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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령화사회에서 남성노인보다 긴 노년기를 보내는 고령층여성의 안정적인 노화를 위
한 고용가능성은 촉진되어야 한다. 특히, 생계형 취업자가 대부분인 고령층여성의 경우
에는 교육과 복지적 지원이 함께 삶의 질이 높아진다. 연구자료는 구직 중이거나 취업
중인 고령층여성의 경험을 직업생애사를 중심으로 내러티브 면접하여 수집하였으며, 근
거이론의 코딩화과정에 따라 분석하여 범주화하였다. 고령층여성은 고령의 나이와 여성
의 역할이라는 사회화의 규범대신 생산성을 지향하며 자신의 일상세계를 새롭게 재구성
하면서 역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구
직하며 교육을 요구하는 고령층여성의 학습요구를 기반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이 가능하도록 교육이 촉진되어야 한다. 고령과 실업 등의 빈곤
대처 중심의 복지제도는 빈곤으로부터의 보호와 인간다운 생활보장, 고용기회의 극대화
를 위한 고용가능성 개발을 촉진하여,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는 교육복
지 제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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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에서 50세∼54세의 60.3%, 55세∼59세의 52.5%, 60세 이상 여성의
27.5%가 취업 중이다(통계청, 2008a). 55세∼79세까지 남성의 71.8%, 여성의 44.5%
가 취업을 희망하며, 취업 목적은 남녀 모두 경제적 이유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b). 50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6.9%이나, 취업 직종의 21.1%가 단
순노동이며(노동부, 2008), 생계형 취업자(장혜경, 김영란, 2003; 박성정 외, 2008)로
나타났다.
고령층여성은 높은 취업 요구를 갖고 있으나, 연속적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노년기에 체력과 건강이 쇠퇴하고 있으나, 저임금, 단순근로직 종사 비율이 높
아 일자리의 만족감은 매우 낮고, 이직률이 높게 나타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역동
적인 노동시장의 시스템과 조직은 고령층여성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근무경
력,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 등을 요구하지만, 이들은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지 못
하고,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퇴출되며,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불안정한 노년기를 보
내고 있다.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로 전문지식의 소유자, 경력자, 의사소통 능력과
협동력 소지자, 유동적으로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 소지자가 선호
되므로, 고령층여성은 취업 현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평생교육법 제4조의 평생교육 이념에는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기회 균
등 보장”이 명시되어 모든 학습자를 위한 학습기회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노인
복지법 제1조와 제23조에는 “노인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지원을 위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 교육을 위하여 노동부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포함한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50세 이상 고령층여성의 직업
역량개발은 부재하여 이들은 평생교육의 소외자가 된다. 더구나 고령층여성을 위한
고용가능성 개발에 관한 교육 방안의 부재와 고령과 여성이라는 차별에 의하여 시
장의 고용 요구도 매우 낮아,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노동하며 빈곤의 재생
산을 경험하고 있다.
안정적인 고령층여성의 노년기는 보장되어야 하나, 50세부터 64세까지 여성의 취
업과 훈련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우며(박성정 외, 2008), 안정된 노후에 대한 요
구가 높은 고령층여성의 취업교육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손유미 외, 2003).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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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에서는 구직과 취업경험인 직업생애사를 통하여 내부자 요구 중심의 미
시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령층여성의 생애사적 행위를 도출하여 분석하고, 교육복
지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배경
‘여성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방안’(홍기형, 1996)에서는 주부는
취업이나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의 요구는 있으나, 교육장소와 교육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고, 교육 후 받은 후에는 어떻게 취업을 할지 모르는 실정이므로, 주부를
위한 훈련과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
운영할 직업지도 전문가의 배치와 실제적인 취업 교육이 제안되었다. ‘저학력, 저숙
련층의 성인학습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나영선 외, 2003)에서는 평생교육 체제
내에서 저학력·저숙련층의 성인학습 지원정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여성의 성인학습 진흥,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교육 활
성화 지원, 국민 문해 교육 운동 전개,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
여 저소득자, 저학력자, 고령자, 장애자를 위한 사회통합 지향적 학습프로그램의 지
원이 제기되었다. 또한,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적
지원이 매우 적으므로, 고령화사회로의 변화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추세 속에서
저학력·저숙련 계층의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고령 퇴직자
의 성인학습 및 재취업 교육을 강화하여 고용 촉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자율적인 취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평등이 주장되었다. 저소득취업과 관련된 ‘준․고령여성의 경제활
동에 관한 연구’(김경애, 2004)에서는 취업 중인 중고령여성은 생계형 취업자가 대
부분 이므로, 여성가장 채용 장려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차상위 계층을 보호하는
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계보호 지원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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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취업 관련 정책 프로그램과 교육복지
노인취업 관련 정책은 크게 노인복지법과 고령자 고용촉진법, 노인 취업 및 저소
득노인 취업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다. 첫째, 노인복지법 제1조와 제23조에는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일할 기회의 우선 제공’이 명시
되어 있다. 1991년 제정된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고령자고용촉진과 관련 프로그램으
로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 노인고용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직업능
력배양 프로그램으로 직업생활의 기본 소양, 산업 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 요령, 직
종별 직업수행 능력 훈련을 1∼4주간씩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65
세 이상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유도할 기반이 약해 실효성이 약하다.
둘째, 노인취업관련 프로그램으로 취업상담과 알선을 위하여 노인취업알선센터가
1997년부터 노인 적성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여 장·단기 취업 기회로 이어지도록 운
영되고 있다. 이외에 노인공동 작업장이 있으나 기술 부족으로 일거리가 확보되지
않거나, 중단되는 형편이며,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서는 경비직, 주차장 관리직이 대
부분이어서,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이밖
에 고령자 인재은행과 노동부의 워크넷 등을 비롯한 취업알선 사이트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등이 있으나, 노인을 필요로 하는 곳은 단순노동 분야로 대부분 남성에
게 유리한 농사일, 수위직, 주차 관리직, 청소원 등이 대부분이어서, 여성의 취업기
회는 매우 적은 편이며,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역량개발 교육이 빠져 있어서 실제적
인 취업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직업교육 체제 구축 관련 연구들은(김상길,
2000; 한숭희 외, 2006) 직업교육진흥 지원 강화가 실제로 저소득 중고령여성을 위
한 교육적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함을 비판하였다.

고령층여성의 취업 교육
고령층여성의 취업 교육은 계속적인 취업경력을 이어가도록 역량 개발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이 시작된 초기에는 양성평등한 민주사회 건설
을 위한 교육정책적 논리가 기반이 되었으나(Degen-Zelazny, 1974), 이후에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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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에 대한 양성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의 입법화가 강조되어 고용기회의
확대가 강조되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한 역량개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경
제활동 촉진과 고용가능성 개발을 통한 고용가능성 향상이 중시되고 있다.
여성취업교육은 생존 보장을 위한 복지적 배려와 발전 지향을 위한 교육적 지원
이 병행되어야 한다. Siebert(2003)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정책적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을 배려하며, 동종집단을 구성하여 교육하고, 민간기관이 취업교육을 담당
하며, 학습동아리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인 취업교육을 지원하며, 학습자 중심의 교
육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취업교육의 원칙으로 주장하였다.
여성정책의 기본이 되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는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
을 위한 여성의 경쟁력 강화가 명시되어,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남녀고용평
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가 정책 과제로 되어 있다.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의 방법으로 전업 주부와 여성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와 여성 고
용촉진 기반 구축이 과제로 제시되어 여성인력 개발 인프라 구축과 취업, 창업지원
을 통한 여성 경쟁력 향상 도모와 여성인력 개발기관의 운영 개선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 확립이 강조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여성
노인의 복지를 위해 여성노인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충하였고, 여성노인 특화
프로그램으로 유기농재배, 떡 제조, 세탁사업 교육을 실시하였는데(여성부, 2008),
이러한 소외계층 중심의 여성교육은 여성의 기초능력을 개발하는 계몽 교육뿐만 아
니라,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직업교육이 전략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공동체적 삶과 자기 주체화를 촉진하는 교육복지
공동체 개념을 중시한 Natorp는 경제와 정치적 모순으로 발생되는 사회 격차를
해결하는 “교육학의 역할은 사회변화나 개조가 아니라, 공동체적 삶을 위하여 개인
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인간다운 삶의 창출을 지원하는 파트너십 교육”
(Niemeyer, 1997)임을 강조하였다. 고용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고령층여성은 지난
1년간 여성의 97.9%가 취업교육 경험이 부재한(박수미 외, 2008) 평생학습의 소외
자이다. 노인문제 중 가장 심각한 빈곤 문제(정경화 외, 1998; 보건복지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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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위해 고용기반을 제공하여 사회 불평등을 줄여나가고 인간적 생활이 가능하
도록 지원해야 한다.
노인을 위한 교육복지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으나, 사회교육학(Sozialpaedagogik)
측면에서 노인교육과 복지(Altenbildung & Altenwohlfahrt)는 여성노인이 사회구성
원으로 만족할 만한 정신적, 육체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복지는 궁핍과 빈곤으로부터 고령여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인간다운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노령
과 여성 그리고 빈곤, 실업 등의 생활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적 노년기를 지원
하기 위하여 복지와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을 사회적 책무로서 보장하는 것이다. 고
령층여성의 교육복지는 노인이 공동체의 참여적 일원이 되도록 일을 보장해 주고,
자율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주체화를 촉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고령층여성
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역량개발교육은 사회정책의
기본 방안이 되어야 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정부정책과 노동부 직업능
력개발 사업과 산하 공공훈련기관 그리고 여성부의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
층여성의 참여율은 낮다(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협회, 2007). 이것은 취업교육
이 고용성 개발과 제고를 위한 고령층여성중심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남성취
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요구와 기대의 불일치가 심화되어 취업지원 체계가 마
련되지 못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

연구 방법과 분석 결과
50세 이상 고령층여성의 취업경험을 알기 위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삶의 과정으
로 구성되는 직업생애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생애사 연구에서는 개인이 삶을
구성해가는 주체라는 능동성이 강조되므로, 여성노인이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생애
사적 의미를 중시하고, 행위의 실체분석을 위해 행위(Handlung)에 근거한 경험을
중시하여 노년기의 일과 취업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저학력, 저숙련 계층은 “중졸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숙련을
보유하여 추가적인 교육훈련의 요구가 있지만, 기회제한, 재정적 요인 등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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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나영선 외, 2003)로 정의된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소외계층의 구분을 학력과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적인 사건
이 되는 개인의 위기인 고령, 생존을 위한 빈곤 해결 행위, 이혼과 같은 결혼형태,
육체적 노화, 노모 부양과 같은 가족적 맥락에서 고려하고, 생애사적인 맥락을 고려
하여 표집하였다. 고령층여성의 나이를 50세 이상으로 표집한 것은 2003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50세 이상 54세까지의 중고령자와,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한
것과,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의 정의를 중시하였고, 실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즉, 비연속적으로 위기의 삶을 살아가는
고령층여성으로 교육기관에서 구직상담 중이거나, 현재 교육 참여자 그리고 취업자
를 표집하였다. 2008년도 5월부터 8월까지 수집된 총 29개의 사례 중에서 생계 취
업자로 초졸 4명, 중졸 1명, 고졸 6명 그리고 대학원졸 1명 등 총 12명의 사례를 분
석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인
사례 연령 혼
형태
1 54세 결혼
2
3
4
5

54세
51세
56세

사별
이혼
사별
결혼
55세 (남편
실직)

6

53세

미혼

7

66세

이혼

직장 경력
식당일 21년
다양한 일 19년
각종 부업
15년
조리사 8년
초·중등 교사
10년,
지역아동복지사
3개월
중소기업경리
15년
자동차회사
19년

구직 형태 교육훈련 경험
구직 중
없음
현재 무직
없음
매표원
없음
조리사
요리학원

학력

초졸
초졸
고졸
고졸

취업
유형
생계형
생계형
생계형
생계형

구직 중

논술지도사 대학원졸
산후돌보미

실습 중

식품 포장

바리스타

생계형

건강식품
판매원관리

없음

여상졸

교육

생계형
여상졸 사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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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령
8

64세

9

64세

혼인
형태
결혼
결혼
(남편

무직)
10 63세 이혼
별거
11 57세 (노모
부양)
결혼
12 63세 (남편
무직)

중졸

취업
유형
능력
개발형

없음

초졸

생계형

없음
간병인교육
아동돌보미

초졸

생계형

고졸

생계형

고졸

생계형

직장 경력 구직 형태 교육훈련 경험
55살까지 회사, 청소일 미용교육 수강
6~7년 조리사
중
세탁소 20년 경영 구직 중
가정부 10년 ,
조리사 10년

구직 중

미용업 20년 경영

교육+구직
중

한복 23년

바느질방
근무

교육 중
한복 교육
참여 중

학력

면담의 원칙과 사례분석 방법
세 단계로 진행되는 생애사적 내러티브 면담(biographic narrative interview)
(Schuetze, 1976; 박성희, 2004) 원칙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시간은 대상
자에 따라 50분에서 2시간까지 다양하게 소요되었고, 빠른 시간 안에 연구를 진행
하기 위하여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의 내용은 익
명성을 약속하고, 자료 활용에 대한 면담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녹음하고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전사물을 읽고 내용을 해체, 비교하여 개념화시키는 개방
코딩(Strauss & Corbin, 1990)을 통해 고령층여성의 취업 구조를 파악하였다. 개방
코딩에서 범주화된 하위범주들은 코딩 패러다임에 의하여 관계를 짓고, 축코딩 하
였다. 여성의 생애사적인 취업 맥락 분석을 위하여 사회적 맥락, 노동정책적 맥락,
문화적 맥락 그리고 개인이 삶의 주체가 되는 생애사적인 발달 과정도 고려하였다.
축코딩에서는 취업이 이루어지는지 맥락과 상호관계와 결과들을 포괄하는 범주를
찾였다. 세번째 코딩 과정인 선택코딩에서는 범주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핵심범주를
선택하였고, 교육복지적 지원을 제도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으로 나누어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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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생존과 노년을 준비하는 문제 해결자: 생존과 자율적인 삶의 토대
취업은 이혼, 사별, 미혼 등으로 홀로 생활하는 독신 여성과 남편의 사업 실패와
실직으로 가장인 된 여성에게 생존을 의미하며, 이들은 건강할 때까지 자율적인 노
년기 창출을 위하여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전통적인 내조자의 역
할에서 깨어나, 자신의 삶을 일을 통해 구성해가는 생산성을 지향하고 있다. 고령층
여성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의 주체자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생계형 취업자에게
는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수입을 보장해 주고, 일자리를 위한
고용가능성도 지원해야 한다.
- 생존
여성 취업의 가장 큰 목적은 선행 연구 결과(박성정 외, 2008)와 같이, 빈곤 극복
을 위한 생존을 위한 경제적 이유이며, 그 다음으로 고령화사회에서 자율적인 노년
기 대비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여성들은 건강할 때까지 일하고 싶은 요구
를 갖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업을 원하며, 취업을 문제해결전략으로 사
용하는 적극적인 행위의 주체자로 나타난다. 그러나, 취업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취업관련 정보를 얻지 못하는 교육기회의 소외자로 나타났다.
여성가장의 경우에는 자녀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이들 자녀는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며, 전문적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채, 구직 중이거나, 비정규
직 또는 저임금 업종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이 세대를 이어 재생산되므로,
이러한 세대로 이어지는 빈곤의 재생산 고리를 끊기 위한 경제적 지원과 고용성을
개발하는 취업교육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사업을 하기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계에 보탬이 될
까 하고 찾아본 것이 바로 한복 이예요.(중략)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돈을 벌어
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23년이 흘렀어요. 이 나이에 취업하려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70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2 No.4, 2009
이다”(사례, 12)
- 자율적 노년
적극적으로 구직중인 여성은 취업을 희망하지만, 50세 이후에는 노동시장에서 배
제되어, 취업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고용가능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수혜자가 되
지 못하고 있으나, 이들은 이러한 환경적 조건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한 노
년 준비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할 때까지 일하고 싶어 하
며 자율적인 노년기 준비를 위해 고용가능성 개발을 요구한다. 자율을 중시하는 고
령층여성은 자녀로부터 독립된 노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 노화
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돈이 헤프고, 벌기는 힘들고...근데 나이 먹어서 자식들한테 의존할 수 없잖
아. 그러니까 나도 뭔가 노후대책이라도 해놔야 되는데 젊어서 애들 뒷바라지 때문
에 나를 위해서 모아진 돈이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생활이 여유로우면 취미 생활
도 하고 놀고 싶지만 그렇지를 못하니까 늙어서 자식들한테 부담 줄 수 없으니까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다만 얼마라도 벌어서 생활을 하고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저축이 되어야 늙어서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일을 하고
있잖아”(사례, 4)

사회통합을 요구하는 비판적 성찰자
고령층여성은 자기성찰을 통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Levinson, 1998), 삶의
위기적 전환을 경험하고, 사회참여 역량, 창의적 역량, 배려의 역량 그리고 생애사
적 역량 등을 소지하고(이경희·박성희, 2009), 안정적인 노년을 계획한다. 노년기를
앞두고 삶의 유한성을 느끼고, 자녀양육에서 벗어나 빈 둥지의 시기를 경험하고 역
할변화를 인지하며, 인생의 의미나 자아의 존재에 대해 생애사적 성찰을 통하여 자
기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는 학습의 주체가 된다. 삶의 주체인 실존자로서 자아발
전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며, 삶의 반성을 통하여 자아실현하는 학습자가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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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는 자신이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능동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자신의 새
로운 정체성 형성을 위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며, 적극적인 노년을 삶의 지향
으로 선택하게 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되었고, 중요
한 타자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행위의 주체자(protagonist)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의 주체자인 여성은 일을 통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참여자가 되고, 자아실현의 주체자가 되려는 자기 성장
을 계획하므로, 이러한 학습 요구는 교육복지를 통하여 촉진되어야 한다.
- 근로 기회 보장과 사회적 공평성 요구
고령층여성은 건강할 때까지 일하고 싶으나, 실제로 나이와 경쟁력에서 뒤쳐져,
취업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철저한 시행과 고용주와 실
무자의 취업 인식 개선을 요구하였다.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역연령에 의한
나이 차별로 나타났는데, 노년기의 특징은 다양화이므로, 역연령에 의하여 취업을
무조건 제한하기 보다는 여성 개인별 고용 능력을 개인별로 고려해야 한다. 나이를
역연령에 의하여 평가하기보다는 정신적 능력 평가를 더욱 중시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 교육 정도, 직업 경력, 직업 수행 능력, 적극성, 책임감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
습력과 같은 고용가능성이 고용의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일자리 알선 사이트인 워크넷에 들어가 봐도 55세부터는 무조건 다 잘라버
린다. 이 나이에는 할 일이 없다. 청소하는 것도 나이에 따라서 급여가 정해지는데,
55세는 75만원, 60세는 70만원이다. 그러나 나는 귀가 안 들리시는 87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처가살이하는 아들을 위해 꼭 일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나는 아직도
매우 건강하고, 일할 수 있다”(사례, 11)
- 여성의 저임금 정책 비판
장기구직자 또는 근로가 힘든 고령층여성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을 통한 수입 보
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저숙련·저임금 직종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
로 노동부의 실업급여 기준을 최소 임금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임금 지불
에 관한 ILO의 ‘좋은 일자리’ 권고기준은 2008년 기준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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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41만원이며,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한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20만원 정도이므로, 이러한 수준의 최저 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여성노동에 대한
저임금 정책에 대한 비판하고 있다.
“차비하고 용돈하고, 최소한 백만 원은 받아야죠, 파트타임 일자리가 좋은데, 없
죠, 식당에서 한 달 내내 일하고 100만원을 못 받는데, 이건 너무 적지 않아요?”(사
례, 1)
- 가족친화성 요구
고령층여성은 가사와 가족을 돌보는 일과 취업을 함께 병행해야 하므로, 가족친
화적인 제도의 실행과 파트타임제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취업과 가족생활의 조
화를 위하여 일터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여성취업자를 위한 가족친화적 정책을
적극 실행해줄 것을 요구한다. 고령층여성은 자아실현을 위한 취업을 요구하므로
가사와 취업의 병행을 양자택일이 아닌 삶의 질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
다.
“여자 택시 기사가 되고 싶어서 찾아간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혼하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가정이 있는 여자가 부업으로는 할 수 없대요”(사례, 7)
- 병가 보장과 노사 간의 파트너십 요구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는 병가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고용주
는 일당을 감액하고 급여를 지불하는 관행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근로자의
병가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나는 다쳐본 적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 보니까, 본인이 다쳤을 때는 본인이 손
해를 봅니다. 하루 아프면 하루 일당을 제합니다. 125만원을 날짜로 나누어서 하루
일당을 다 까버립니다, 김밥집에서 일할 때는, 하루에 13시간씩 일하면서 한 달에
두 번만 쉬었어요”(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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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식사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관행을 비판하고 있다. 고용주가 갖고 있는 전근대적 고용 의식을 비판하
고, 한정된 노동 시간을 근로자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 관념에 의한 근로자
고용을 비판하며, 고용주와 근로자의 평등한 관계에 의한 파트너십의 전환을 요구
하고 있다.
“식당에는 밥 먹는 식사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냥 서서 먹으면 다행이고, 김밥
집도, 대개 아침을 못 먹고 가는데 점심을 4시에 먹어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서
저녁은 밤 11시에 먹고, 그러니까, 사람 위장을 다 버려서, 배고플 때는 속이 쓰려
서 죽을 것 같아요, 나중에 밥을 먹으려면 속이 쓰려서 못 먹겠더라구요, 밥은 아줌
마끼리 먹는데, 아줌마가 7명, 저녁에는 알바생까지 13명인데, 된장하나 끓여주는
때가 없어요, 닭갈비 집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먹는 것은 닭갈비가 아니고, 닭갈
비 양념에 밥을 볶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집에서는 있을 수 없겠구나 생
각하고 그만두었어요”(사례, 2).
- 근무 시간 보장과 휴일 보장 요구
2001년 기준으로 주당 55시간으로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한국(ILO, 2009)
은 일상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정확한 퇴근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주말과
휴일 근무에 대한 직장의 요구가 매우 높아, 가사에 대한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고령층여성은 이에 대한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비판자가 된다.
“여성들이 가정 일을 하면서 직장에 다녀야 하니까, 일하는 직장이 주말에 쉬고,
주일에 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전문직이 아니면 규칙적으로 쉴 수 있는 직
장이 어디 있나요? 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여성이 일을 할 수 없는 직장이 대
부분이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가정이 있는
여성들이 주말에 집안 일을 해야 하고, 친인척 집안 일에도 참석해야 하는데, 토요
일이나, 일요일에 쉬게 해주는 직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거죠, 전문직이 아니
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성들의 취업이 어렵죠.”(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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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속성을 연속성으로 수정하는 고용가능성 개발 요구
여성의 직업생애사는 직선형의 발달로 이어지는 남성의 직업생애사와는 달리, 출
산과 자녀양육으로 경력 단절이 특징으로 나타나며,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 저임
금으로 지위가 불안하고, 취업의 비연속성(Dausien, 1996)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
러므로, 고령층여성은 역량개발을 통하여 전문 지식을 쌓고 삶의 질을 보장 받으며,
삶에 변화나 위기의 시기에는 학습과 상담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직업교
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기 전에
교육의 적절성 여부 판단과 경력개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학습상담 시스템과 구직
자의 요구와 취업경력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받도록 고용가능성 교육이 체계화되어
야 한다.
“상고 졸업 후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15년 근무하다 그만두고, 30대에는 마권을
발매하는 일과 개인병원에서 의료보험 청구하는 일을 겸업하였다. 그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놀이방 창업도 좀 했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잘 되지를 않아서,
바리스타 과정을 듣고 자격증도 취득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되지를 않았어
요, 꽃집, 약국 등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으로 잠깐씩 일을 하다가 지금은 마
트 식품부에서 포장을 담당하고 있어요. 내가 학교를 졸업할 때는 주산, 부기, 타자
를 배웠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이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 아무 소용
이 없어요.”(사례, 4)
여성의 직업생애사에 나타난 취업 요구에 대한
2>와 같이 나타났다.

코딩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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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령층여성의 취업 요구 도출 과정
개방 코딩
축 코딩
노동력의 소모가 적은 곳에 취업 희망 신체적·정신적 영역의
체력 쇠퇴, 관절염과 같은 성인병 노화와 내면적 성찰 증가
발병
양육과 가사에서 해방
관계지향 역할에서
노후 준비
자기주체적 행위자로 변화
자기평가와
시간의 유한성 인지
노년기 목표 설정
연령 제한

노동시장의 한계 인식
무기력

선택 코딩
고용가능성 상담과 향상을
위한 교육 요구
노년의 삶의 질 향상
자아실현, 의미구성,
자기 성장 요구
교육복지적 요구

고용가능성과 경력개발 요구
적극적 구직 활동
학습자 중심 교육 요구
근무 성과를 높이고 임금 상승을
일에 대한 재평가
위한 경력 개발 요구
자기주도성
증
가
교육 정보를 혼자서 찾음
취업기관이나
저임금, 구조 조정, 퇴직금 관련 일을 통한 자율적 삶을 계획 취업교육정보 중시
노사 분규를 겪음
노사갈등에 대한
인간 관계의 어려움
문제해결력 중시
자녀중심의 가족 관계가 부부 중심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
또는 노부모 부양 중심으로 이동
직장과 가사 일을 병행할
관계의 재형성
탄력 근무제 요구
수 있는 가족친화성 중시
가족관계 재정립
이혼, 사별로 독신 증가
자율적 노년기 중시
자율적 노년 계획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음

↓
핵심코딩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삶의 주체자로 변화하는 고령층여성의 생애사는 생존과 자율,
사회통합에 대한 비판, 비연속성이 특징으로 나타나므로, 자율적인 노년기를 계획하는
고령층여성의 교육복지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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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및 제언
고령층여성은 빈곤 문제를 개인의 책임보다는 고령, 여성 그리고 교육기회의 부
족이라는 사회의 책임으로 비판하고 있다. 안정적인 노화를 위하여 자율적인 삶의
주체로 성장하려는 요구, 공동체사회의 일원이 되는 사회적 통합을 요구하며 교육
과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여성은 일을 하면서, 나이 차별, 정규
직과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차별을 비판하며, 취업과정에서 사회적 공평성을 강력
히 요구하는데,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자기성찰력과 적극성을 증가시켜, 자기의 목
적을 실현하고. 총체적인 자아를 완성시키려는 자율적인 주체로 성장하려는 요구로
나타났다. 취업을 통해 자율을 요구하는 고령층여성에게 일은 직업생애사를 구성하
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어 취업을 통해 삶의 주체자가 되면서 다음과 같이 주체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직업을 통하여 고령층여성은 고용의 대상이 아닌 일의 주체자로 변화한다.
여성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지만, 일을 통하여 경
험을 쌓아 나가며 이러한 취업경험을 자기개발의 도구로 삼으며, 공동체 사회의 참
여자로 성장한다. 여성은 자신의 일을 통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인식을 만들어 가는
데, 단순한 인력인 근로자적 측면에서만 취업 경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통한 사회적 공평성을 요구하며, 이러한 성찰은 계급의식을 발달시키고 주관적 지
식으로 변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취업에 대한 관념적인 평가는 구체적인 평
가로 변화하고, 취업경험은 여성을 행동의 주체자로 만들어, 고용의 대상이 아닌 일
의 주체자로 변화하게 된다. 즉, 고령층여성은 일을 통해서 취업경험에 대한 지평을
넓혀 노년기에 대한 계획을 발전시키는 주체자가 된다.
둘째, 능력개발과 행동의 공간인 학습공간으로서 일자리를 인식한다. 개인의 성
격구조와 개인의 정체성형성의 과정은 개인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므로, 개인의 행
위능력의 발전은 적극성을 통한 행위이론적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개인의 성
격구조는 평생 동안 과정적으로 발전하는데, 이것은 직업에 의한 사회화의 과정으
로 볼 수 있다(Groskurth, 1979). 일자리에서 진행되는 학습의 과정은 긍정적인 발
전의 가능성으로 연결되어 일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적용시켜 보고 발전시키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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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일과 학습은 일과 사회화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양한 의미의 조합으로 연구되어야 한다(Lempert, 1979). 개인의 사회화에 다양한
영향을 주는 일은 취업능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능력을 길러주는 학습이 된다.
따라서, 생존, 자율성, 사회통합, 비연속성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고령층여성의 직
업생애사는 평생학습을 통해 공동체 삶이 가능하도록 <표 3>과 같이 교육복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3> 고령층여성의 요구에 기반한 교육복지적 방안
삶의 질 보장 고령의 근로자를 위한 제도 보장
고용가능성 보장
궁핍과 빈곤으로 연령 차별 금지 보장
부터 생계를 보 가사와 취업 병행을 위한 가족 평생학습과 상담 보장
장하고, 인간다 친화적 정책 실시
고용가능성 개발을 위한 평등한 교육
운 삶을 위한 일 시간제 근무 제도 확충
기회 보장
보장
근로 환경 개선
근로 시간 보장, 병가, 휴일 보장
교육복지적 지원 방안
↓
물질적 지원
교육적 지원
생계 보장
교육 보장
역량개발을 통한 경쟁력 개발
직업
역량
생활 역량
∙평생학습권에 의한 직업 교육
보장: 평생 고용 기회 확대
∙생동감
·컴퓨터 교육
∙자기만족감, 공감 등을
·
대인
관계,
세제,
퇴직
교육
통한 긍정적 자아상
∙저소득고령층여 · 노동자 권리 교육
∙
결정력, 자기
성을 위한 소외 ∙교육과 취업이 연계되는 학습 ∙전문 지식 자기
책임감
계층배려 우선 자중심의 맞춤형 교육 보장 ∙건강
받아들이는
지원 정책과 행 · 기업과 산학 협동
∙협동 능력 ∙도전을
능력,
문제해결력
복추구권 보장
∙리더십 ∙자기신뢰감
및 주말 교육
∙안정적 소득을 ·야간
입에 비례하는 교육비 차등 ∙∙책임감
가족의
위한 일자리 보 · 수
적극적 도전 ∙성이나
제
도
입
역할에서
벗어나는
장
정신
∙학습과 학습 상담 보장
개인화 성향
· 노동 시장 정보 제공
∙삶의 의미 수용력
· 역량개발을 위한 취업지원 체
∙자신감 향상 교육
계화
∙자아존중감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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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여성의 교육복지적 지원은 여성의 생애사적 맥락에 의한 삶의 복합성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자율적 노년기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는 일을 보장
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고령층여성의 고용가능성을 학습을 통
하여 보장하고, 자기성장과 자기개발을 성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량개발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령층여성의 교육복지적 지원은 증가하는 여성노인 모
두가 평생교육의 수혜자가 되어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는 고용가능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일자리를 통하여 보장하거나, 물질적으로 보
장하는 생계보장이 지원되어야 한다. 고령층여성의 자율적 노후 보장을 위한 적극
적인 촉진 급부(foerdende Leistung)로서 교육복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안정과 자율적인 노년기 보장을 위하여 신체적 노
화에 적합한 일자리 지원 또는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 34조
에서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
시되어 있고, 노인복지법에서는 여가, 노인, 청소년의 복지 향상의무로 생활무능력
자,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회약자인 고령층여성의 생계 보장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고용을 통한 노동보다는 삶의 질 유지는 평생교육의 확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노인교육이 학습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개발을 위해 평생교육기관과 기업이 전문지식의 습득, 팀 협동능력, 리더로서의 사
회적 역량 그리고 건강 유지와 촉진을 위한 고용가능성 개발 교육을 보장해야 한
다. 산학협동 교육의 체제를 구성하여 실제적으로 고용가능성 습득을 위한 기회를
넓혀주고, 정부와 기업이 교육재정을 부담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청이 직업훈
련을 함께 담당하여, 협동을 통해 역량개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경쟁력 개발을 위해, 직업역량(competencies for vocation)과 생활역량
(competencies for life)의 개발이 중시되어야 한다. 고령층여성이 생동감, 정체감,
자기결정력, 문제해결력, 자기신뢰감 그리고 자아개념을 갖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소외를 예방하고, 사회적 배려의 역량을 개발시켜, 노동시장
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용가능성개발은 직업에 관한 인지적 영역,
건강 영역 그리고 자아통합이라는 정서적 영역에서 활성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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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국가가 위기에 처한 사람 즉, 도움이 필요한 자를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
라 대상자로 규정하여 개인의 요구는 고려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나,
교육은 도움을 요구하는 개인에게 학습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학습자를 관료적으로
낙인하는 행정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습자와 국가가 파트너
십 관계 속에서 학습자를 지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고령층여성을 위한
교육복지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도록 ‘공적인 보호’(Muehlum, 1982)를 통해 생
계를 보장하고, 일자리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고용가능성 개발을 통해 자율적인 삶
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여, 모두가 사회의 참여자가 되는 공동체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위기의 노인을 지원하는 복지가 아니라, 교육복지가 고령층여성의 요구
를 중시하여 일(arbeit)과 인간다운 삶(life)의 보장을 원칙으로 직업역량과 생활역량
의 개발을 교육적으로 지원하고 생계보장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물질적인
지원의 보장이 국가의 책무로서 행하여 질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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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ducational Welfare Concept to Strengthen the Employability
For Elderly Women at the Base of Vocational Biography
Seong-hie Park
Nowadays, elderly women are still often excluded from lifelong education.
This phenomenon often causes insecure existence for them. To guarantee their
existence, educational welfare of elderly women has to be accomplished.
This research is based on vocational biography. By means of biographic
narrative interviews with 12 elderly women, who are working, participating life
long learning programs or searching for job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s
as below. Firstly, the elderly women want to work as long as they can.
Secondly, during the working process, the women develop their identity and
become protagonists in their life. Th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ly low income
women should hired with priority and integrated to get employability and have
better working competencies.

Key words: Educational welfare, Elderly women, Employability development, Vocational
biograp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