지어는 같은 점포의 여성정사원이 기업의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정사원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비난하
고 반발하기까지 한다. 다른 정사원 특히 같은 부서의 정사원의 비난은 자신의
오후-야간근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 때문이지만, 정사원 중 누군가가 오전-오
후근무만 한다고 파트타이머들의 오후-야간근무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초기 양육기에 있는 정사원이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
난은 역으로 사실은 그녀들이 자신의 주부역할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누구는 너만 못해 직장 그만두
고 애 키웠는지 아느냐”는 일종의 질투라고 할 수 있다.
“(출산휴직 후 복직하는 여성 정사원들을) 우리는 어떻게든 돌아갈 수 있게 해주
려고 하지만, 점장들도 문제지만, 생각보다 육아단축근무하거나 오전-오후근무만
하는 것에 대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불평하는 경우가 많아요. 파트들도 걔는
정사원인데 왜 오전-오후근무만 하냐고 그러면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고 하면서
굉장히 불평해요.” (G2인사부 여성정사원, 33세, 대졸, 근속 11년)

질문지 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 정사원의 74.5%가 자신이 가사노동을 전담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56.3%가 자신이 주된 자녀양육자라고 응답했다. “생활
태도로서의 능력”을 요구하는 관리자들의 요구에 파트타이머들의 시선까지, 이
런 사면초가에서 일하면서 그녀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
디에 있을까? 그 비결은 다른 여성의 지원이다.
“애가 셋이나 되는데 친정엄마가 애들을 봐줬어요. 친정엄마가 없었으면 직장 그
만뒀죠.”(S3정2, 38세, 고졸, 근속 20년, 사무실 근무)
25) 이 문제의 정사원이 G3정3이다. 그녀는 출산 후 육아단축근무는 하지 않았고 점장의
배려로 1년간 오전-오후근무만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눈총은 몹시도 심해 그녀는
“우리애가 한 살이 될 때까지는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엉망이 돼서 정말 힘들었어요. 1
년간 밥을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어요. 같은 리더 매장 주임 중에 누구는 오전오후근무만 하고, 이건 불평등한 거 아니냐고 계속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애
를 위해 참고 분발하자 라고만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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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가 애를 봐줬어요. 제가 임신하니까 시누이가 애봐줄테니까 근처로 이사오
라고 그래서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두 살때까지는 시누이 집에서 봐주고 두 살부
터는 보육원에 넣었는데 보육원에 데리러 가는 건 시누이가 해줬어요. 토요일 일
요일도 시누이가 애를 봐주고요. 시누이가 없었으면 정사원은 그만 뒀을 거예요.”
(G1정3, 41세, 고졸, 근속16년, 키즈 매장 총괄주임).
“제가 정사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건 이혼했기 때문이죠. 전남편은 슈퍼에
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서로 뻔히 사정을 알면서도 내가 오후-야간근무하고
밤늦게 집에 올 때까지 손가락을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는 남자였어요. 내가 밤늦
게 집에 가서 그 때부터 저녁준비해서 상차리고 부르면 와서 밥만 달랑 먹고 가
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다행히 애도 없고 그래서 참다 참다 이혼했죠. 이혼하
고 나니까 만고에 이렇게 마음 편할 데가 없어요.” (G참정1, 42세, 고졸, 근속 24
년, 사무실 주임)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보육원이 9시에서 6시까지 일하는 어머니를
전제로 운영되는 현실 속에서 오후-야간근무에 주말근무까지 해야 하는 슈퍼마
켓의 여성정사원 일자리는 결국 누군가 다른 여성의 도움이 있으면 지속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는 일자리라는 것이다.26) 필자는 인용하지 않
은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어머니인 여성정사원을 20여명 인터뷰 했지만 그 중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는 사람은 G2정2와 G3정2의 2인뿐이었다. 또 그녀들을 통
해 들을 수 있었던 선배나 동료의 케이스에서도 보육원만으로 육아를 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회사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사원 신분
을 유지하려면 남편과 부모를 동원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다고 직
접적으로 ‘충고’한다. 그리고 G참정127)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일과 가정의 양
립이 불가능한 경우 정사원으로 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은 가족관
계를 해소시켜 가족책임을 벗어나는 것이다.
지금 포기하면 파트 일자리 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으니까, 파트로 일하면
수입이 너무 한심하니까, 다른 여성(주로 친정엄마)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이쪽저
쪽 눈치 보면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지탱하면서 정사원 신분을 유지해 나가지만,
그녀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은 파트타이머보다는 높은 임금일 뿐, 함께 입사한
남성동료들이 매니저로 점장으로 승진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는 여자
니까, 우리는 가정이 있으니까 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쓰린 속을 감추는 것 밖에
없다.28)
26) 이런 현실은 기혼여성의 정사원 취업 선택에 대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가 “(자녀
의) 조모와의 동거”라는 나가세(永瀬伸子, 1997)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27) 이 사람은 필자가 1999년 실시한 전 업종에 걸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질문
지 조사 및 면접조사에 포함된 사람이다.
28) G2정1은 근속 23년의 4년제 대졸자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매장주임이며 큰 변동
이 없는 한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G2 점포의 점장, 식품매니저, 판촉매니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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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 조사에 따르면 20대가 38%, 30대가 39.6%를 차지하는 기혼의 여성정
사원 중 자녀가 없는 사람이 절반이다.29) 어머니인 여성정사원들에게 출근 시의
육아담당자가 누구인가 질문했더니 44.3%가 가족이라고 응답했으며 보육원만을
응답한 사람은 37%였다. 또 그 응답을 막내자녀의 연령으로 나누어보면 막내자
녀가 6세 이상인 사람 중 보육원만을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9%로 반감했다.
이 결과의 의미는 슈퍼마켓 여성정사원의 대다수는 가족의 지원을 얻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로 올수록 가족지원을 얻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다.30) 가족의 지원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출산은 가능한 한 연기되고 출산은 많
은 경우 퇴직으로 연결된다. 아래의 인사담당자 발언이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
듯이 이런 식의 결혼․출산퇴직자, 즉 동업계 경험자인 파트타이머는 기업 측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질 좋고 값싼 노동력으로 하급관리자 역할을 하는 여성정
사원과 더불어 기업이 여성종업원에게 기대하는 또 한 가지 역할 모델이다.
“본인들도 남편이 웬만큼 돈을 벌면 정사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파트가 편해요. 주
변시선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도 파트가 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로서도 슈퍼
나 유통업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우수한 파트타이머를 잘 골라 쓰는 게 도움이
되지요31).”(G2 기업 인사매니저, 42세, 대졸, 근속 20년)

Ⅴ. 결론
지금까지 검토한 슈퍼마켓 산업 기혼여성 정사원의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
면, 성별분업을 토대로 한 남성생계부양자의 노동모델이 내부노동시장의 정상적
노동모델로 특권을 행사하는 한, 그녀들은 누군가 다른 여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내부노동시장의 하위직 노동자 자리조차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
(만)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제도와 기업 제도들이
녀보다 후배이다. 슈퍼마켓에서 인터뷰한 100여명의 남녀정사원과 파트타이머 중 그녀
처럼 자신의 인생을 부드럽고 상냥한 냉소로 서술하는 사람은 없었다.
29)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제11회 출생동향조사(1999)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
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출산 시 퇴직경향은 더 강화되고 있다. 균등법 실시 효과로 인
한 여성정사원의 임금상승과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정사원의 계속취업을 장려하기보다
기대와는 달리 출산을 연기하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출산연기로 인한 만산은
소산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30) 점점 가족의 지원을 얻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가족관계의 근대화에 있
지만, 그 외에 도시화의 진전으로 부모세대와 주거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점과 만산
화가 진행된 결과 출산했을 때는 이미 부모세대가 너무 노령화되어 양육을 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1) 필자가 면접한 슈퍼마켓 파트타이머 중 미혼 시에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등 소매업의
판매직 정사원이었다는 사람의 비율은 20%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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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그 제도들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 그것을 사용
하는 여성정사원의 비율은 매우 낮다. 일본의 내부노동시장이 설정하는 정상적
노동모델 자체가 가족책임과의 양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많은 여성정사원들은 가족형성기에 내부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된
다. 특히 슈퍼마켓이 요구하는 점포이동과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는 그 경향을
가속화시켜 여성정사원 중 기혼자의 비율은 20% 내외, 그 중 어머니의 비율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형성으로 내부노동시장을 이탈한 사람들 중
에서 중하위계층의 주부가 된 여성들은, 초기양육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족의 생
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인 파트타임 노동자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 있다. 성별분업이 규범화되고 여성에게 가족책임이 전담되는 사회에
서 여성의 취업형태는 노동자 본인의 인적 자본이나 노동지향성에 의해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생애단계와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여
성의 생애단계 상에서 “정사원은 파트타이머의 과거태이며 파트타이머는 정사원
의 미래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은 종업원으로서의 기본적인 훈련과 경험이 있는 과
거의 정사원을 파트타이머로 고용하여 현재의 정사원을 대체하고 있다. 다시 말
해 과거의 정사원들이 이제 슈퍼마켓 산업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일선
점포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그것은 현재의 여성정사원의 입지를 한층 더 축소
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여성정사원의 급감으로 인해 가족책임을 가진 정사원,
모성보호를 받아야 하는 정사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존재로
치부되고 있으며 그것은 다시 한번 여성정사원이 가족형성기에 내부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그 결과 슈퍼마켓 산업의 노동시장은 가족책임에
서 전면적으로 면제된, 기업이 요구하는 “생활태도로서의 능력”을 갖춘 남성생계
부양자의 내부노동시장과 ‘주부제도’가 만들어내는 저임금 고숙련의 주부노동자
가 중심이 된 외부노동시장으로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한 노동시장에 성평
등이 제고될 전망은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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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alyzing the situation of the female regular workers in Japanese
supermarket industry, this paper asserts that female regular workers can not
have a stable status in the internal labor market, as long as the work model of
male breadwinner, freed from family responsibility, enjoys the privilege of the
normality. Especi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permarket industry that demands
transferring work places and doing night shift work will not permit the family
responsibility of the worker in the internal labor market. Therefore, not only are
the female regular workers with family responsibility unable to advance into
upper positions but they are also faced with the difficulties of maintaining the
status of regular worker if they can not gain the other women’s support.
In such situation, the employment type of female workers depends on the
women’s life stage and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ir family, not on their
working capability and skills. That is, within the women’s life stage “A regular
worker is the past of the part-time worker, and the part-time worker is the
future of the regular worker.” Supermarket company substitutes part-time worker
for regular worker, and the number of female regular workers has been
drastically cut down. The rapid reduction of female regular workers renders
regular workers with family responsibility and maternity protection difficult. Once
again, this situation forces female regular workers to give up their job at the
stage of family formation. As a result, the labor market of the supermarket
industry is structured and dualized by the internal labor market composed of
male breadwinner freed of family responsibility and the external labor market
composed of housewife worker with family responsibility produced by the
housewife institution.
Keywords: female regular worker, part-timer, family responsibility, male breadwinner
work model, employee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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