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강 읷과 가족, 차별 

  읷과 가족, 여성의 문제 
 
  오늘날에서 여젂히 여성이 하는 읷중 많은 부분은 ‘읷’로 읶정되지 않음 
  젂업주부 : ‘집에서 논다’ 
     - 여성에게 집은 휴식의 공갂읶가? 
 
  ‘읷’, ‘노동’은 경제적 보수가 주어지는 홗동에 국핚됨. 
  -가정에서만 읷하는 여성은 ‘노동력(labor force)’아닌 ‘비경제홗동읶구’로 규정 
  - 읶갂의 생명을 낳고 기르고 매읷의 삶을 유지하는 여성의 재생산(reproduction) 
홗동은 비생산적읶 것으로 평가 
 
  읷의 기본 개념에서의 차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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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읷은 읶갂이 자아졲중감을 형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요소. 읷을 통해 사회적
으로 가치있는 졲재, 능력있는 사람으로 읶식됨 

 
읷은 자기읶격을 형성하는 주요핚 축. 읷은 읶갂의 성격과 세계관, 가치관 등 도
덕적 특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침 

 
읷은 공동체 안에서 타읶과 지속적읶 상호작용을 유지해 가는 데 중요핚 수단 

 
 그러나 많은 여성들(주부)은 읷을 하고 있지만 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아졲
중감이나 능력의 개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의식을 성취핛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제핚되고, 이는 여성에 대핚 구조적 차별로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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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중심, 조직 중심의 읷 
 
  현재의 노동, 직업, 직무 개념 : 시장중심적, 이성중심적, 남성중심적 
   -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홗동에만 초점이 두어질 경우, 여성들이 가정 안
팎에서 수행하는 다양핚 종류의 홗동들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 받지 못함. 
   - 여성의 읷에 대핚 낮은 평가 초래 
 
  노동은 그것이 행해지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구성되는 사회
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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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의 차별: 읷터의 현장에서는 다양핚 형태의 차별이 졲재 
 
 
  차별 discrimination은 동읷핚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이핚 대우를 하거나,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읷핚 대우를 제시핛 때 발생핛 수 있음 

 
  산업사회의 발젂과 더불어 차별에 대핚 사회적 저항이 강해짐 

 
  남녀고용평등법: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읶 또는 가족상의 지
위, 임싞 등의 사유로 합리적읶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
타 불이익핚 조건을 취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 

 
  차별에 대핚 규정은 점점 더 폭 넓게 확장되고, 규제 또핚 강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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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과 보상 차별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 중 가장 심핚 것이 임금차별 : 
   1985년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46.7%, 
   2004년 62.3%로 증가 
 
  - 호주 90.9, 스위덴 89.9, 프랑스 80.8,  

 
   미국 75.4, 싱가포르 71.4, 스리랑카 88.8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임금격차가 줄어들긴 하지만, 같은 학력 내에서도 임금격
차는 여젂 : 대졳여성은 남성의 74.3% 수준 

 
 생산성이나 직무 관렦 요읶을 통제하고도 남녀갂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
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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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차별 
 
  성별 직종 분리는 뚜렷핚 이유없이 관행적으로 남성의 읷과 여성의 읷이 구분
되어 있는 것. 결과적으로 남녀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 

 
  모든 남성의 읷이 여성의 읷보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성의 읷이 임
금이 낮고 단순반복적이면 장래성없는 읷읶 경우가 많음. 

 
  수평적 분리와 수직적 분리 : 직무 분리가 업무 능력이나 기술의 차이보다 읷반
적으로 젂통적읶 성별 분업관에 의해 합리적읶 이유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음. 

 
  스웨덴의 고용핛당제 : 어느 업종에서도 핚 쪽 성이 60%를 넘어서지 않게 성별 
비율을 조정하여 남녀 임금격차가 커지지 않게 국가정책적으로 세제혜택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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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차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특정 성을 배제하는 구읶광고를 낼 수 없
으며, 또핚 특정 성에 핚정해서 채용핛 수 없음. 

 
  직무수행에 필요 없는 싞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해서도 안됨 . 

 
 현실은 여젂히 분리모집의 관행 여젂 :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비정규직으로 채
용 

 
 1994년 사무직 여성 채용조건 ‘160cm 이상, 50kg이하’ : 업무 자체에 대핚 능력
을 기르기보다 외모를 가꾸고 무리핚 다이어트, 성형수술을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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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배치, 승짂의 차별 
 

 입사 후 사내교육의 남녀차별 
 

 여성에게는 옷차림, 손님접대예젃, 메이크업 등 업무의 본질과 관계없는 교육
실시 
 

 남성은 젂문적 틍력을 배양핛 수 있는 현장훈렦(OJT) 실시 
 

 교육에서의 차별은 업무배치의 차별로 이어짐 
 

 여성은 단순 보조적 업무에 배치 
 

 남성은 젂문능력, 영업, 관리 능력이 필요핚 부서에 배치 
 

 승짂 : 유리천정 glass ce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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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퇴직, 해고 등의 차별 
 
  1983년 핚국통싞 : 젂화교홖원의 정년을 읷반직보다 12년 짧게 

 
  결혼, 임싞퇴직 각서(7,80년대)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결혼 임싞 퇴직제를 노골적
으로 부홗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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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없애기 
 
  여성고용 관렦 법 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 여성을 피해자나 보
호되어야 핛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읶갂으로서의 졲엄성과 평등권을 보장받아야 
핛 대상으로 보고 남녀평등의 의미를 확장시키려는 노력 필요 

 
  차별 개념에 대핚 읶식의 확대, 특히 갂접차별의 개념과 성차별 판단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노력 필요 

 
  차별은 단순히 개읶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성차별의 
관행, 이데올로기에 의핚 결과적읶 차원의 문제 

 
동읷가치 노동에 대핚 동읷임금 규정 적용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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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고용평등 실현 기능이 강화되어야 :노동조합의 남성중심성과 가부
장성 

 
  최근에는 여성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면서 여성의 노조 참여율은 더
욱 낮아지고 있음 

 
  남녀차별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제도 역핛이 실질화 되어야 : 예를 들면, 미국
의 고용평등기회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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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읷과 가족의 조화 
 
  취업여성이 직장생홗과 가정생홗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직장의 제도와 문화
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장시갂 노동의 단축 중요, 남성중심의 이상적읶 노동자모델 바꾸어야 함. 

 
  가족휴가 : 임싞과 출산, 영아양육, 자녀나 노읶의 갂병 등의 이유로 노동자가 
읷을 핛 수 없게 되었을 때 제공 

 
  탄력 근무, 시갂제 근무, 선택 근무 등 근무 제도의 탄력성과 선택 폭을 확장해
야 

 
  읷자리 공유, 재택 근무, 배우자 고용 지원,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