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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eneral trends and differences in the working life of overseas Korean women. The
subjects were 872 working Korean women over 20 years of age living abroad in America, China, and Russia Central
Asia. The subjects completed a questionnaire on working life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The working environment of Korean-American women was not stable. Many Korean-American women worked
to help the home economy. They were paid by the hour, day and week. On the other hand, many Korean-Chinese
women worked for self-achievement and usually for 8 hours a day. The working life of Korean women in Russia·
Central Asia was not good. They had a small income and worked to help the home economy. The first variables for
changing their occupation were income and bonus.

Despite their unstable working environment, overseas Korean women estimated their working life positively. They
rated scores higher than the median on job satisfaction, business importance, duty ability, duty adaptation and family
support. Job stress showed lower scores than the median. Korean women in Russia·Central Asia showed lower
scores on job satisfaction, family support, and work time flexibility than the other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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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적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의

생활을변화시켰다. 급격한사회경제적발전으로여성의노

동력은 중요한 생산수단으로 재인식되었고, 교육 기회의 확

대는여성의의식을변화시키는계기가되었다. 또한자유연

애결혼의풍조, 참정권의획득, 피임법의보급등으로여성들

은주체적인간으로서삶에대한새로운인식을갖게되었고

이는남녀의성역할에대한개념을재정립하도록이끌었다.

전근대적농촌사회나수공업경제체제하에서는생산과소

비의 공동경제단위로서 가장의 직장이 가정과 분리되어 있

지않았다. 경제활동은가족중심으로진행되어한가족은생

활필수품의생산과소득을위하여상업과수공업또는농업

에 공동으로 종사해야 했다. 가정 내 역할이 구분되어 가장

은생산과소비를전적으로지배하 고, 여성은가사를수행

하거나자녀를양육하는역할을담당하 다(유 주, 김순옥,

김경신, 2000). 그러나본격적인산업사회가진행되면서남

성의 직장은 가정과 분리되었고 여성노동력은 가정뿐 아니

라사회경제활동에참여하도록유도되었다.

최근에는 세계화라는 바람이 여성의 사회적 역할변화와

함께여성의삶에 향을미치는또다른변인으로대두되었

다. ‘세계는 하나’라는 생각이 보편화되면서 국내외 교류가

빈번해지고있고, 이과정에서한민족이며한핏줄을가진

600만 재외한인과의 관계 및 교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

다. 세계각국에거주하고있는재외한인은수적으로남한인

구의 12.5%에 달하고 거주지에서 훌륭한 외교적 역할을 수

행하며, 그들이 한민족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

에서더욱중시되고있다.

재외한인은세계각국에흩어져생활하고있는데, 2003년

현재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재외한인의

49.03%가거주하고있고, 이중에서중국조선족이71.98%를

차지하고있다. 미주지역에는40.04%가거주하고있는데, 이

중 88.67%가미국에거주하고있다. 구주지역에는 10.73%의

한인이거주하고있는데, 구주지역거주한인의85.52%가러

시아·중앙아시아등에거주하고있다(외교통상부, 2003).

재외한인의과반수를차지하는여성들은여성변화를경험

하면서재외한인사회의변화를이끌어가는중심세력이되고

있다. 재외한인여성들은이제더이상집에서남편을뒷바라

지하고아이를양육하는전통적생활을하지않는다. 자본주

의의모델이라할수있는미국에서사는한인여성들, 사회적

제도로서남녀평등을강조하며여성노동력의사회화를실시

했으며 1978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중국에서 생활하는

조선족여성들,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서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해야하는러시아·중앙아시아의고려인여성들은거주

지역은다르지만한인여성으로가정에서중요한경제적담당

을하고있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 그리고그들의직업생

활은재외한인가정의경제적안정과 접한관련이있다.

재미한인여성은현재이민 1세, 1.5세가주류를이루고있

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의 전통적 가부장제하에서 유년

을보낸사람들로여성의취업보다는가정내역할수행을당

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이민

후한인여성들은생존을위한급박성에의해취업을하게되

는데, 이민전과비교시여성의취업률은증가하게된다(Min,

1992, 2001). 재미한인남성들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고학

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Hurh & Kim, 1984), 이는가정경제의불안정으로연결되었

다. 따라서많은기혼여성들이남편들의충분하지못한수입

을보충하기위해취업을하게되었다.

미 상무성이밝힌 2000년 센서스자료에의하면(미 상무

성, 2005), 16세이상재미한인여성의취업률은58.5%로나

타났는데, 많은 한인여성들이 가족비즈니스에 종사하거나

한인비즈니스들이그들의직업을센서스에보고하지않는다

는점을고려하면(Min, 2001), 취업한재미한인여성의비율

은현실적으로더증가할것으로보인다. 또한 16세이상재

미한인취업여성은 경 ·전문직에 34.1%, 판매·행정보조

직에 33.8%, 서비스직에 19.8%, 생산·수송·노동직에

11.6%가근무하는것으로나타나많은한인여성이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종에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일제

로근무하는재미한인여성은전체여성인구의27.1% 는데,

유보수전일제취업여성은26.85%, 무보수전일제취업여성

은 0.25% 다. 유보수이나 전일제가 아닌 경우는 30.97%,

무보수비전일제종사자는41.94% 다. 이수치는재미한인

남성의유보수전일제42.39%, 미국전체여성의유보수전일

제 49.98%와 비교했을 때, 한인여성의 취업상황이 열악한

상황임을나타내는결과이다.

재미한인여성의취업과관련된실증적연구에서도열악한

취업환경이잘나타나고있다. Min(1992)에 따르면, 뉴욕거

주한인기혼여성응답자의70%가직업을가지고있었고, 그

들의 56.4%가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인여

성은 대부분 자 업에 종사하고, 야채장사, 세탁업, 의류제

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편의

50%이상, 부인의 40%이상이 1주일에 60시간이나 그 이상

을 일하고 있었다. 또한 많은 재미한인여성들이 하는 직장

일이라는것은보통가정내‘여성의일’의연속선상에있는

것들이많아, 남편과함께일하지만남편과동등한파트너십

을형성하기보다는단순노동을하는종업원의신분으로전

락하는경우가많았다(김연진, 1999).

중국 조선족여성들은 1945년 여성해방, 남녀평등을정책

적으로 추진하는 중국정권의 건립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1호, 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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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되었다. 중국은여성의노동계급화를통하여생산수단

을 사회화하 고 법률적으로도 남녀평등의 사회적 지위를

확립시켰다(강순화, 2003; 김호웅, 1995; 오상순, 2000). 따

라서봉건적사고를가지고있던조선족여성들은현실에적

응하기위해직업생활을시작하 고, 사회적남녀평등의의

식을형성하게되었다. 그러나 1978년개혁개방이후시장경

제체제의 도입은 조선족여성의 경제활동에 새로운 도전을

제공한한편, 위협요인으로작용하 다.

계획경제하에서생활하다자유경쟁의시장경제체제에적

응해야했던조선족여성은‘짠지장사’로대표되는상업활동

을 시작으로 새로운 의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

다(김호웅, 1995; 정신철, 2000). 1997년말연변에는약7만

2천개의 개체공상호(자 업을 하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중

60-70%를여성이경 하 고, 그들은주로상업, 음식업에

종사했다. 2000년에 실시된 제5차 전국인구조사(연변통계

국, 2004)에따르면연변지역에서여성의제1차산업종사자

비율은 48.9%이며제2차산업종사자비율은 14.2%이고제3

차 산업종사자비율은 36.7% 다. 이는 중국 전체의 1차 산

업종사자비율 50%, 2차 산업종사 22.3%, 3차 산업종사

27.7%와비교할때, 연변지역여성의 2차산업종사자비율

이 낮고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러나 1990년대 중기 이후부터 조선족여성 기업가들의 역

은제3산업이외에공업, 광고업, 관광업, 정보자문업등새

로운 역으로확장해나가고있는추세이다(김호웅, 1999).

한편개혁개방은조선족여성의경제활동안정성을위협하

는요인으로작용하기도했다. 중국은시장경제를실시한이

래 많은 기업들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 는데, 이때 1차 내

부퇴직대상자들은주로45세이상의여성들이었다. 이런이

유로, 2000년 제5차인구보편조사자료에의하면연변지역

45세이상여성의취업하강비율은남성의취업하강비율보

다 더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림금숙, 2003). 연변지역 여

성의 연령별 취업률에 따르면, 20대에 60%대를 유지하다

30대와 40대 초반에는 70%대로 상승하나 45세 이후에는

60%, 50대초반과후반에는각각45%, 30%로하락하 다.

또한조선족취업여성의취업안정성과발전가능성을위협하

는요인으로취업여성중과학기술, 고등교육분야에종사하

는비율이낮고, 비정규직으로근무하는여성들이많다는것

이지적되고있다(김호웅, 1999).

러시아·중앙아시아의고려인여성도사회주의체제에서남

녀평등과여성노동력의사회화를보장받아왔다. 그러나구사

회주의체제로부터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과정에서최소의투

자로최대의이익을얻으려는시장경제원리에 려, 또한구

소련시절보장되었던육아지원등의사회복지지원이시장경

제체제에서는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여성취업자의 어려움

은더욱증가하고있다. 한편고려인여성의취업과관련된공

식적인자료는찾아보기어렵다. 러시아나중앙아시아는과학

적인통계조사를실시하지못하고있으며, 러시아의경우여

러민족을하나로이끌어가기위해최근많은부분에서민족

구분을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고려인여성의직업

생활에대한정보는몇몇연구를통해서찾아볼수있는데, 이

연구의 대부분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다(성동기, 1999; 이애리아, 백태현, 2001; 이정옥, 1996).

고려인여성은 체제변화이후 도입된 시장경제체제에 적응

하기 위해 직업구조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

다. 물가상승으로인해기존임금으로는생활을유지하기어

렵고, 게다가 체제전환과정에서 실업자들이 많이 생겼기 때

문이다. 특히우즈베키스탄에거주하는고려인들은우즈베키

스탄 정부가 국어를 우즈베크어로 정하는 등 민족정책을 진

행하자더큰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다. 독립전에사용되었

던러시아어는이제원칙적으로우즈베키스탄에서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어 구사능력은 뛰어나나 우즈

베크어를능숙하게하지못하는고려인여성들은고등교육을

받고도원하는직장을찾지못하고있고, 비록직장을잡았다

고하더라도이권이개입되는곳은갈수가없는실정에있다.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서, 고려인들

은많은돈을벌수있는직업으로전업을하고있다. 상당수

의고려인들은학력이나이전의직업적지위와관계없이상

업활동에종사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의중심에는여성들이

있고, 따라서여성들의상업활동은고려인가정경제의주요

한근원이되고있다. 그들은경제적상황에따라무역업, 건

축업에서부터 요식업, 시장의 소매업까지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고있다(성동기, 1999; 이애리아, 백태현, 2001; 황

삼, 2003).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지역 각 도시의 시장은 고

려인여성들이상당수점유하고있으며, 그들은특히의류나

반찬을만들어파는활동을하고있는데, 고려인여성의상업

활동에관해서는이애리아, 백태현(2001), 이정옥(1996), 성

동기(1999) 등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중앙아시아

최대의도매시장인우즈베키스탄의이빠드롬에서장사를하

는고려인을연구한성동기(1999)의연구에서도여성의경제

적활약은두드러지는데, 이빠드롬한국시장에서장사를하

는고려인중에는여성이남성보다많고, 전직엔지니어와교

사 던사람들이많았다.

이처럼재외한인여성은거주국가의사회경제적환경에

향을 받으며 직업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 한인여성

을하나로연결하여한인여성공동체를구성하려는움직임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재외한인여성들이

처해있는 실정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

히각지역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가족의안정적생활

재외한인여성의 직업생활비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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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중요역할을담당하고있는지금, 재외한인여성의경제활

동및직업생활에관한연구는그중요성이크다고보여지

나이에대한연구는거의실시되지않았다.

중국과러시아·중앙아시아개방이후조선족여성이나고

려인여성의 국내 취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국내 여성의

직업환경이나 직업에 대한 평가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현상은재외한인여성이처해있는상황이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재외한인가정, 재외한인사회 나아가

국내의사회문제로확대될수있음을보여주는단적인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외한인과의 교류가 빈번해 질수록 재

외한인여성의 직업생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

된다고볼수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아시아지역,

미주지역, 구주지역에서각지역별로한인의수가가장많은

중국, 미국, 러시아·중앙아시아를 선정하여 한인취업여성

의직업생활실태를파악하고자한다. 20세이상재외한인취

업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환경과 직업생활에 대한 평

가를통해직업생활실태를파악하고, 지역에따른차이를비

교분석하려 한다. 이를 통해 재미한인여성, 조선족여성, 고

려인여성의직업생활에대한자세한정보를제공하고, 지역

별특성을파악하는데도움을주고자한다. 또한재외한인여

성의 직업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려 한

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설정하 다.

1) 재외한인취업여성의 직업환경은 어떠하며, 지역에 따

라어떤차이를보이는가?

2) 재외한인취업여성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있으며, 이는지역에따라어떤차이를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재외한인여성의직업생활을파악하기위해설문조사를실

시하 다. 설문지는인구사회학적변인을측정하기위한문

항, 직업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직업생활에 관한 심리

적평가와관련된문항으로구성하 다.

1) 인구사회학적변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거주지역, 연령, 학

력, 종교, 생활수준, 가족형태, 혼인상태등으로구성하 는

데, 단일문항으로측정하 다.

2) 직업환경

재외한인여성의 직업생활과 관련된 조건 및 환경을 파악

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직업, 취업동기, 직업지위, 출근소

요시간, 급여형태, 하루평균 근무시간, 직장규모, 근무기간

등을단일문항으로측정하 다.

3) 직업평가

자신의직업생활에대한심리적평가를파악하기위해직

장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직장내 남녀차별의 종류,

이직시고려할근로조건등을단일문항으로측정하 다. 또

한 직업만족도, 업무중요도, 직무능력도, 직무적응도, 가족

지지도, 직업생활융통성, 직무스트레스를측정하 는데,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를 이용하여‘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그렇지않다’에1점을주었다.

직업만족도는 현온강(1993)의 척도를 참고로 4문항으로

구성하 다. 점수가높을수록직업만족도가높은것을의미

하며척도의신뢰도(Cronbach’s a)는 재미한인여성이 .87,

조선족여성이 .75, 고려인여성이 .80이었다. 업무중요도, 직

무능력도, 직무적응도, 가족지지도는 각각단일문항으로 구

성하 는데, 점수가높을수록긍정적인평가를의미한다.

직업생활융통성은서혜 (1998), 조은숙(1997)의 척도를

참고로 3문항으로구성하 다. 점수가높을수록직업생활에

융통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
는 재미한인여성이 .78, 조선족여성이 .82, 고려인여성이

.76이었다.

직무스트레스는이승욱(2002)이 사용한직무스트레스측

정 문항 6문항과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성으로서 느끼는 스

트레스관련3문항을추가하여총9문항으로구성하 다. 점

수가높을수록직무스트레스가높은것을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는 재미한인여성이 .72, 조선족여성

이.75, 고려인여성이.57이었다.

2.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자

재외한인여성의 경제활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중

국, 러시아·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한인취업여

성872명을조사하 다. 미국에서는총212명을조사하 는

데, LA에서 130명(61.3%), 뉴욕에서 82명(38.7%)을조사하

다. 조선족취업여성은 340명이 조사되었는데, 길림성 거

주자가 198명(58.2%), 요녕성 거주자가 80명(23.5%), 흑룡

강성거주자가 62명(18.2%)이었다. 고려인여성은연해주및

사할린 지역에서 150명(46.9%),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서111명(34.7%), 카자흐스탄알마티에서59명(18.4%) 등총

320명이조사되었다.

설문조사는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각지역에

서동시에실시되었다. 설문조사를실시하기전에해외한인

연구를실시한국내학자, 해외의대학, 해외에있는한 학

교등을통해현지조사를실시할수있는기관이나책임자를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1호, 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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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받았다. 최종적으로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에거주하는유학생들, 중국에서는연변대학교, 러시아는블

라디보스토크한국교육원, 중앙아시아는우즈베키스탄타슈

켄트의 한 학교,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카자흐스탄 한국학

센터가현지조사를도와주었다.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현지조사 총 책임

자를 두었는데, 연구자는 E-mail과 전화를 통해 이들에게

연구의취지와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원교육과관리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 다. 미국과 중국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조사책임자에대한교육을실시하 다. 조사책임자

는다시현지조사원에게조사와관련된교육을실시하 고,

조사원은취업중인한인여성을직접방문하여설문조사를실

시하 다. 중국과 미국에서는 한국어 설문지가 사용되었고,

러시아·중앙아시아에서는러시아어설문지가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재미한인여

성의 경우 30대와 40대의 비율이 높았고, 조선족여성과 고

려인여성은30대의비율이가장높았으나20대, 40대, 50대

의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세 지역 모두에서

대졸이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다. 종교는재미한인여성의

경우기독교의비율이82.5%로상당히높았으나, 중국조선

족여성은종교가없는경우가 77.9%로높게나타났고, 러시

아·중앙아시아의 고려인여성은 기독교 48.8%, 무종교가

32.5%로나타났다. 세지역모두에서자신의생활수준을중

이라고생각하는비율이높았고, 핵가족이보편적가족형태

으며한인과혼인한기혼자의비율이높았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 12.0 Package를 이용하 다.

빈도, 백분율, Cronbach’a, 평균, 표준편차, c2,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등이실시되었다.

III. 연구결과및해석

1. 재외한인여성의 직업환경

재외한인여성의 지역별 직업환경은 <표 2>와 같다. 재외

한인여성은 전반적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재미한인여성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27.8%

고, 조선족여성은 51.2%, 고려인여성은 27.2% 다. 고려

인여성의 경우 사무직 이외에 전문·경 관리직이 23.8%,

자 업·판매직이20.6%, 단순노무직이 10.9% 다. 단순노

무직, 자 업·판매직의경우고려인여성의비율이다른지

역보다높게나타났는데, 이는체제개방이후경제적어려움

을겪고있는고려인여성들이안정적인직업을가지지못하

고있음을나타내는결과이다.

재외한인여성은‘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을

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자기성취와 발전

의기회’를위해취업한비율이높았다. 중국의경우다른지

역에비해‘자기성취와발전의기회’를가지기위해취업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혁개방이후 조선족여성의

가치관 변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중

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부터 문화대혁명시기까지 조선족여

성들은사회주의건설을위한헌신적사명의식과강한사회

의식을지니고사업적가치사회적가치를추구하 고, 문화

대혁명의 10여 년 동안 정치지상주의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평등의 요구를 초월하여 정치운동에 열광적으로 뛰어들었

다. 그러나 개혁개방이후 80-90년대의 조선족여성들은 보

다높은차원에서여성의진정한가치에대하여모색하고있

으며자아가치를실현하려고시도하고있다(오상순, 2000).

따라서취업도단순한사회적가치나생존의가치에서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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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미국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60대 13( 6.1) 61(17.9) 20( 6.3)
50대 30(14.2) 48(14.1) 73(22.8)

연 령 40대 81(38.2) 68(20.0) 76(23.8)
30대 74(34.9) 98(28.8) 81(25.3)
20대 14( 6.6) 65(19.1) 70(21.9)

고졸이하 28(13.2) 81(23.9) 78(24.6)
학 력 대졸 116(54.7) 177(52.4) 197(61.9)

대학원이상 68(32.1) 80(23.7) 43(13.5)

기독교 175(82.5) 35(10.3) 156(48.8)
불교 5( 2.4) 16( 4.7) 21( 6.6)

종 교
천주교 15( 7.1) 11( 3.2) 2( 0.6)
유교 0( 0.0) 2( 0.6) 0( 0.0)
기타 1( 0.5) 11( 3.2) 37(11.6)
종교없음 16( 7.5) 265(77.9) 104(32.5)

상 12( 5.7) 29( 8.5) 4( 1.3)
중상 42(19.8) 86(25.3) 22( 6.9)

생활수준 중 123(58.0) 172(50.6) 228(71.3)
중하 26(12.3) 51(15.0) 49(15.3)
하 9( 4.2) 2( 0.6) 17( 5.2)

핵가족 136(64.2) 205(60.3) 213(66.6)

가족형태
확대가족 14( 6.6) 44(12.9) 55(17.2)
부부가족 43(20.3) 71(20.9) 14( 4.4)
기타 19( 9.0) 20( 5.9) 38(11.9)

미혼 34(16.0) 80(23.5) 48(15.0)
한인과혼인 154(72.7) 226(66.4) 201(62.8)
이민족과혼인 3( 1.4) 12( 3.5) 12( 3.8)

혼인상태 별거 4( 1.9) 1( 0.3) 6( 1.9)
이혼 11( 5.2) 14( 4.1) 33(10.3)
사별 4( 1.9) 7( 2.1) 20( 6.3)
기타(동거) 2( 0.9) 0( 0.0) 0( 0.0)

변 인 구 분 미 국 중 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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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자아가치를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한편 같은 사회주의 체제 으나 체제전환을

실시한 러시아·중앙아시아의 고려인사회는 경제적으로 아

직불안정한과도기에있어‘가정경제에도움을주기위해’

취업한여성의비율이더높은것으로볼수있다.

지역별 직업지위는 전 지역에서 일반직원의 비율이 가장

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중간책임자의비율이높았다. 중간

책임자의비율은고려인여성이다른지역에비해높은것으

로나타났다. 지역별 출근소요시간에 따르면, 재미한인여성

과조선족여성은출근소요시간이‘30분미만’인여성의비율

이가장높았고, 다음이‘30분-1시간미만’이었다. 고려인여

성은‘30분-1시간미만’이 40%, ‘30분미만’이 39%로 나타

나 재외한인여성의 출근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가 일반적임

을알수있다.

지역별 급여형태에 따르면, 재미한인여성은 시간급이나

일당, 주급의형태로급여를받는비율이57.5% 고, 월급을

받는 비율이 31.6% 다. 조선족여성은 월급을 받는 비율이

88.5%로 높게 나타났고, 고려인여성은 월급을 받는 비율이

63.6%, 시간급이나일당을받는비율이 23.4%로나타났다.

재미한인여성의경우시간급이나일당, 주급의형태로급여

를 받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6세이상재미한인여성중전일제로근무하는여성이

27.1%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힌 미 상무성(2004)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한인여성의 고용안정성은 상당히

낮은것으로볼수있다.

하루평균근무시간은세지역모두 8시간근무가가장높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1호, 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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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역별 직업환경

미국 중국 러·중앙 계 c2

단순노무직 11( 5.2) 14( 4.1) 35(10.9) 60( 6.9)
자 업·판매직 29(13.7) 46(13.5) 66(20.6) 141(16.2)
기술직 19( 9.0) 11( 3.2) 14( 4.4) 44( 5.0)

본인직업 전문기술직 32(15.1) 27( 7.9) 17( 5.3) 76( 8.7) 125.53***
사무직 59(27.8) 174(51.2) 87(27.2) 320(36.7)
전문·경 관리 22(10.4) 58(17.1) 76(23.8) 156(17.9)
기타 40(18.9) 10( 2.9) 25( 7.8) 75( 8.6)

가정경제에도움 140(66.0) 170(50.0) 201(63.6) 511(58.9)
취업동기 자기성취와발전의기회 65(30.7) 142(41.8) 97(30.7) 304(35.0) 20.19***

시간보내기 7( 3.3) 28( 8.2) 18( 5.7) 53( 6.1)

임시직 9( 4.2) 20( 5.9) 19( 6.0) 48( 5.5)

직업지위
일반직원 140(66.0) 220(64.7) 164(51.9) 524(60.4)

18.03**
중간책임자 43(20.3) 71(20.9) 102(32.3) 216(24.9)
총책임자 20( 9.4) 29( 8.5) 31( 9.8) 80( 9.2)

집에서일한다 31(14.6) 63(18.5) 40(12.7) 134(15.5)

출근소요시간
30분미만 103(48.6) 161(47.4) 123(39.0) 387(44.6)

51.77***
30분-1시간미만 61(28.8) 58(17.1) 126(40.0) 245(28.3)
1시간이상 17( 8.0) 58(17.1) 26( 8.3) 101(11.6)

월급 67(31.6) 301(88.5) 201(63.6) 569(65.6)
급여형태 보수체계없는자 업 23(10.8) 16( 4.7) 41(13.0) 80( 9.2) 211.91***

기타(시간급, 일당, 주급) 122(57.5) 23( 6.8) 74(23.4) 219(25.2)

8시간미만 54(25.5) 65(19.1) 103(32.9) 222(25.7)
근무시간 8시간 102(48.1) 235(69.1) 123(39.3) 460(53.2) 64.15***

8시간초과 56(26.4) 40(11.8) 87(27.8) 183(21.2)

나혼자일함 22(10.4) 22( 6.5) 51(16.1) 95(10.9)
직원10명이내 86(40.6) 90(26.5) 72(22.8) 248(28.6)

직장규모
11-100명사업장 61(28.8) 106(31.2) 108(34.2) 275(31.7)

58.85***
101-300명사업장 14( 6.6) 73(21.5) 41(13.0) 128(14.7)
301-1000명사업장 6( 2.8) 26( 7.6) 17( 5.4) 49( 5.6)
1000명이상사업장 23(10.8) 23( 6.8) 27( 8.5) 73( 8.4)

M(SD) M(SD) M(SD) D F

근무기간 근무개월수 47.8(62.5) 121.6(136.3) 96.0(185.0) c/b/a 17.18***

**p<.01, ***p<.001
#: Duncan의사후검증은미국/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의순서임.

미 국 중 국 러·중앙 계 c2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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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율이었으나 재미한인여성과 고려인여성은 조선족여성

의근무시간에비해‘8시간미만’과‘8시간초과’근무를하

는비율이상당히높게나타났다. 조선족여성들은하루 8시

간근무를하고월급을받는사무직의비율이높으나재미한

인여성과 고려인여성은 자 업에 종사하거나 임금을 시간

급, 일급, 주급등의형태로받는비율이높기때문에하루평

균근무시간도‘8시간미만’이거나‘8시간초과’의비율이높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미한인여성의 이같은 불안정한 직

업환경에대해서는Min(2001)의연구에서도잘나타나고있

다. 이에 따르면, 재미한인여성들은 8시간근무의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여러 직업을

동시에갖는경향이있고, 자 업이나기술직에종사하는여

성들이대부분과잉노동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재미한인여성은‘10명미만의사업장’에서근무하는비율

이 40.6%로 가장높게나타났고, ‘11-100명의사업장’에서

일하는비율이 28.8%로나타났다. 중국조선족의경우‘11-

100명의사업장’에서근무하는비율이31.2%, ‘10명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26.5%로 나타났고, 고려인여성

의 경우도‘11-100명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34.2%,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22.8%로

나타났다. 따라서재미한인여성이근무하는직장규모는다른

지역의한인여성에비해작은것으로볼수있다. 현직장에

근무한기간은조선족여성이평균121.62개월로10년이조금

넘었고, 다음은고려인여성으로8년이못되는것으로나타났

다. 재미한인여성의평균근무기간은4년이조금못되는것으

로나타났는데, 이는급여형태나근무시간, 직장규모등과함

께재미한인여성의불안정한직업환경을나태내고있다.

2. 재외한인여성의 직업평가

1) 직장생활에서의어려움

재외한인여성이직장을다니면서느끼는어려움을파악하

기 위해 직업생활상 애로사항, 직장내 남녀차별 유무 및 종

류, 이직시원하는조건등을조사하 다.

직업생활에서의전반적인애로사항은<표3>과같다. 직장

생활에서 재미한인여성이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일과 가

사, 육아 등을병행하기힘듦’이 25.9%로 가장높게나타났

고, ‘노력에비해수입이적음’이19.3%로나타났다. 반면조

선족여성은‘노력에비해수입이적음’이30.6%로가장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전문지식이부족함’이 23.5%로나타났

다. 고려인여성도 중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노력에 비해

수입이적음’이49.5%, ‘전문지식이부족함’이15.7% 다.

조선족여성과고려인여성은시장경제체제의도입이후과

거에 비해 더 치열한 노동시장에 내몰리게 되었다. 이에 반

해치솟는물가, 적은임금, 욕구의다양화등으로인해경제

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고려인여성과 조선족여성은

노력에비해수입이적다고느끼는것으로볼수있다. 또한

개혁개방이후 서방의 신기술과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면서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많아지고 있는

데, 조선족여성과 고려인여성은 이로 인해 직장과 관련된

‘전문지식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족사회나 고려인사회와 달리 재미한인사회는 형성 역사가

짧고이민 1세나 1.5세가 많기 때문에 재미한인여성은 아이

를양육하고가사노동을하는데부모나친척의도움을받기

어려운상황에있다. 따라서사회적지지원이없는상황에서

일과 가사, 육아 등을 병행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재미한인취업여성의 일과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감

은 여러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Kim & Kim,

1998; Min, 1998; Moon, 1998).

재미한인여성의 직장 내 남녀차별의 내용은 <표 4>와 같

다. 세지역모두직장내에서남녀차별이없다고응답한여성

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차별이있다고응답한사람들중에

는재미한인여성의경우‘임금차별’, ‘교육기회부족’, ‘승진

차별’등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고, 조선족여성은‘승진차

별’, ‘교육기회 부족’, ‘정년이 남성보다 빠름’등의 순이었

다. 조선족여성이 겪고 있는 정년퇴직연령에서의 차별은 림

금숙(2003)의연구에서도지적된바있다. 고려인여성은‘교

재외한인여성의 직업생활비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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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별 직장생활에서의 애로사항

미국 중국 러중앙 계 2

노력에비해수입이적음 41(19.3) 104(30.6) 156(49.5) 301(34.7)
승진, 보직등남녀차별이있음 8( 3.8) 27( 7.9) 9( 2.9) 44( 5.1)
대인관계가어려움 27(12.7) 45(13.2) 8( 2.5) 80( 9.2)
일자체가많고힘듦 26(12.3) 28( 8.2) 27( 8.6) 81( 9.3)

155.67***
전문지식이부족함 15( 7.1) 80(23.5) 41(13.0) 136(15.7)
일, 가사, 육아등을병행하기힘듦 55(25.9) 19( 5.6) 35( 11.1) 109(12.6)
자기계발을위해투자할시간이없음 19( 9.0) 14( 4.1) 28( 8.9) 61( 7.0)
기타(소수민족차별, 언어문제) 21( 9.9) 23( 6.8) 11( 3.5) 55( 6.3)

***p<.001

미 국 중 국 러·중앙 계 c2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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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회부족’, ‘임금차별’, ‘승진차별’등의순으로나타났다.

재외한인여성의이직시고려사항은<표5>와같다. 세지

역모두‘급여및수당’, ‘업무의종류’를신중히고려할것

으로나타났다. 그러나조선족여성은다른지역여성과달리

‘업무의종류’가 33.2%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다. 고려

인여성은 64.5%가‘급여 및 수당’이라고 응답하여 세 지역

중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다. 이러한결과는조선족여성이

자아실현을위해취업한비율이높은반면, 고려인여성은가

정경제에도움을주기위해취업한비율이높은것과일맥상

통하는결과라볼수있다.

2) 직업만족도

지역별 직업만족도는 <표 6>과 같다. 재외한인여성의 전

체적인직업만족도는재미한인여성이3.52점, 조선족여성이

3.59점, 고려인여성이 3.33점으로세지역모두에서중간점

인 3점보다높은점수를보이고있다. 따라서재외한인여성

은 비교적 자신의 직업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인직업만족도는지역에따라유의한차이를나

타내고 있는데, 재미한인여성과 조선족여성에 비해 고려인

여성의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직업만족도의각문항별결과를보면, 재외한인여성은만

족도의 각 역 중에서 경제적 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한인여성의 경제조건 만족도는

3.27점, 조선족여성은 3.27점, 고려인여성은 2.84점으로고

려인여성이경제조건에대한직장의만족도가다른지역여

성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재외한인여성은거주국에서소수민족으로생활하면

서한국에서의직업생활과는다른환경에처해지게된다. 따

라서 한인여성임을 염두에 두고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때, 고려인여성의만족도가다른지역여성보다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생활을 통한 성취감’에서는 조선족

여성이다른지역의한인여성보다더높은성취감을갖는것

으로 나타났고, ‘직장 내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에 따

라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3) 업무중요도, 직무능력도, 직무적응도, 가족지지도

지역에 따른 업무중요도, 직무능력도, 직무적응도, 가족

지지도는 <표 7>과 같다. 재외한인여성은대체로자신이하

는일과직업생활에대해만족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업무중요도는 세 지역 모두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재외한

인여성은 자신의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역별로는재미한인여성과고려인여성이조선족여성보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1호, 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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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직장 내 남녀차별

미국 중국 러중앙

차별이없음 1(74.5) 1(58.2) 1(81.9)

임금차별이있음 2( 9.0) 5( 8.2) 3( 5.3)

승진차별이있음 4( 7.1) 2(16.2) 4( 4.4)

여자는보조일등역할차별이있음 5( 6.6) 6( 7.9) 7( 2.2)

결혼한다든가자녀가생기면퇴직해야함 8( 2.4) 8( 1.5) 6( 3.4)

정년이남성보다빠름 7( 2.8) 4(10.3) 5( 4.1)

남성보다교육이나훈련을받을기회가적음 3( 8.5) 3(10.6) 2( 5.6)

기타 6( 4.7) 7( 1.8) 8( 1.6)

※중복응답

미 국 중 국 러·중앙

순위(%)

<표 5>  이직시 고려사항

미국 중국 러중앙 계

급여및수당 86(40.8) 103(30.3) 198(64.5) 387(45.6)

근로환경 21(10.0) 44(12.9) 21( 6.8) 86(10.1)

동료 3( 1.4) 11( 3.2) 6( 2.0) 20( 2.4)

관리자및관리체계 7( 3.3) 34(10.0) 15( 4.9) 56( 6.6)

업무의종류 68(32.2) 113(33.2) 50(16.3) 231(27.2)

업무의양 2( 0.9) 6( 1.8) 0( 0.0) 8( 0.9)

업무책임정도 0( 0.0) 4( 1.2) 6( 2.0) 10( 1.2)

근로시간 0( 0.0) 3( 0.9) 1( 0.3) 4( 0.5)

출퇴근시간 4( 1.9) 6( 1.8) 2( 0.7) 12( 1.4)

근로시간, 출퇴근시간용이성 19( 9.0) 16( 4.7) 5( 1.6) 30( 3.5)

직장주변환경 1( 0.5) 0( 0.0) 2( 0.7) 3( 0.4)

기타 0( 0.0) 0( 0.0) 1( 0.3) 1( 0.1)

미 국 중 국 러·중앙 계

N(%)

<표 6>  지역별 직업만족도

문항 미국 중국 러·중앙 F D#
M(SD) M(SD) M(SD)

직업생활을통해성취감을느낌 3.59(.97) 3.89(.81) 3.59(.96) 11.55*** b/a/b
현재직장내역할에만족함 3.57(.85) 3.57(.91) 3.48(.94) .97
현재직장의경제적조건에만족함 3.27(.83) 3.27(.94) 2.84(.98) 21.99*** a/a/b
한인여성으로서지금의직장에만족함 3.67(.87) 3.64(.93) 3.42(.98) 3.09** a/a/b

전 체 3.52(.75) 3.59(.68) 3.33(.77) 11.04*** A/A/B

**p<.01, ***p<.001
#: Duncan의사후검증은미국/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의순서임.

문 항
미 국 중 국 러·중앙

F D#
M(SD) M(SD)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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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신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직무능력도 세

지역 모두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재외한인여성은 자신이 직

장에서 업무능력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 는데, 재미한인

여성이다른지역여성보다직무능력도를높게평가하 다.

재외한인여성은 자신의 직무적응도를 중간 수준 이상으로

평가하고있었는데, 재미한인여성이다른지역여성보다직무

적응을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재외한인여성은가족이

자신의직장생활을지지하고있다고생각했는데, 조선족여성

의가족지지도가다른지역여성들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4) 직업생활융통성

지역별직업생활융통성은 <표 8>과같다. 전체적으로재

미한인여성의직업생활융통성은중간점인3.00점으로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조선족여성은 3.18점으로 재미한

인여성보다직업생활융통성이더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

러나 고려인여성은 2.80점으로 직업생활 융통성이 가장 낮

은것으로나타났다.

각문항별분석에따르면, 세 지역모두에서출퇴근시간

이나 근무 중 개인외출 측면의 융통성은 적으나, 일의 양이

나 속도의 조절 측면에서는 더 융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 융통성에 대해서는 조선족여성이 3.15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을 나타냈으나 재미한인여성과 고려인여성은

2.86점, 2.73점으로 융통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중외출과관련해서는세지역모두에서자유롭지않은것으

로나타났는데, 조선족여성의융통성이가장높고고려인여

성의 융통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의 양이나 속

도의조절과관련한융통성은고려인여성이재미한인여성과

조선족여성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5) 직무스트레스

지역별 직무스트레스는 <표 9>와 같다. 재외한인여성의

전체적인직무스트레스수준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재미

한인여성의 직무스트레스는 2.54점, 조선족여성은 2.49점,

고려인여성은 2.53점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 유의한 차이

는나타나지않았다.

각문항별분석에따르면, 세 지역모두에서‘여성이어서

중요업무가맡겨지지않음’‘신체적특성(생리, 출산등)으로

인해직장동료에게업무상피해를줄까봐걱정됨‘등에서낮

은점수를나타내, 재외한인여성은직업생활을하면서특별

히여성이기때문에많은스트레스를받지는않는것으로볼

수있다. 한편세지역모두에서‘민주적의사결정’이나‘직

업안정성’등에서는다른 역보다스트레스를더받는것

으로나타났다.

각 지역별 직무스트레스의 유의한 차이는‘직업안정성’,

‘상사의도움정도’, ‘여성이기때문에적응하기어려운업무’,

‘업무부담‘, ‘중요업무가맡겨지지않음’등에서나타나고있

다. ‘직업안정성’에대한스트레스는미국이가장높고, 중국

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의경우시간급, 일당, 주

급등안정적이지않은형태의급여를받는비율이높고이들

은직업안정성에대해스트레스를받는것으로볼수있다.

재외한인여성의 직업생활비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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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역별 업무중요도, 직무능력도, 직무적응도, 가족지지도

문항 미국 중국 러·중앙 F D#
M(SD) M(SD) M(SD)

업무중요도 3.76(.79) 3.55(.93) 3.64(.92) 3.62* a/b/a

직무능력도 3.81(.73) 3.64(.83) 3.66(.85) 3.15* a/b/b

직무적응도 3.87(.73) 3.73(.76) 3.67(.86) 4.35* a/b/b

가족지지도 3.76(.87) 3.99(.92) 3.81(.83) 5.79** b/a/b

*p<.05, **p<.01
#: Duncan의사후검증은미국/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의순서임.

문 항
미 국 중 국 러·중앙

F D#
M(SD) M(SD) M(SD)

<표 8>  지역별 직업생활 융통성

문항 미국 중국 러·중앙 F D#
M(SD) M(SD) M(SD)

출퇴근시간융통성 2.86(1.23) 3.15(1.20) 2.73(1.27) 10.75*** b/a/b
근무중외출용이 2.84(1.18) 2.96(1.26) 2.66(1.15) 5.27** ab/a/b
일의양이나속도조절가능 3.31(1.01) 3.42(1.10) 2.98(1.19) 13.23*** a/a/b

전 체 3.00( .96) 3.18(1.02) 2.80( .96) 12.39*** b/a/c

**p<.01, ***p<.001
#: Duncan의사후검증은미국/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의순서임.

문 항
미 국 중 국 러·중앙

F D#
M(SD) M(SD)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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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수행하는데있어상사가도움을주지않음으로인한

스트레스는 고려인여성이 가장 높았고, 조선족여성이 가장

낮았다. 여성이기때문에적응하기어려운업무에대한스트

레스는 조선족여성이나 고려인여성이 재미한인여성보다 높

게나타났는데, 이 결과는조선족여성과고려인여성의상당

수가직장생활을하면서느끼는어려움으로‘전문지식부족’

을든것과유관하다.

업무부담에 대한 스트레스는 고려인여성이 3.00점으로

보통수준을, 재미한인여성이 2.73점, 조선족여성이 2.55점

으로 보통이하의 수준을 나타냈는데, 고려인여성의 업무부

담스트레스는다른지역여성의업무부담스트레스보다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이기때문에자신에게는중요한업무

가맡겨지지않는데서오는스트레스는세지역모두2점대

로스트레스인지도가매우낮았으나조선족여성의스트레스

가다른지역여성의스트레스보다는높은것으로나타났다.

IV. 논의및결론

이연구는재외한인여성의직업생활실태를파악하기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한인취업여성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 다. 조사대상

자는 총 872명이었는데, 재미한인 취업여성이 212명, 조선

족취업여성이 340명, 고려인 취업여성이 320명이었다. 주

요결과를논의하고결론을내리면다음과같다.

1. 재미한인여성은 조선족이나 고려인에 비해 이주의 역

사가짧기때문에직업환경에서많은어려움을가지고있다.

재미한인여성은가정경제에도움을주기위해취업을한비

율이다른지역보다높게나타났고, 시간급, 일당, 주급등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 여성이 많고, 근무시간도 8시간미만이

나 8시간이상근무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또한재미한

인여성은 직업안정성 부분에서 다른 지역 여성들보다 스트

레스를많이받는것으로나타났다.

재미한인들은 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비해좋은직장이나고수익을얻기힘들다. 기혼여성

들은높은물가에비해남편들의수입이충분하지못하기때

문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갖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미한인여성이할수있는일은대개남편과함께자 업을

함으로써인건비를줄이거나, 식당등서비스업에취업을하

거나, 파트타임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재미한인

여성의직업안정성수준이다른지역여성보다낮은것에서

도잘나타나고있다. 2000년미국센서스결과에서도재미

한인여성의불안정한직업실태를잘보여주고있다(미 상무

성, 2005). 16세 이상인구중한인여성의 전일제 고용비율

은 27.1%에 불과했다.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수입은 미국

전체가 33,628$이나 한인은 30,080$ 고, 한인남성은

45,844$인데반해한인여성은 18,872$ 다. 따라서재미한

인여성은 한인으로서 또한 여성으로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있음이드러났다.

이러한불완전한고용상태는언어장벽, 직업정보의부족

등으로 인해(Hurh & Kim, 1984) 필연적으로 발생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최근실력을갖춘재미한인 1.5세, 2세여

성들이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하는 비

율이증가하고있다. 따라서재미한인여성이직업을수행하

기 위한 실력을 갖출 때 스스로의 직업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재미한인사회에서는 한인생활과 권

익보호를위해여러민간단체가활동하고있고, 이단체에서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1호,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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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지역별 직무스트레스

문항 미국 중국 러·중앙 F D#
M(SD) M(SD) M(SD)

스스로업무결정가능☆ 2.47( .96) 2.46(1.07) 2.33( .83) 2.17
민주적의사결정☆ 2.70(1.04) 2.75(1.10) 2.83( .93) 1.09
직업안정성☆ 2.70( .98) 2.46(1.05) 2.61( .91) 4.13* a/b/ab
일의수행에상사가도움을줌☆ 2.58( .81) 2.44( .90) 2.71( .91) 7.93*** ab/b/a
함께일하는사람들이도움을줌☆ 2.42( .81) 2.46( .90) 2.42( .86) .17
여성이어서적응하기어려운업무가있음 2.24(1.01) 2.58(1.12) 2.42( .90) 7.74*** b/a/a
업무가많아부담스러움 2.73( .86) 2.55(1.05) 3.00( .95) 18.22*** b/c/a
여성이어서중요업무가맡겨지지않음 2.04( .94) 2.39(1.10) 2.15( .80) 9.83*** b/a/b
신체적특성으로인해동료에게업무상피해를 2.16(1.00) 2.34(1.12) 2.28( .92) 2.03
줄까봐걱정됨

전 체 2.45(.54) 2.49(.59) 2.53(.42) 1.46

*p<.05, ***p<.001
☆: 역점수처리한결과임(점수가높을수록스트레스수준이높음).
#: Duncan의사후검증은미국/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의순서임.

문 항
미 국 중 국 러·중앙

F D#
M(SD) M(SD)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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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컴퓨터, 어등다양한분야의교육을실시하고있다. 따

라서여성들이실력향상에대한의지를가지고있다면이를

달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재미한인

여성은자신의직업적능력을향상시키고, 직업선택의폭을

넓히는노력을해야할것이다.

2. 중국 조선족여성은가정경제에도움을주기위해취업

을할뿐아니라자아실현을위해취업을한비율이다른지역

에비해높게나타났다. 이직시고려사항도다른지역은급여

및 수당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조선족여성은 업무

의종류가가장높은비율을, 다음이급여및수당의순으로

나타났다. 또한급여를월급으로받고8시간근무하는비율이

높으며근무기간이다른지역에비해높은것을볼때, 비교적

안정적인직업생활을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 조선족여성들은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

로노력대비수입이적음, 전문지식의부족, 직장내지위확

보의어려움등을들고있다. 이러한애로사항은중국사회가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소득격차의 심화

와욕구의다양화, 컴퓨터나정보산업등신기술과신직종이

급속히도입되는과정에서느끼는지식의부족, 그리고이런

요소들과함께소수민족이라는사회적위치가복합적으로작

용한결과로볼수있다. 따라서조선족여성의직업환경을개

선하고그들이느끼는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서는시대의흐

름에빨리적응하기위해노력하는자세가필요하다고볼수

있다. 또한새로운정보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조선족여성

의 지식수준을 제고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교육은조선족여성개인이나단체에의해실

시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성사회교육에 대한 개념이

아직보편화되지않은상황에서조선족사회의노력만으로는

한계가있다고보여진다. 따라서재외동포의의식수준제고

차원에서한국정부및한국내사회단체가주체가되어여성

사회교육을지원할때조선족여성의직업환경이개선되고, 나

아가조선족여성의삶의만족도도향상될수있을것이다.

3. 러시아·중앙아시아고려인여성의직업생활실태는미국

이나중국의한인여성들보다더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고

려인여성은단순노무직이나자 업종사자가다른지역여성

들보다많고, 취업을한이유도가정경제에도움을주기위해

서가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다. 직장생활에서의애로사항도

노력에비해수입이적다는응답자의비율이가장높았고, 이

직시고려사항도급여및수당을우선적으로고려하겠다는비

율이다른지역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났다. 따라서고려인

여성은경제적어려움이다른지역여성들보다큰것으로볼

수있다. 이런직업환경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고려인여성

의직업만족도는다른지역의한인여성들보다낮게나타났다.

러시아와중앙아시아는체제전환이후경제적으로상당히

안정을찾았다고들하나아직까지는혼란이존재하고있다.

중국은사회주의체제를유지하면서일부자본주의시장경제

체제를도입하여변화에대한완충제가존재하나, 러시아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중국보다

더많은혼란을경험하게되었다. 게다가중앙아시아의경우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작용하여 경

제및사회적혼란은증가되고있고, 재외한인여성들은소수

민족이라는현실이더해지면서직업생활에서어려움을겪고

있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제1언어가 우즈베크

어로결정되면서구소련시절러시아어를주로학습해온고

려인여성들은기존의직장을떠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

하 고, 그 와중에 경제적 및 경제활동상의 어려움은 더욱

증가되었다. 따라서 고려인여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미국이나중국의한인여성보다더크다고할수있다.

실제고려인여성은직업생활을유지하면서느끼는스트레

스수준이다른지역여성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특히

상사와의 관계나 업무능력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직업생활실태는중국과마찬가지로체제변

화과정에서오는과도기적현상과현거주지내에서소수민족

으로살아갈수밖에없는고려인이겪는문제가복합적으로

작용한결과로볼수있다. 현상황에서고려인여성의직업생

활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업무능력의향상이요구되며, 이

를위한고려인여성스스로의노력이필요할것이다. 고려인

들은지금까지한국으로부터상당한금전적지원을받아왔으

나지원의장기적인효과는나타나지않고있다. 따라서고기

를주기보다는낚시하는법을가르쳐주는식의지원이더효

과적일것으로보여진다. 고려인여성들, 나아가고려인들을

대상으로산업교육이나언어교육등을실시할수있는인력

과정보의지원은고려인여성들의업무능력을향상시켜만족

스럽고건강한직업생활을유지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4. 미국, 중국, 러시아·중앙아시아에거주하는한인취업

여성은직업환경이좋지않고직업생활을하는데여러가지

어려움이존재하지만자신의직업생활에대해서는전반적으

로만족해하며자신이담당하고있는업무의중요성, 자신의

직무능력등에대해서상당히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었다.

부인의 취업에 대한 가족 지지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재외한인취업여성의 정신건강측면에서

상당히긍정적인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한편으로는

재외한인취업여성들이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적응해가는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외한인

취업여성의 직업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환경의

개선과 함께 재외한인취업여성의 적극적인 현실대처능력이

필요하다고볼수있다.

5. 재외한인취업여성은 거주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재외한인여성의 직업생활비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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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대체로열악한직업환경에처해있다. 세계가하나가

되고 재외한인취업여성이 한국에 거주하는 한인취업여성의

발전에 향을 준다고 할 때,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재외

한인취업여성에 대한 한국정부 및 한국단체의 지원이 필요

하다고보여진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는 재외한인관련 정책은 여러 가지

가있다. 대표적인것으로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6개지역

에한국교육원을설치하여한국어교육을실시하고있고, 외

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는 각 지역의 각계 인사의

방한초청, 장학생선발, 각 단체의활동지원등여러사업

을실시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것은재외한인취업여성의

복지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이라기보다한국을알리고

한국문화를전달한다는측면의목적이강하다고볼수있다.

물론교육원이나재외동포재단의지원하에한 교육뿐아니

라컴퓨터교육등실질적으로취업에도움을줄수있는교

육이진행되기도하나아직은미흡한실정이다. 여성가족부

에서는 2001년부터해마다‘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운 하

여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한인여성의 공동체적 발전을 모색

하고 있으나 많은 재외한인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대한언급은시기상조인듯하다.

재외한인여성의문제는이제더이상그들의문제만은아

니다. 따라서정부및국내단체는한인여성의복지수준향상

이라는거대목표를설정하고그목표달성을위한한방법으

로재외한인취업여성의직업생활에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이 연구는다음과같은제한점이있다. 첫째, 미국, 중국,

러시아·중앙아시아의재외한인여성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나표본추출에의한조사이기때문에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데오류가발생할수있다. 둘째, 이 연구는재외

한인여성의직업생활실태를동일한기준의설문지를통해측

정하 는데, 이는동일한비교의기준을제공해준다는측면

에서는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으나, 각지역의독특한환경

을 반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계점이라

할수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사용된조사대상자의일반적

사항과직업생활과의관련성을살펴본결과혼인상태에따라

직업생활평가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인을

했을때직업생활에대해더긍정적인평가를하는것으로나

타났다. 이는가족생활특성과직업생활과의관련성을제시하

는주요단서가될수있다고보여진다. 따라서추후연구에

서는가족생활관련변인을포함하여좀더다각적인측면에

서재외한인여성의직업생활실태를분석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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