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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할머니의 하루" - CHOIS2004의 알라딘 블로그  

http://blog.aladin.co.kr/787082195/5545186


도시는 두 개의 상반된 얼굴을 갖는다. 
한편에는 우뚝 솟은 건물들, 차량과 인파로 붐비는 거리, 
쇼윈도를 장식한 최신 유행의 상품들, 
거리를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기만해도 
볼거리가 넘치는 화사한 도시의 얼굴이 있다. 
……
그러나 뒷골목이나 산동네, 다리 밑으로 대표되는 
도시의 가려진 얼굴은 
빈곤과 굶주림, 범죄, 유혹과 타락 같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출처 - 서호철, 20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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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집 여성노인 삶 일

출처 - 은수미 의원실, 2012: 2

도보꾼



폐지수집 노인

넝마주이

윤수종(2013) 참조

식민지기 토막민
식민지기 세궁민
한국전쟁 고아들
1970’ 자활근로대
1980’ 넝마공동체

리어카 노인
고물수거 노인
폐지수집 노인
폐지 할머니
박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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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은수미 의원실, 2012: 13



폐지수집 여성노인 삶 일

그녀(들)는(은) 

어떤 이유로 

폐지를 모아다가 

팔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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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장미혜, 2013: 130

* 성별 경제적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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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장미혜, 2013: 132-133

* 여성노인 집단별 주관적 경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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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권역별, 차원별 (노인) 빈곤율 

출처 - 김경혜, 2014: 54, 142



폐지수집 여성노인 삶 일

그녀(들)의 
삶에서 일은 
어떤 모습이며
무슨 의미일까?



폐지수집

여성노인 삶

일



폐지수집

여성노인 삶

일
생활자료조사

구술생애사

문화기술지



현대의 행정 기구를 통해 흔적이 증가하는 것. 
발자크는 그것에 주목하고 있다. 
“...... 문명은 공공의 광장에서 
전세마차의 도착과 출발 시각을 알리고, 
모든 편지를 센 다음 
편지가 우편함에 투입될 때와 배달될 때 
두 번에 걸쳐 우표를 붙이고 가옥에 번호를 매기며 ......  
그리고 언젠가는 토지 대장의 광대한 종이 위에 기록되어 있는 ...... 
마지막 땅뙈기에 이르기까지 등록된 땅 전체를 소유하게 되리라. 
그것은 거인의 명령에 따라 수행되는 거인의 일이다.”

출처 - 벤야민, 200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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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집 여성노인 삶 일

폐지수집 여성노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살아왔고,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출처- 오종렬의 대장간 출처- 만화로 그리는 세상

출처- 전북도민일보

A라는 사람이 있다.

http://ohjr.tistory.com/158
http://blog.ohmynews.com/joytoon/165621?isPC=1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1406


교통 사고 | 2013

폐지 수집 시작 | 2008

식당 소유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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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

자녀와 관계 소원해짐 | 2007

첫째 딸 출산 | 1960

첫째 딸 결혼 | 1980

음식 장사 시작 | 1972

사별 | 2003

셋째 아들 출산 | 1965

결혼 | 1953

서울 출생 | 1937

A 구술생애사

피부양자 유무 여부

기초연금 수령 여부

현재 진행 중인 사회복지 정책 서비스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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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지않은거야.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모르니까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리는거지. 

소매와 엄지손톱, 구두끈에서  
얼마나 많은 걸 알아낼 수 있는지 자네는 모를 거야.

출처 - 코난 도일, 20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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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하의 신발 기타 운송도구 이동경로 폐자원 종류 폐자원 양

A

생활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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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2013: 63



05:00 기상 | 06:00 세면 | 08:00 아침식사 | 10:00 일 시작 | 14:00 점심식사 | 16:00 고물상 도착 | 19:00 귀가 / 저녁식사 

문화기술지

귀가 후 
집에서의 생활

고물상과의 관계

노동 경험과  
이에 대한 감정

반찬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서비스 
경험과 감정

A



도로 위를 걷는 사람들



일



A

B

영역



ㄱ 골목

Z 아파트

식당 A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2015: 295

수거 폐기물 종류 개수 상태 특이사항

음식물 포장 박스 5 개 모퉁이가 젖었음

수거 폐기물 종류 개수 상태 특이사항

헌 옷  
/ 바지, 티셔츠 등

7여 벌 깨끗함

전문 폐기물 수거 업
체가 가져가기 때문
에, 가져갈 수 없다고 
말함. 무척 조심스럽
게 지나침.

A 이동 경로/폐지 수집

수거 폐기물 
종류

개수 단위당 
시세

가격 에누리

음식물 포장 
박스

5 개 000원

…

… +000원

- 총 __원

고물상



문화기술지

제도

사람

출처- 한겨레(2013)

시장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7769.html


-

정책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 관리 지원 조례 (2013)
- 야광조끼, 반사경 지급
- 건강체크 및 비상연락망 확보, 재활용 정거장

도봉구 저소득 노인 지원정책 (2013~2014)
- 사랑의 손수레 75대 지원
- 가구당 5만원의 난방비 지원



정책

“이들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지, 
또한 안전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출처- 한인임(2013)의 질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7769.html


  발표는 끝. 
  연구는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