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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4년과 2015년에 한국영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재현되기
시작한 여성 노동자들의 영화적 재현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목소리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여성 노동자는 과거 군부 독재 시절 산
업화 시대의 역군으로 기능했고 그로서 적게나마 주목받기도 했으나,
이상하게도 한국영화 내에서는 성 노동자 외에 공적인 영역의 진지한
노동 주체로서 재현된 적이 거의 없었다. 다시 말해 한국영화에서의
여성 노동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노동 다큐멘터리를 제외하
고는 오랫동안 존재하는 동시에 부재해 왔던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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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여성 노동자인 식모와 여공은 한국영화 속에서 주변적 인물로
만 그려졌음은 물론이고, 여성노동의 영역은 주로 가사노동과 성 노동
으로 이분화되어 재현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 영역은 진정한
노동으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스피박(Gayatri Spivak)이
애통해했던, 목소리를 갖고 “말할 수 없었던,” 재현될 수 없었던 서발
턴으로서의 여성 노동자들이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영화 속에서 프
레카리아트로서 가시화되기 시작해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본고는 2010년대의 여성 노동자를 재현한 영화들 중에
서 여성 노동자의 내레이션으로 진행되는 극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
리스>와 실제 여성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편집해 그들의 목소리 위주
로 실험적 영상을 전개하는 다큐멘터리 <위로공단>을 중심으로 그들
이 영화 속에서 내기 시작한 목소리의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주제어 : 여성 노동자, 목소리, 2010년대 한국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
리스, 위로공단, 정동노동, 프레카리아트, 노동 다큐멘터리,
가정주부화, 호스티스, 전업주부, 여공, 식모, 연대

Ⅰ. 들어가며 : 2010년대 한국영화 속 여성 노동자 표상
1969년 이래 컴퓨터와 인터넷의 꾸준한 보급화와 함께 소위 3차 산

업혁명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인지 자본주의(cognitive capitalism)가 가
속화․전지구화되기 시작했다.1) 인지 자본주의는 경제 생산의 축이 공
업에서 컴퓨터와 정보․통신 영역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
동하며 정치․사회․문화 체제의 변화를 야기했다. 마이클 하트
1) 인지 자본주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할 것. 조정환, 인지 자본
주의–현대 세계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 갈무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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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Hardt)는 1999년에 이처럼 컴퓨터와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

으로 한 인지산업(cognitive industry)과 서비스업의 대두로 물질적 재
화의 생산 뿐 아니라 소위 ‘정동(情動, affect)’이라 불리는 인간의 영혼
과 감정, 정서적 교류마저도 생산과 판매의 대상이 되며 떠오른 노동의
형태를 ‘정동 노동(affective labor)’이라 지칭하며 ‘비물질 노동
(immaterial labor)’의 일부로 파악한 바 있다.2) 정동 노동은 흔히 남성

보다는 여성이 전통적으로 정서적 ‘돌봄(caring)’ 영역과 서비스업에서
강세를 나타내며 우위를 점해왔기 때문에 여성 노동으로 인식되는 경
향이 크다. 그러나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기도 하고, 얼핏 보기에 숙
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역으로 간주되기도 때문에 비정규
직의 저임금 노동인 경우 또한 대다수인 실정이다.
한국 영화산업, 특히 독립 영화계는 2000년대 이래로 이러한 저임금
의 비정규직 여성 정동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표명해 왔다.
한국에서는 1997년의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구제금융 대
출의 조건으로 1998년부터 신자유주의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노동
과 상품의 해외시장 개방 및 노동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량 양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전지구적 확산 속에
서 취업 시장의 동결과 정규직 채용의 희소성으로 인해 21세기의 젊은
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채 불안정한 삶을 영위하며 공동체적
이고 물리적인 ‘결속’보다 인터넷을 통한 비물질적 ‘접속’을 통한 인간
2) 마이클 하트 저, 자율평론모임 역, ｢정동적 노동｣, 질 들뢰즈 외 저, 자율평
론 모임 역, 비물질 노동과 다중, 갈무리, 2014, 139∼158쪽. 자율평론모임
은 affective labor를 직역하여 ‘정동(affect)’의 형용사형 affective를 ‘정동적’
으로 번역했고 필자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affective
labor에서의 affective는 정동적이라는 뜻을 강조하기보다는 ‘정동’을 중심으
로 한 노동을 지칭하기 위해 명사형 affect를 labor와 연결시키기 위해 형용
사, affective로 바꾼 것이므로 필자는 ‘정동적 노동’보다는 ‘정동 노동’이라
는 표현을 고수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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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보다 치중하며 살아가고 있다.3)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믿음과 고용 불안정 속에서 수많은 노동인력이 급속하게 프롤레타리아
화되고 있는데, 이들을 뜻하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는 불안정을 뜻
하는 영어 형용사 precarious와 프롤레타리아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신
조어이다. 프레카리아트는 하층의 비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중간층
과 중상층의 비정규직 고급 인력까지 포괄하며 “새로운 전지구적 [노
동] 계급(a new global class)”으로 급부상했다.4)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업가를 제외한 전 계층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비정규직 정동 노동자
를 프레카리아트로 지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프레카리아트는 인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보편화된 일상에서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자
극을 물리적 행위로 실천하는 ‘정동(情動)’의 힘을 실현할 21세기적 ‘다
중(multitude)’ 주체의 가능성을 지닌 계급인 만큼,5) 정동 노동과도 떼
려야 뗄 수 없는 다수의 계급적 행위자 일반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이러한 노동 현장의 변화와 다양한
여성 프레카리아트 노동자들, 즉 콜센터 상담원, 대형 마트의 계산원,
보육 교사 등의 현실을 그려온 바 있다. 대표적으로 <외박>(2009, 김
미례), <보라>(2010, 이강현), <탐욕의 제국>(2013, 홍리경), <감정의
시대: 서비스 노동의 관계 미학>(2014, 김숙현․조혜정) 등을 들 수 있
다.6)
3) 다음을 참조할 것.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저, 강서진 역, 미래 이후, 난장,
2013.
4) Lauren Berlant, Cruel Optim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1,
p. 192.
5) ‘다중’의 개념에 대해서는 네그리(Antonio Negri)와 하트(Michael Hardt)의
다음 공동 저작 3부작을 참조할 것.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저, 윤수
종 역, 제국, 이학사, 2001.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저, 조정환․정
남영․서창현 역, 다중–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세종
서적, 2008.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저, 정남영․윤영광 역, 공통체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사월의 책,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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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다큐멘터리, 혹은 노동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영화의 한 흐름으
로만 인식되었을지도 모르는, 여성 프레카리아트에 대한 한국 영화계
의 주시는 2010년대 중반을 경유하며 다큐멘터리에서 극영화로도 옮겨
지기 시작했다. 독립영화인 <또 하나의 약속>(2013, 김태윤)과 <성실
한 나라의 앨리스>(안국진, 2014) 및 주류 영화사라 할 수 있는 명필름
에서 제작한 <카트>(2014, 부지영)가 2014년과 2015년에 연달아 개봉
되면서 독립 다큐멘터리보다 수적으로 월등히 우세하게 상영관을 선점
하며 다수의 관객들에게 인지 자본주의 시대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크
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7) <또 하나의 약속>과 <카트>는 각각 2007년
삼성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산재 사건과 같은 해의 이랜드 기업 홈에
버의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부당해고 사건을 각색하여 대기업의 횡포
와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착취에 대한 여성 프레카리아트의 투쟁을
그리고 있다.8)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는 제목에서부터 예상되는 것
처럼 컴퓨터를 배우지 못한 여상 졸업생이 지나치게 “성실한” 자세로
컴퓨터와 무관한 모든 종류의 비정규직 정동 노동을 감행하며 겪는 불
운을 우화적으로 다루고 있다.

6) 열거한 영화들과 변화하는 노동 양상을 재현하는 노동 다큐멘터리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조혜영, ｢노동의 기록과 미학화된
카메라–2010년대 한국 노동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9
권 1호, 2016, 273∼301쪽.
7) 2010년대 한국 극영화에서 여성 노동자를 다루는 작품들, 특히 <카트>,
<또 하나의 약속>,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는 다음 논문에서 매우 세세하
게 분석된 바 있다. 박유희, ｢신자유주의시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여성노동
자 재현의 지형｣, 여성문학연구 38권, 2016, 99∼136쪽.
8) 물론 <또 하나의 약속>은 여성 노동자의 투쟁기라기보다 삼성 반도체 노동
자였던 딸이 백혈병으로 투병하게 되자 삼성에 대한 법적, 물리적 투쟁을
불사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여성 노동자 집단을 대신해 싸우는 남성 열사를 내세운다는 아쉬움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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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에 대한 극영화의 약진에 이어 2014년에는 걸출한 노동
다큐멘터리가 한 편 제작되어 국제무대에서 먼저 인정받은 후 국내에
서도 2015년에 개봉되어 각광을 받았다. <위로공단>(2014, 임흥순)이
그것으로, 미술 전공자인 임흥순 감독이 2014년 부산영화제 상영 후,
영화제가 아닌 세계 3대 미술제 중 하나인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하
여 2015년에 은사자상을 수상했다. 앞서 언급한 삼성과 홈에버의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다른 여성 노동자들의 인터뷰 화면과 연
극적인 퍼포먼스 장면, 미술적인 영상을 혼합해 미술과 연극, 영화가
혼연일체가 된, 진정한 종합예술 작품이라 할 만한 영화다. 베니스 비
엔날레에서 수상할 당시에도 감독은 자신의 어머니를 포함해 “백화점
의류매장, 냉동식품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한 여동생의 삶에서 영감
을 받았다”고 밝히며 <위로공단>이 자신의 개인사적 경험에서 출발한
작업임을 공고히 한 바 있다.9) 남성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지만, <위로
공단>은 당사자 정치성을 반영하고 있어서인지 그야말로 한국 현대
여성 노동사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본고는 이처럼 2010년대 중반에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한국 여성 노
동자를 다룬 영화들 중에서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부각시키는 두 편
의 영화, <위로공단>과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 주목해 보고자 한
다. 여성 노동자는 과거 군부 독재 시절 산업화 시대의 역군으로 기능
했고 그로서 적게나마 주목받기도 했으나, 이상하게도 한국영화에서는
성 노동자, 소위 호스티스 외에는 영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재
현된 적이 거의 없었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극영화 속 여성은, 멀비(Laura Mulvey)가 1970년대까지의 할리우드 주
류 극영화를 예로 들어 비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극중 남성 캐릭

9) 이도훈, ｢<위로공단> - 노동의 풍경, 말들의 풍경｣, 독립영화, 한국독립
영화협회, 2015, 112∼117쪽, 113쪽. 씨네21의 감독 인터뷰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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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와 남성 관객을 위한 성적 대상이나 “눈요깃감 (to-be-looked-atness)”으로만 소환되어 청순하거나 에로틱한 모습의 “시각적 쾌락
(visual pleasure)”을 담당하는 존재로 주로 활용되었을 뿐, 노동의 주

체로서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10) 다시 말해, 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
한 노동 다큐멘터리를 제외하고 여성 노동자는 한국 영화 속에서 오랫
동안 존재하는 동시에 부재해 왔다. 산업화 시대의 대표적 여성 노동자
인 식모와 여공은 한국영화 속에서 그간 ‘평범한’ 전업주부가 되거나
이에 실패한 ‘비운의’ 여성이 ‘윤락(倫洛)’하여, 즉 윤리적으로 타락하여
호스티스가 되기 전에 거쳐가는 관문 정도로만 그려졌기 때문이다. 즉,
여성 노동은 가사노동과 성 노동으로 이분화되어 영화 속에서 주로 그
려졌으나, 그마저도 진정한 노동이 아니라 여성의 잉여활동 정도로 치
부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스피박(Gayatri Spivak)이 제국주의 시대
의 문학 작품인 쥘 베른(Jules Verne)의 80일간의 세계일주(Le Tour
de Monde en Quatree-vingts Jours, 1872)를 예로 들어 백인 남성에게

구원 받는 유색 인종 여성의 상황, 즉 자신의 ‘목소리’와 ‘주체성’을 잃
은 ‘불쌍한’ 서발턴으로서의 피식민지 여성의 ‘재현’에 유감을 표했던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던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2010년대 중반에
작정한 듯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프레카리아트로서의 주체성을 띠고
한국영화 속에서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다.11) 따라서 본고는 여성 노
동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배치한 다큐멘터리 영화 <위로공단>과 여
성 노동자가 화자로서 서사를 이끌어가는 극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
10) 다음을 참조할 것. Laura Mulvey,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in Visual and Other Pleasur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nd edition, 2009, pp. 14∼29.
11) 다음을 참조할 것. Gayatri Chakravorti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s.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8, pp.
2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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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를 중심으로 2010년대 여성 프레카리아트의 현재와 그들이 내는
목소리의 의미를 고찰해 보려 한다.

Ⅱ. 여성 노동에 대한 과거의 이분법적 구분: 전업주부 대
호스티스
한국영화사에서의 여성 노동자 재현의 역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여러 번 논의된 바 있다.12) 본 절에서는 그 재현의 역사 속에서 특히
전업주부와 성 노동자의 이분화에 초점을 맞춰 이를 문제화하고자 한
다. 본 연구가 2010년대의 여성 노동자를 재현하는 한국영화들에 주목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분법적 구분으로부터의 해방이 뒤늦게나마 이
루어지기 시작한 데 대한 안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한국영화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가정 외부에서의 여성의 노
동 영역이 성 산업 분야였음을 감안하면, 여성 노동자의 영화적 이분화
의 역사는 그야말로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
화’의 기치에 맞춰 여성은 1960년대 이래로 급속하게 진행된 한국의 산
업화와 도시화의 첨병으로서 공장과 가정의 주요 노동자로, 대표적으
로 여공과 식모로, 또한 가정주부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생산 주체로서
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공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의 영화 속에서는 이농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상경해서
식모와 여공 생활을 전전하다 무사히 결혼에 골인하지 못할 경우 이르

12) 앞서도 언급했던 박유희의 ｢신자유주의시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여성노동
자 재현의 지형｣과 조진희의 다음 논문이 이러한 역사를 세세하게 기술하
고 있다. 조진희, ｢여공, 스크린 재현의 정치학｣, 영화연구 35호, 2008년,
77∼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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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종착지로 성 산업계가 주로 상정된다.13) 이에 따라 여공과 식
모는 부차적이거나 주변적 인물로 그려질 뿐 아니라, 전업주부는 모든
한국 여성이 다다라야할 최종 종착지이며 이에 실패한 여성이 가야할
길은 성 산업 내지는 죽음이라는 교훈 아닌 교훈으로 귀결하는 영화가
태반이다.
이러한 영화적 흐름은 박정희 정권 이래로 급속한 산업화의 음지에
서 눈에 띠지 않게 동반․확대성장해온 것이 성 산업이었고, 영화적 서
사의 극적인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단순한 전략’에 의한 결과일 수 있
다. 물론 국가가 나서서 “과학적 가정 경영”의 전문가로서 여성을 전업
주부화하려 한 바도 있지만,14) 지금도 그렇듯 해방 이후부터 가사활동
과 직장 활동을 병행하는 여성이 상당수였을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러나 프로파간다의 목적에 의해서든, 의도적으로 현실을 단순화해서
이분화한 것이든, 한국영화의 여성노동 재현의 저변에는 하나의 공통
된 무의식이 깔려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화 속에서 식모와 여공
을 주변화하는 동시에 가사활동과 성 산업 종사마저도 노동이 아니라
‘불운한 여자의 운명’이라 규정하는 한국적 무의식 말이다. 그것은 곧

가사활동과 성 매매를 포함해 여성이 하는 ‘일’ 전부는 ‘노동’이 아니라
13) 조진희는 여공이라는 단어가 일본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1960년대부
터 한국에서 상용화되었음을 밝히며, 당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황금기
를 구가했던 한국영화에서의 여성직업군을 “계량적으로” 조사한다. 이에
따르면 “총 664편에 해당하는 멜로드라마 중에서 경제적으로 하층계급에
속하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영화는 103편에 불과”한데, 그 하층 직
업군에 대한 영화는 “기생 21편, 바의 여급 20편, 마담 17편, 식모 14편의
순”이라고 한다. 따라서 “술집과 관련된 직업이 가장 지배적인 반면에 공
장의 여직공인 경우는 단 2편에 불과”하다. 조진희는 1970년대도 이와 다
르지 않음을 언급한다. 다음을 참조할 것. 조진희, ｢여공, 스크린 재현의
정치학｣, 영화연구, 35호 (2008), 77∼104쪽, 82쪽.
14) 마리아 미즈 저, 최재인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여성, 자연, 식민지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 갈무리, 2014,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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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만이 할 수 있고 모든 여자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능력이라는 젠
더 본질주의적 인식에 의거해 여성 전체를 노동하는 인간이기보다는
남성의 생산노동과 인구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존재로만 보는 남성중심
주의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시점에서 주지해야 할 것은 여성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남성중심주의적 인식이 유교적 논리인 ‘남녀유별’이나 ‘남자는 하늘, 여
자는 땅’ 등의 동양적 남녀차별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
은 마리아 미즈(Maria Mies)가 고찰한 대로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가부장제 및 제국주의와 공모해 여성을 무료의 혹은 저가
의 노동인력 내지는 가정 내부의 식민지적 노예로 평가절하하고 착취
하려는 시도가 계층과 국가를 초월해 전파되고 고착화된 결과이다. 즉,
근대 이후 모든 여성은 가정주부 내지는 잠재적 가정주부로만 치부되
어 여성의 본업은 가사활동이고 가사 이외의 노동은 부업 내지는 취미
활동 쯤으로만 축소되고 은폐되어 가정과 사회의 생산력으로는 쉽사리
인정되지

않게

된

것이다.

미즈는

이를

여성의

‘가정주부화

(housewifization)’라 지칭하는데, 이는 산업혁명과 함께 남성이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성이 무임으로 가사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
하다는 인식이 서구 유럽의 중류 계급에서 먼저 정착된 후 노동 계급
과 유럽의 식민지 일반으로 전파되고 보편화되는 과정을 지칭한다. 따
라서 그녀는 가정주부를 ‘가정 내의 식민지’로, 여성을 인간이 무료로
사용하는 ‘자연’으로 규정하며,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끈끈하게 공모
하고 결탁해 자연, 여성, 식민지를 착취하고 수탈해온 역사정 과정을
“자본주의적 가부장제(capitalist patriarchy)”라 명명한다.

다소 젠더 본질주의적인 미즈의 논의를 전부 다 수용하지는 않더라
도 서구의 근대화가 외부적으로는 제국주의적 식민지 수탈과 내부적으
로는 여성의 공적․사적 노동의 비가시적 ‘착취’, 즉 여성의 모든 노동
을 당연하게 무료화․무효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은 부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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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과 함께 본격적인 산업 자본주의화가
유교적 가부장제와 결합하여 이루어지며 ‘양처현모’가 이상적 여성형으
로 부각되었고, 한국에는 그것이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유입되어 마침
내 박정희 정부에서는 ‘현모양처’를 국가적 젠더 이데올로기로 강조하
기에 이르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본격적인 산업 자본주의화가 진
행된 196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는 여성의 가정주부화가 완전히 보편화
되기 시작해 1980년대에 이르면 여성의 가정 외부에서의 노동은 결혼
전에, 또는 결혼 후에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하는 부업이나 소일거
리 정도로 치부되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실제로 여성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 부양자일 경우에도 그녀의 가사 노동과 가정 외부에서의 노동은
노동이 아니라 그저 가족을 위한 당연한 ‘희생’으로만 치부되었다.15)
따라서 시골에서 상경해 식모와 여공으로 한국 산업화의 뒤안길에서
기꺼이 싼 값에 노동력을 제공해 한국 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에 보탬
이 된 여성들의 노동은 온전히 평가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녀들은
“‘잠재적인 윤락여성’이자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로 간주”되

어 “‘건전한 가정의 질서와 사회 기강 및 윤리를 위협’”하는 “선도가 불
가능한 대상”으로 여겨지기까지 했다.16) 김원의 지적대로 “한국 근대
화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중심부 담론 생산자는 여성 지
도자, 여대생, 중산층 주부였던 것에 반해, 이들과 대비되는 타자적 재
현 대상은 여공, 식모, 윤락 여성[성 노동자], 농촌 부녀 등으로 계열화”
되었던 것이다.17) 이에 의해 중심부의 여성은 전업주부로, 주변부의 여
성은 호스티스로 양분화되어 영화 속에서 재현된다.
이에 따라 산업 역군으로서의 여성의 공로는 한국영화 속에서 크게
15) 김원은 이러한 관점을 “희생양” 담론이라 부르며 비판한다. 다음을 참조할
것.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 이매진, 2005.
16) 위의 책, 150쪽.
17) 앞의 책,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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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된 면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해, 식모와 여공은 잠재적 윤락 여성으
로 여겨지면서도, 무사히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되면, 가사 활동에 매진
하건, 가사와 사회 활동을 병행하건, 노동하지 않는 인구, 즉 ‘노는’ 인
구로 간주된 것이다. 이런 관점은 여대생이나 여성 사무직원 등의 중․
상층 여성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결혼 전에 여성이 수행하는 모
든 노동 활동은 전업주부라는 유휴인구로 가는 전 단계 정도로만 치부
되었고, 이런 시각은 21세기에도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성 노동을 윤
락이라는 단어로 규정해온 한국사회의 관행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 노동마저도 노동이라기보다는 ‘타락’이나 ‘몰락’으로만 간주되는 경
향이 현재에도 유효하다. 마찬가지로 가사 활동도 생산 활동으로서의
노동이라기보다 여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집에서 노는 것 내
지는 돈 쓰는 것, 즉 소비 활동 정도로 치부되는 경향이 지금도 여전하
다. 이처럼 남성은 생산의 주체이고 여성은 소비의 주체라는 자본주의
적 젠더 이분법은 ‘조국 근대화’를 전후해서 한국 사회에 단단히 뿌리
를 내리기 시작해 한국영화 속에서 여공이나 다른 공적 영역의 여성들
은 1980년대 중반까지도 주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Ⅲ. 20세기 후반 영화에서의 여성 노동 재현
한국 사회에서 여성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잉여활동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한국전쟁 직후 미군 점령기 영화에서의 ‘양공주’ 재현
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미군부대 주변의 사창가에서 미군을 상대하는
성 노동자 여성들을 지칭하는 ‘양공주’는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영
화의 단골 캐릭터로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의 희생양인 동시에 타락한
여성, 그것도 ‘양놈’에게 몸을 파는 민족적 오염물이라는 이중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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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속박된다. 성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시각이 부재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이러한 영화들 속에서 양공주는 개인주의적인 물질적 편의를
위해서, 혹은 가정의 빈곤을 타개하기 위해 고결한 희생을 감행하며 다
소 쉽게 돈 버는 길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직면한 ‘인생의 전락’으로 그
려진다. <지옥화>(1958, 신상옥)에서의 양공주 소냐(최은희 분)가 전자
에 속하고, <오발탄>(1961, 유현목)의 막내 여동생은 후자에 해당되어,
그녀의 오빠들은 양공주가 된 여동생을 보며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오열한다. 이들과 반대의 삶을 사는 전업주부인 <자유부인>(1956, 한
형모)의 선영(김정림 분)은 교수 남편이 벌어다주는 월급에 만족하지
않고 용돈을 벌기 위해 양품점의 판매원으로 일하다가 세속의 유혹, 즉
외간 남자의 유혹에 흔들리는 문제적 여성으로 그려진다. 전업주부로
서 근검절약의 미덕을 실현하지 않는 여성의 가정 외부에서의 노동은
물론이요, 양공주의 성 노동까지도 영화 속에서 먹고살기 위한 노동이
라기보다 타락의 지름길 내지는 바로미터로 제시되는 것이다.
1960년대로 접어들면 양공주는 물론이요, 식모와 여공도 본격적으로

영화 속에 등장하면서 여성 전반에 대한 이중적 시선 및 가정과 사회
를 오가며 진행되는 모든 종류의 여성 노동을 당연한 것 혹은 무가치
한 것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풍조는 김기영 감독
의 1960년작 <하녀>와 조긍하 감독의 <육체의 고백>(1964), 정진우
감독의 <초우>(1966) 등의 영화에서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하녀>는
장차 현대적 양옥집에 사는 중산층 가정주부가 되고자 퇴근 후 피아노
교습을 받는 여공들의, 아니 당대 한국의 다수의 미혼여성들의 욕망을
반영한다. 아직 공장 중심의 산업화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1960년
의 영화 속 서울에서 공장 노동자는 당대의 초현대적 직업으로 묘사된
다. 영화 속 여공들(엄앵란, 고선애 등 분)은 “결혼시장(marriage
market)”18)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노력하는, 최신 유행의

단발머리와 산뜻한 원피스 차림의 멋쟁이들이다. <육체의 고백>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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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황정순 분)는 6․25 전쟁 때 남편을 잃고 혼자 몸으로 세 딸을 잘
키워 그들을 중산층 가정주부로 만들기 위해 나이트클럽 마담으로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한다. 어머니는 딸들을 서울에서 대학 교육까지
시키기 위해 부산에서 양장점을 한다고 속이고 성 매매 중개업에 밀수
까지 겸하며 돈을 벌지만, 큰 딸(이경희 분)은 소설가 지망생인 가난한
트럭 운전사(김진규 분)와 결혼하고, 둘째 딸(김혜정 분)은 재벌 아들
과 사귀다 버림받은 후 양공주가 되며, 바이올리니스트인 막내딸(태현
실 분)은 어머니의 정체를 알고 경악한다. <초우>에서는 식모(문희
분)와 자동차 정비공(신성일 분)이 서로의 신분을 속이고 상류층의 딸
과 아들로 행세하며 사랑에 빠지지만 곧 서로의 정체가 탄로나 그 실
망과 갈등이 극적으로 그려진다. 이 영화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
는 것은 남녀노소를 통틀어 '신분상승‘은 그야말로 1960년대 한국영화
의 화두이자 정언명령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결혼은 신분상승을 가장
손쉽게 이룰 수 있는 지름길로 여겨진다.
언급한 영화 속 부모나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 모두 유복한 가정,
내지는 자신의 처지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집안과 혼사를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 특히 여성에게는 결혼이 인생의 목표이자 지상과제인 것으
로 설정되어, 여공(<하녀>)이건, 식모(<하녀>, <초우>)건, 여대생
(<육체의 약속>)이건, 미혼여성들의 사회적 노동이나 생산활동은 경제

능력이 있는 남편감을 만나기 위한 전제조건이나 과정으로만 여겨진
다. 또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과 가내소득은 생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하녀>에서 중산층 가정의 실질적 소득은 피아노 교사인 남편보다는

재봉질을 하는 아내에게서 얻어지지만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이를 인
18)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산업혁명 이후의 영국 사회에서 결혼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려는 신흥 계급 남녀의 등장을 영국의 시와 소설 속에서 간파하며
이를 ‘결혼시장’이라 부른다. 다음을 참조할 것. 레이먼드 윌리엄스 저, 이
현석 역, 시골과 도시, 나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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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려 하지 않는다.19)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에 대한 1960년대 한국사
회의 이러한 집착은 결국 결혼에 실패한 여성은 ‘윤락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육체의 약속>의 둘째 딸의 경우에서 드
러나듯, 영화는 대학 교육까지 받은 고급 인력도 성적 순결을 잃은 여
성이라면 ‘평범한’ 가정주부가 될 조건을 상실했으므로 스스로를 부양
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길은 성 노동밖에 없다는 당대의 인식을 대변
한다.
결혼과 성 노동의 기로에 놓인 한국영화 속 여성 노동자들은 197080년대의 호스티스 영화 속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1970년대부터는

연애를 하다가 전업주부라는 인생의 목표까지 데려다줄 남자를 찾는
데 실패하고 ‘혼전 순결 이데올로기’에도 순응하는 데 실패한 여성들이
양공주가 아니라 ‘호스티스’가 된다. <별들의 고향>(1974, 이장호)과
<영자의 전성시대>(1975, 김호선)의 폭발적 성공으로 1970년대에 급부

상한 장르인 호스티스 영화는 여대생이나 시골 출신의 하층민 여성이
남편감을 찾는데 실패하고 여러 남자를 전전하다 결국은 성 노동자가
되는 과정을 그린다. <영자의 전성시대>는 산업화 시대 가난한 시골
출신 여성이 도시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겪는 모든 수난을 다 그려내어
그야말로 현대 한국의 여성 노동자 수난사를 집대성하는 영화이다. 시
골에서 상경한 영자(염복순 분)는 식모로 일하다 집 주인 아들에게 성
폭행을 당해 순결을 잃지만 오히려 아들을 꼬여냈다고 오해를 받아 해
고된 후, 여공과 버스 안내양으로 일하다 한 쪽 팔을 잃어 노동력과 성
적 매력을 동시에 상실해 성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보수가 낮은, 소위
‘여관바리’가 된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화재로 목숨을 잃는 동명의 원

작소설 여주인공과 달리 영화 속 영자는 불행 중 다행히도 그녀의 얄

19) 물론 김기영 감독은 그러한 인식의 격차에서 벌어지는 아이러니를 영화
속에서 시각화하고 있기에 영화는 고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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궂은 인생을 이해해주는 착한 남자를 만나 중산층은 아니더라도 남편
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을 하는 전업주부가 되는 데 성공한다.
1980년대에 이르러 한국 영화에서는 여공이나 식모가 거의 완전히

부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중산층 인구가 증가하고 여성 직업군이 다
양해진 탓도 있겠지만, 한국 사회가 가정주부화를 완전히 내재화한 데
에 기인하는 바가 매우 크게 보인다. 한국의 개발독재 체제 하에서 여
성의 전업주부화는 여성의 노동 인력을 값싸게 착취하려는 정부의 꼼
수와도 맞물려 진행되었다. 신시아 인로(Cynthia Enloe)는 1960년대에
박정희 정권이 미국과 유럽, 일본의 운동화 회사와 전자 회사의 경영진
들에게 노골적인 러브 콜을 보내 한국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고 많은
여성들을 공장의 노동자로 끌어들였음을 밝힌다. 1970년대 초까지 군
사 정부는 “시민이 생각하는 ‘고상한(respectable)’ 한국 젊은 여성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계획적으로 캠페인을 벌여 ... ‘국가 안보’ ‘민족
자존심’ ‘근대화’ ‘산업 성장’이라는 개념들을 융합하면서, 딸들의 부모
들을 설득하여 ‘품위 있는’ (곧 ‘좋은 신붓감’인) 남한의 젊은 여성에게
‘자연스러움’이란 부모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그 정의를 급진적으

로 바꾸었다.”20) 과거의 유교사회의 ‘순종적인 딸들’은 이제 애국적 용
사가 되어 근대국가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고상한” 아내가 되라는
부모의 설득에 따라, 자발적으로 서구의 글로벌 기업을 위한 남한의 값
싼 노동력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인로가 지적하듯 부산은 1970년대까
지 ‘세계의 신발 중심지’가 되었고, “1980년대 초에서 중반까지 운동화
공장과 전자 공장,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한국 여성은 공장
에서 일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새롭게 상상하기
시작”했다.21)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이 되며 글로벌 기업들은 더 값싼
20) 신시아 인로 저, 김엘리․오미영 역,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
– 지구화, 군사주의, 젠더, 바다출판사, 2015, 66쪽.
21) 위의 책,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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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을 얻기 위해 한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기 시작했고,
그 많던 한국의 여공들은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비가
시화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여공이 되는 것은 미래의 “고상한” 신부가 되
기 위한 예비과정이었다면, 전두환 정권 하에서는 이제 “고상한” 신부
감은 공장에서 일하지 않고 대학 교육을 받아 고등교육을 기반으로 과
학적 가정경영을 할 수 있는 여성으로 전환된다. 여성의 가정주부화는
모든 여성을 잠재적 전업주부로 규정해 여성 노동을 값싸게 만들어 버
렸을 뿐 아니라 여성이 궁극적으로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 ‘진보적’이라
는 이데올로기까지 한국 사회에 주입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중산층
여성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한 1980년대를 경유해 1990년대가 되면 한
국사회에서 페미니즘이 급부상하면서 영화 속에서 결혼한 대졸 여성들
은 더 이상 전업주부가 되는 것을 원치 않게 된다. 로맨틱 코미디의 유
행 속에서 <결혼 이야기>(1992, 김의석), <그대 안의 블루>(1992, 이
현승), <마누라 죽이기>(1994, 강우석), <박봉곤 가출사건>(1996, 김태
균) 등의 기혼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일하는
여성들’로 그려진다. 그리고 하층민의 여성 노동자들과 성 노동자들은
한국영화 속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렇다면 정말 그 많던 여성 노동자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물론
1980년대 후반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노동자와 연대하려는 영화 꿈나

무들이 노동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독립영화를 만들기 시작하
며 영화 속에서 노동자 일반이 본격적으로 재현되기 시작했다. 널리 알
려진 <오! 꿈의 나라>(1989, 공수창, 홍기선)와 <파업전야>(1990, 이
은, 이재구, 장윤현, 장동홍)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영화들은 남자
대학생이나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해 여성 노동자를 주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매우 드물지만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여공
들의 사연과 애환을 중심으로 그녀들이 노조 결성을 위한 투쟁의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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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구로 아리랑>(1989, 박종원)같은 충무
로의 주류 영화도 있다. 그러나 영화는 공장에 불법취업한 남성 지식인
이 무지몽매한 여공들을 선도하고 각성시키는 구세주로 등장함으로써
남성 엘리트 구원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22) 이는 스
피박이 비판한 백인 남성이 유색인종 여성을 구원하는 서구의 제국주
의적 서사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서론에서 언급한 2000년대
노동 다큐멘터리 이전에는 여성 노동에 대한 진지한 시선과 다양한 관
점이 제시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Ⅳ. 21세기 여성 프레카리아트
2000년대 이후 서론에서 언급한 노동 다큐멘터리와 함께 한국영화에

서 재현되어온 여성 노동은 더 이상 가사노동과 성 노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동안 존재하지만 부재했던 다양한 여성 노동의 영역이 영화
속에서 그려짐은 물론, 전업주부도 성 노동자도 아닌, 가정주부이자 노
동자인 평범한 노동자, 즉 비정규직에 박봉의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여
성 프레카리아트들의 삶이 영화 속에 녹아들기 시작했다. 이제 그러한
여성 노동자들을 재현하는 영화 중에서도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
는 <위로공단>과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살펴볼 차례이다.

22) 조진희는 이에 대해 “비록 그녀[여주인공 종미]를 부당함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인물로 설정하였으나, 그
녀로 하여금 [남성] 지식인과의 교감을 통해 인간적인 자긍심을 자각하게
되었다고 토로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공순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완전히 탈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안타까워하나. 조진희, 앞의
논문,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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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로공단>,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로 쓰인 노동사
<위로공단>은 한국 여성 노동자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쓴 영화라 할

만하다. 영화는 20세기 후반의 한국의 극 영화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당대의 여성 노동을 총망라해 재현할 뿐 아니라 공장을 벗어나 프레카
리아트화된 21세기 한국의 여성 노동 현장 전반을 다루고 있다. 영화는
연대순을 따르지 않고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1970년대 동일방직 사건
과 YH 무역 농성 사건, 1980년대 구로 동맹 파업, 2005년 기륭전자 사
건, 2007년 삼성 반도체 사건과 홈에버 사건 및 2010년대 다산 콜센터
직원 파업 등, 대한민국 여성 노동사에 있어 굵직한 사건들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여성 노동자 22명의 목소리와 다양한 증언을 담고 있다.23)
그야말로 산업 자본주의 시대부터 인지 자본주의 시대까지를 아우르며
여성 노동자들의 활동 영역이 공장 중심의 물질 생산에서 비물질 노동,
특히 감정과 정서,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정동 노동으로 전환
되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작업장의 환경과 노동
의 양상이 바뀌었어도 남성보다 훨씬 낮은 임금으로 여성 노동력을 착
취하는 방식이나 여성은 가족의 주된 부양자가 아니므로 언제든지 해
23)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면 영화는 다음의 사건들을 영상화한다. 1979년
YH 무역 농성 사건, 2010년대에 무대에 올려진 연극 <‘70 여공>의 몇몇
장면들, 평화시장의 작업환경, 1978년 동일방직 똥물 투척 사건, 1976년 동
일방직 나체 시위, 1980년대 구로공단에서의 생활, 2007년 삼성전자 반도
체 공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발병 사건, 1985년 구로동맹 파업, 2000년대
기륭전자 비정규직 투쟁, 2014년 수출의 여인상 행사식장 주변에서 벌어진
노동자 시위, 2010년대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공장 여성 노동자들, 2011년
한진 중공업의 정리해고 사태에 저항한 여성 용접공이자 지도위원인 김진
숙의 크레인 고공 투쟁, 2014년 캄보디아 카나디아 공단에서 최저임금을
요구하며 시위하던 현지 노동자에게 행해진 발포와 유혈 사태, 2010년대
한국의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메이데이 시위, 2007년 홈에버 대량 해고 사
건, 대형마트 여성 노동자들의 인터뷰, 항공기 승무원의 인터뷰, 120 다산
콜센터 상담원들의 인터뷰, 요양병원 물리치료사의 시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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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도 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 현실을 담담하게, 또한 안타깝게
드러내기도 한다.
연대기의 형식을 따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위로공단>은 캄보디
아 앙코르와트 주변의 숲을 걷는 소녀들의 이미지로 시작하여 한국에
서 등산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으로 끝남으로서 영화가 노동사적 시간의
순서대로 배치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영화의 초반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여공들의 투쟁기를 주로 배치하며 이를 반영하듯 인터뷰 사

이사이에 당시의 스틸 사진들과 더불어 눈이 가려지거나 소음에 노출
된 소녀들의 연출된 이미지를 삽입한다. 영화의 종반부에 이르면 2010
년대의 대형마트 계산원, 비행기 승무원, 콜센터 직원 등 정동 노동자
들의 인터뷰 화면들 이후로 다양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목소리를 한꺼
번에 오버랩시킨 사운드 위에 등산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으로 막이 내
린다. 이는 산업화 시대에 소녀였던 1세대 여공들이 할머니가 되어가
는 21세기에 여성 노동의 형태나 구성은 바뀌었어도 노동환경은 과연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를 관객에게 스스로 묻게 만드는 대단히 의
미심장한 구조이다.
임흥순 감독은 2년간 예전 구로공단이 재편된 공간인, 금천예술공장
에 머물면서 그 많던 여성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궁금해 하며
영화를 구상했다고 한다.24) 이는 과거 공장 집약지였던 구로 디지털단
지 일대 가리봉동의 변화된 2000년대 풍경을 조망하는 다큐멘터리 영
화 <가리베가스> (2005, 김선민)의 종반부에 나오는 “그 많던 여공들
은 다 어디로 갔을까”는 질문 혹은 외침에 대한 메아리라 볼 수 있다.
또한 “이 영화를 봉제공장 노동자로 살아온 나의 어머니의 삶과 노동
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살아오신 많은 여성 노동자에게 바칩니다”라는

24) 황진미, ｢그 많던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 노동문제에 담아낸 한
국 현대사｣, 우리교육, 우리교육, 2015, 142∼151쪽,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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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엔딩 문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의 흔적
을 추적하며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고 잊혀져왔던 그들을 위로하는 영
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로공단>은 여러 개의 병렬구조들이 겹겹
이 쌓이고 쌓인 중층의 평행구조를 이룸으로써 제목에서 암시하는 ‘위
로’의 가능성을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영화가 “기승전결의 내러티브 대신 삶과 노동의 조각들을 수집해낸 각
에피소드들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서사 구조, 파편성을 전통적 마당극
의 ‘병풍구조’와 연결시키는 것과 같은 수평적 서사 구조”25)를 통해 선
보이는 중층의 의미연결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프닝 시퀀스의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무너진 석탑들과 석
조 장식물들 및 그것들을 감싸고 있는 자연 풍경은 영화의 후반에 등
장하는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현지 공장과 그 곳에서 벌어진 유혈사
태와 연결된다. 이는 자연(숲)과 고대문명(앙코르와트) 사이에 침입한
초국적 자본(한국 기업)의 연쇄사슬을 통해 과거 그 많았던 한국 기업
의 여공들을 이제 캄보디아에서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앙코
르와트 장면은 미싱 소리와 함께 한국의 봉제공장 시퀀스로 넘어가는
데, 이는 봉제공장의 인력이 대부분 캄보디아 여성으로 채워지는 현재
에도 한국에서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아직도 건재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봉제공장 시퀀스에서 1970년대의 동대문 평화시장의
작업장 환경에 대한 증언 이전에 잠시 비춰지는 장면은 아마도 현재
동대문 패션거리의 봉제공장 내부로 추정되는 작업장에서 바쁘게 미싱
을 돌리는 젊은 여성 노동자들 사이를 오가며 역시 바쁘게 옷감을 포
개는 노년기 여성의 모습이다. 이는 이전까지의 한국의 경공업 분야의
다른 여공들과 달리 평화시장 일대의 동대문 패션거리에서는 의류 산

25) 이선주, ｢삶과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미적 실험: <위로공단>｣, 현대영
화연구, 23권 (2016), 161～179쪽,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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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현재에도 많이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할머니가 되기도 하였음을 시사한다. 셋째, 일견 노동과 상관없어 보이
는 오프닝 시퀀스의 앙코르와트 쇼트에 슈퍼임포즈되는, 손을 잡고 걸
어가는 두 명의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들의 이미지는 엔딩 시퀀스에서
손을 잡고 등산하는 두 명의 할머니들의 뒷모습과 또 다른 대칭을 이
룬다. 이는 여성이 혼자이기보다 다른 여성과 연대했을 때 노동자로서
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들 스스로의 애환이 위로될 수 있음을 나타낸
다. 넷째, 앙코르와트의 두 소녀를 감싸는 구슬픈 노동가요, 즉 김민기
의 노래극 <공장의 불빛> 중 <야근>은 엔딩 시퀀스에서 22명의 증언
자들의 목소리를 오버랩시킨 사운드와 평행 구조를 이루며 여성의 연
대가 더 크게, 더 넓게 확장되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화는 그야말로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와 인터뷰로 쓰인 한국 노동
사의 대장정을 1시간 반 정도의 길이에 담아 압축시킨다. 마지막 장면
에서 한꺼번에 분출되는 영화 속 모든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그녀
들에게 연대의 힘을 불어넣어주어, 스피박이 인도 여성의 예를 들어 낱
낱이 밝힌, 역사 속에서 묵살되어온 서발턴의 목소리를 영화라는 ‘영원
한 현재의 재현 매체’를 통해 재현한다. 그 목소리들 속에서는 <영자의
전성 시대>나 <구로 아리랑>에서 재현되는 불쌍한 ‘희생양’으로서 목
소리와 주체성을 상실한 여성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또한 과거를 회
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은 따로, 다함께 현재화되며, 그 과거
는 현재에도 메아리를 울리고 있어 그 과거를 잊을 수도, 결코 잊어서
도 안 됨을 일깨우기도 한다. 잊어서는 안 되는 그 과거는 얼굴이 등장
하지 않은 채 울리는 ‘성실히 임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박근
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소름 끼치게] 떨었다는 한 여성 증언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통해 현재화된다. 노동자들 중에 어느 누구 성실하
지 않은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환경이나 처우, 삶의 질이
과거와 같이 개선되지 않는 작금의 현실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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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프레카리아트인 영화 속 마트 계산원은 자녀를 데리고 쇼핑

을 온 여성 고객이 아이에게 엄마 말을 듣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며 자
신을 가리켰을 때 느꼈던 모욕과 굴욕의 순간을 토로한다. 한 다산 콜
센터 상담사는 “예전에는 공순이가 있었다면 ... 이제는 콜순이가 있다”
는 언급을 하며 ‘워킹 푸어(the working poor)’로서의 자신의 현실을
고백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소
득을 올릴 수 없고, 서울시의 대량 해고 결정에 직면해서는 그나마의
일도 할 수 없게 된 현실을 개탄하는 것이다.
영화는 이러한 프레카리아트의 현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담기 위해
천으로 눈이 가려진 채 벽을 더듬으며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가는 한
소녀의 이미지와 역시 눈이 가려진 채 강 위의 살얼음판을 걷는 한 소
녀의 이미지를 인터뷰 사이사이에 배치한다. 영화의 포스터이기도 한
눈을 가린 소녀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일하며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 프레카리아트들의 역사를 더듬고 위로한다. 그러나 많은 영화 평
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듯, <위로공단>의 톤은 대단히 담담하고
차분하다. 영화가 정동 노동자들의 애환과 울분을 담은 인터뷰로 마감
을 하고 있음에도 멜로드라마적인 감정 과잉의 조짐은 조금도 느껴지
지 않는다. <구로 아리랑>같은 영화와 달리 <위로공단>은 고단한 투
쟁의 길을 걷는 여성 노동자들을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서 불쌍하게
여기거나, 가르치고 선도해야 할 무지몽매한 대상으로, 스스로 주체성
을 확립할 수 없는 가련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그리지 않기 때문이다.
<위로공단>의 인터뷰 대상자들 대다수는 가혹한 작업환경이나 사용

자측의 약속 불이행, 고용 불안정, 말도 안 되게 낮은 임금 수준 등에
저항해 스스로 투쟁하고 항거하다가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한 적도 있
는 주체적인 여성들이다. 인터뷰 도중 과거를 회상하며 가끔씩 눈물을
보이던 몇몇 여성들은 단호하게 자신의 인생이나 비인간적인 노동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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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경험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82년에 입사해 85년에
해고되기까지 구로공단의 대우 어패럴에서 근무했다는 강명자는 공장
의 작업복을 입은 언니들의 모습에 대한 동경으로 입사했음을 고백하
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한진
중공업의 김진숙도 예전엔 “미싱사들이 말탄 사람들만큼 멋있어 보였”
음을 고백하며, 대학에 가겠다는 일념으로 버스 안내양을 하다가 용접
공이 되었다고 밝힌다. 김원이 논하듯, 여공이나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
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족을 위한 희생을 혼자 감행하며 공장에 취직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장에 대한 동경”과 “향학열”을 가지고 공적 노
동의 영역으로 진출한 이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증언하는
대목이다.26)
<위로공단>에는 현재 구로 디지털 콤플렉스로 명칭이 바뀐 옛 구로

공단의 50년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된 ‘수출의 여인상’의 2014년 9월 16
일 복원 제막식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한다. 처음에는 제막식 장면을 되
감기해서 거꾸로 돌려서 보여주고, 중간에는 과거 구로공단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사라졌던 수출의 여인상이 복원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즈음에는 수출의 여인상 근처에서 시위하는 노동자들의
집회 현장을 비춘다. 집회 현장의 팻말들은 대체로 박정희 정권 때도
힘들었던 노동 여건이 박근혜 정권에 와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개탄하
는 내용이다. 수출의 여인상이라는 동상을 통해 여성 노동을 헐값으로
착취해 한국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원시적 축적을 감행해 오늘에 이
른 한국 정부의 행태를 상징적으로 고발하는 것이다. 일해도, 일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노동자가 무시당하는 현실은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가 우화적으로 그려내는 2010년대 한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26) 김원, 앞의 책, 2장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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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아날로그적 프레카리아트의 반란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2014, 이하 성실한 나라)는 토끼굴을 통해

이상한 나라에 빠져 현실로 돌아가지 못하는 영국 소녀 앨리스가 아니
라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순환회로에 빠
진 한국 여성 정수남(이정현 분)의 수난사를 그린다. <위로공단>에서
‘성실하게 임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소스라쳤다며 일해도, 일해도 가난하기만 한 현실을 개탄하는 한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시각화하는 영화이다. <성실한 나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또 하나의 약속>과 <카트>와는 달리 우화적으
로 공장 중심의 산업 자본주의에서 인지 자본주의 체제로 완전히 전환
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하층 여성 프레카리아트가 겪어야 하는 치욕
과 고단함, 비루함에 이어 이에 대한 그녀의 엽기적 보복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다소 잔인하고 폭력적이지만, 우화적이고 신선한 실험적 형
식과 노 개런티로 출연한 이정현의 열연에 힘입은 강력한 영상 메시지
전달 효과의 덕인지 독립영화로서는 적지 않은 44,000 여 명의 관객을
끄는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주인공 수남은 열여섯 살에 집 앞 공장에 취직할지 고등학교에 진학
할지 고민하다 ‘여공’보다 ‘엘리트’가 되기로 결심하고 상업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어릴 때부터 탁월한 손재주를 지닌 그녀는 여상에서 최연소
로 주산, 부기, 타자 등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의 자격증을 14개나
취득한 데다 그녀의 담임교사가 지적하듯 큰 가슴에 훌륭한 몸매까지
지닌 장래가 보장된 ‘엘리트’였다. 그러나 아날로그 시대의 자격증을 14
개나 보유했지만 컴퓨터가 지배하는 디지털 시대에 컴퓨터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로 졸업한 그녀는 취업 전선에서 실패하고 결국 컴퓨터가 없
는 조그만 공장에 취직하고 만다. 공장에서 청각 장애 노동자인 규정
(이해영 분)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된 수남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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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지 규정의 귀 수술을 할지 고민하다 수술을 결정한다. 그러나 그
수술이 잘못되어 완전히 청력을 상실한 데다 삶의 의지까지 상실한 남
편이 자살 시도 끝에 식물인간이 되자 그의 연명치료를 위해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모든 종류의 비정규직 노동을 수행하다 연쇄 살인
범이 되고 만다.
산업 자본주의에서 인지 자본주의로의 전환기에 세상의 변화, 특히
디지털 정보의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구시대의 유산만을 성
실하게 답습하다 ‘엘리트’가 된 보람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에 처하
게 된 여성 노동자의 비극을 블랙 코미디로서 우화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다. 그러나 살인 또한 ‘성실하게’ 감행하는 수남의 비극을 잔혹 코미
디로 승화시켜 “실컷 웃다가 충격을 받기도 하며 끝내는 슬퍼지는 영
화”로 만드는 감독의 톤과 태도는 수남을 결코 ‘희생양’으로 묘사하지
는 않는다.27) 그렇다고 수남의 선택이 주체적 결정에 의한 것인지 영
화는 되묻기도 한다. 21세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하의 한국적
현실이 여성의 주체적 결정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회인지에 대
해서 영화는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성실한 나라>는 “이 사회
에서 수남과 같은 하층민들은 타인의 권리와 생명을 침해하지 않으면
생존하는 것조차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28) 그것을 정당
화한다기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잔혹함을 핏빛 화면에 담
으며 지나치게 ‘성실한’ 많은 노동자들에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반란
을 일으킬 것을 주문한다. 이러한 주문은 영화의 세 개의 챕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챕터는 “심리치료”라는 제목으로 재개발 반대 시위 주동자
27) 조흡,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미학적 전략｣, 대
한토목학회지 63-11 (2015), 100∼104쪽, 103쪽.
28) 김지미, ｢상속되는 권력과 불가피한 광기｣, 황해문화89호 (2015), 360∼
368쪽, 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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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화센터 무료 심리 상담사, 경숙(서영화 분)의 사무실에 찾아와 복
어 내장을 먹인 후 자신의 인생사를 털어놓는 수남의 모습으로 시작된
다. 수남은 고교 시절부터 공장에서의 연애, 결혼, 주택 마련 및 규정의
병원 입원까지를 경숙에게 설명한다. 특히 청력을 상실한 규정의 소원
이었던 주택 소유를 위해 수남이 9년간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주방보
조, 건물청소, 홍보물 배포 및 각종 배달을 한 끝에 1억 4천만원의 은
행 대출을 끼고 마련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주택에서 남편이 목을 매
달아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은 비틀린 우화로서의 영화의 개성과 현실
의 아이러니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더 행복해
지기 위해 자신의 고집으로 감행한 남편의 신체적 불완전함을 상쇄하
기 위한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그의 원래 소원을 성취시켜 줌으로써
신혼 초의 행복한 가정을 복원하려다 실패한 수남의 모습은 소위 ‘헬조
선’이라 불리는 한국에서의 ‘지옥같은’ 삶을 사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챕터는 “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규정의 입원비를 마련하
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남의 행보를 그린다. 첫 번째 챕터가 한국에서
의 교육, 연애, 결혼, 주택 마련 등 인생 초년기의 굵직한 단계들을 다
룬다면, 두 번째 챕터는 한국 사회에서 소위 ‘재테크’라는 미명 하에 이
루어지는 주택 재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통한 개개인의 재산 증식을 둘
러싼 암투와 갈등을 통해 한국에서의 팍팍한 중년의 삶을 그린다. 규정
의 병원 입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남은 집을 전세로 놓고 원룸에 기
거하며 다시 각종 비정규직 노동을 전전한다.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으
려다 실패한 수남은 집을 팔려 하고 동네가 재개발되면 더 좋은 값에
집을 팔 수 있다는 동사무소와 부동산의 귀띔에 재개발 찬성 서명을
받으려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재개발 반대 시위 주동자들
의 폭력적인 반발에 직면하게 되자 그녀는 의도치 않게, 우발적으로 반
발자들을 한명, 한명 살해하게 된다. 수남을 살인사건 용의자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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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원룸에 조사를 하러온 2인조 형사는 그녀가 혼자서 신문배달,
주방보조, 명함 홍보, 아파트 청소까지 한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한
다. 수남이 불쌍하다는 후배에게 “원래 불쌍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
게 되어 있다고 대답하는 선배 형사의 발화는 일해도, 일해도 가난하기
만 한 한국 사회 노동의 아이러니를 ‘언어화’한다. <위로공단>이 성실
한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시각적으로 회고하고 재현한다면, <성실한
나라>는 이를 시각적 우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반어적 화
법으로 언어화하는 전략까지 구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챕터는 “신혼여행”이라는 제목 하에 “재개발 확정”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수남의 동네를 비추며 시작된다. 경숙 및 다른 두 명의
재개발 반대자의 살인사건 용의자로 수남을 조사하러 온 형사들은 재
개발을 막을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 그녀의 자백을 받아내려 한다. 그러
나 수남은 협박을 가하는 두 형사마저도 죽이고 수레가 달린 2인용 오
토바이에 남편을 싣고 미뤘던 신혼여행을 떠난다. 앞만 바라보고 오토
바이를 모는 수남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길게 비추다 수남과 규정의
뒷모습을 익스트림 롱 쇼트로 잡으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당신처럼 나를 안아주는 사람은 없었어요”라는 후
렴구를 반복하는 노래가 흘러나온다.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달리는 수
남의 얼굴은 성실하게, 지나치게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의 성격과 인생
사를 그대로 반영한다. 언제나 목표를 향해 너무나 성실하게 임하던 수
남은 결국 재개발에 방해가 되는 모든 이들과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형
사들마저도 제거하고 집을 팔아 병원 미납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목표
를 완수한 것이다. 악몽같은 현실을 벗어나 신혼여행을 떠나는 수남은
마침내 인지 자본주의 체제에 진정한 반란을 실현시킨 셈이다.
인지 자본주의 시대의 경쟁력인 ‘정보’의 부족과 그 엔진인 ‘컴퓨터’
를 등한시한 산업 자본주의 시대의 ‘엘리트’인 수남은 전업주부가 진보
적으로 여겨지던 산업화 시대가 막을 내리자 새로운 시대의 ‘퇴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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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받으며 여성 가장으로서의 고단한 행보를 이어가다 막대한 빚까지
떠안게 된다. 모든 이들을 온갖 금융권 대출의 노예로 만드는 신자유주
의 시대 금융 자본주의의 일면이기도 하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몸을
혹사하며 온갖 비정규직 노동을 전전하던 그녀는 마침내 살인자가 된
다. 그러나 살인자가 되어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여행을 떠남으로써 그
녀는 오히려 프레카리아트로서의 신자유주의적 착취체계로부터 자유
로워진다. 발가락에 경련을 일으키는 남편을 보며 그가 곧 의식을 회복
할 것이라 확신하고 십 여 년 만에 신혼여행을 떠나는 수남의 얼굴 표
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지만 그녀는 자유로워 보인다. 얼마동
안이 될지 모르지만 신자유주의적 고용 불안정과 인지 자본주의(컴퓨
터) 및 금융 자본주의(빚)의 압박에서 잠시나마 해방된 것이기 때문이
다.
수남의 해방은 아날로그적 프레카리아트인 그녀의 디지털 시대와 정
보자본주의 시대에 대한 반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조흡의 분석대
로 “불안과 분노가 겹쳐 마침내 광기에 이르게 되는 분열적 감정구조”
인 2010년대 한국의 시대적 정서가 수남에게 투사되어 그녀가 살인이
라는 “광적인 행동을 폭발”시키며 “물신의 과대망상에서 벗어나 타자
의 삶 대신 주인의식을 회복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었기
때문이다.29) 조흡의 말마따나 “이 우화적인 이야기가 생산하는 엽기적
감성”은 “오늘날 자본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 대중이 느끼는 불안과 공
포와 엽기적 감성이 이 시대의 감정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
화가 제공하는 기묘한 감성의 경험은 관객들로 하여금 학습효과를 발
휘해 최악의 조건에서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이다.30) 물론, 영화의 우화적 인간 해방의 방
식인 살인을 관객이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으리라는 대중관객에 대한
29) 조흡, 앞의 글, 103쪽.
30)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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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전제로 하는 기대이다. 또한, 지독하게 고독한 상황 하에서 살
인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강구했야 했던 수남이지만, 노동자로서의 반
란을 일으킨 끝에 사랑하는 “님과 함께” 마침내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듯, 그녀에게도 <위로공단>의 손을 마주잡은 여성 노동자들처럼 노
동자 연대의 가능성과 희망이 엿보인다. 그녀에게는 발가락에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한, 즉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을 보이는 공장 노동자 출신
의 남편, 규정이 옆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처럼 나를 안아주는 사람은
없었어요”라는 엔딩 시퀀스의 노래 가사처럼 헬조선에서도 수남에게는
그녀를 “안아주는,” 연대할 수 있는 다른 노동자가 바로 옆에 있는 것
이다.

V. 나가며
본고에서는 <위로공단>과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중심에 놓고
두 편의 영화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한국의 극영화에서 재현되었던 대
한민국 여성 노동자 표상의 한계를 되짚어 보았다. 두 편의 영화는 21
세기 인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 프레카리아트들의 좌절과
희망을 그들의 목소리로 그려내는 텍스트로서 여성 노동자의 영화적
재현에 있어 한국영화사의 한 획을 긋는 영화들이라 할 만 하다. 20세
기 후반의 한국영화는 여성의 이상적인 인생행보는 전업주부를 통해
완결된다는 국가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산업화 시대의 역군이었던 식모
와 여공을 주변화하고 그들을 불쌍한 희생양으로 재현하며 여성 노동
자를 배제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노동 다큐멘터리를 통해 활발
하게 재현되기 시작한 여성 노동자 표상은 2010년대 중반에 마침내
<위로공단>이라는 걸출한 여성노동자 다큐멘터리의 등장과 <성실한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 / 이윤종 385

나라의 앨리스>라는 우화적 독립영화를 통해 절정을 맞이하며 가시화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다큐멘터리와 극 영화라는 다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두 편의 영화는 공통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로 현실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인지 자본주의 시대의 변화

된 노동 현실을 비판한다.
주목할 점은 이 두 편의 영화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
지 한국영화계의 화두였던 ‘비판적 리얼리즘’,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에
있어서의 사실주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화면을
통해 노동 현실을 보다 통렬하게 꼬집고 비판한다는 것이다. <위로공
단>은 한국의 산업 자본주의 시대부터 현재의 인지 자본주의에 이르
기까지의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삶의 고단함을 인터뷰와 연출
영상들을 통해 재현하며 그동안 대우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노동
자의 위상은, 남성 지식인도, 정치인 일반도, 다른 누구도 아닌 여성 노
동자 주체들의 유대와 연대를 통해 강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성실
한 나라>는 산업화 시대의 평범한 한국 사람이라면 계층에 관계없이
다 겪는 과정으로 여겨왔던 취업과 결혼, 주택마련(매매, 전세, 월세)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인지-금융 자본주의 하에서 녹록치 않은 과정임을
우화적으로 보여주며 연애와 결혼, 주택마련을 포기한 이 시대의 청춘
인 ‘삼포세대’의 비극을 비꼬아 재현한다. 그러나 이 모든 비극을 지나
치게 성실하게, 혹은 무감각하게 견뎌내는 여성 프레카리아트의 코믹
한 캐릭터와 살인이라는 범상치 않은 행보를 잔혹극 형식으로 버무려
21세기 한국의 모든 프레카리아트들에게 비인간적인 현실에 순응하지

말고 엽기적 감성으로 반란을 일으켜 돈에 얽매이지 말고 인간성을 회
복할 것을 역설한다.
동구권의 붕괴와 함께 맑스주의에 대한 교조주의적 믿음이 사라지고
산업 자본주의적 생산체계가 사라져가는 21세기의 인지 자본주의 시대
에도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삶의 환경은 유럽의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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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와 비교해 결코 근원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맑스(Karl
Marx)의 자본주의 비판은 산업 자본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인지 자본

주의 시대에도 매우 유효하고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의 한
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앞으로 더 크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현실을
비판하고 노동자 연대를 통해 현실을 바꿔 나아가려는 노력을 지속적
으로 경주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영화가 이를 위한 보탬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논문은 2017년 9월 30일에 투고 되어,

2017년 10월 1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7년 10월 3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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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oices of Women Workers:
Female Precariats Represented in South
Korean Films of the mid-2010s
Lee, Yun-Jong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images of female workers who
have conspicuously embodied and represented in South Korean films
of 2014 and 2015. Female workers had served to industrialize South
Korea under the military dictatorship between the 1960s and 1980s
and drew attention as such, but only the sex workers among them
were cinematically represented. In other words, women workers
have long been present and at the same time absent in South
Korean cinema except for the labor documentary film emerged from
the late 1980s. The exemplary female workers of the military
industrialization, namely housemaids and factory laborers used to be
depicted as the women who were becoming hostesses or mistresses.
However, female workers, who "could not speak" or be represented
in Spivakian sense, started to be visibly represented in South
Korean cinema as precariates or affective laborers.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the meanings of the female workers' voice
articulated in South Korean films of the 2010s. To do so, it focuses
on the textual analyses of Alice in Earnestland (2014) that unfolds
its fictional plot with a narration of a female worker and of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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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2015) that not only documents the interviews of actual
women laborers but also visualizes their own voices in its
experimental footage.
Key Words : female workers, voice, Korean cinema of the 2010s,
Alice in Earnestland, Factory Complex, affective labor,
precariat, labor documentary, housewifization, hostess,
housewife, female factory worker. housemaid,
solida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