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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 오포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N 가지의 것들을 포기한다는 의
미로 N포세대에 이르기까지,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경제 불경기,
취업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삶이 불안정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세대로 불리고 있다. 따라서 i청년 문제j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
라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청년의
포기는 심도 있는 탐구를 요하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기존 연구들은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청년세대를 N포라는 단일한 특성
을 띠는 집단으로 이해하거나, 청년이 가진 사회경제적 배경이 이들을
포기로 이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N포세대, 금수저와 흙수저 등과
같은 기존 설명 논리를 따라 가다보면 청년들이 어떤 이유로,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포기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되기보다는 i포기 했다j와
i포기하지 않았다j와 같은 청년세대 전체의 특성을 일반화시키는 논의에
다다르게 된다. 청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포기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포기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지
만 기존 논의에서는 그 초점이 포기 그 자체가 가진 내용보다는 원인에
더 맞춰져 있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포기의 여부만을 살필 수 있는 기
존 측정방법의 한계로 인해 포기하는 청년들의 포기가 모두 같은 포기로
치부되면서 우리 사회 청년들의 포기는 깊게 탐구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년을 특징짓는 담론 중 하나인 i포기 담론j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포기의 내용과 모습들을 살피는데 있다. 즉 현
재 한국 사회 청년세대의 포기에 실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탐구해보
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내용의 포기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탐
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주관적 계층
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가지는 효과에 초점을 둘 것이다.
분석을 위해서는 2016년 한국 청년 가치관 서베이를 활용하였다. 포
기는 응답자들이 판단한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업의 실현가능
성과 꿈꾸는 정도를 대비시켜 측정하였다. 포기의 유형은 잠재집단분석
(Latent Class Analysis)을, 이에 대한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의 효과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모형을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 소유
층 집단을 포함해 불확신불안형, 현실주의형, 자포자기형, 그리고 유예형
포기 등 다섯 가지 포기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것도 포기하
지 않는 소유층 집단을 제외하면 포기의 대상과 정도에 있어 질적으로
다른 네 가지 포기 유형들이 발견된 셈인데, 불확신불안형은 전체 표본
의 27.36%, 현실주의형은 19.92%, 자포자기형은 13.24%, 유예형 포기는
8.70% 등을 각각 점유하고 있었다. 소유층 집단은 전체 표본의 30.7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계층의식은 유예형 포기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을 결정
짓는 유의미한 요인이며, 사회이동성 인식은 불확신불안형 포기를 제외
한 나머지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사회적 이동 가능
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현실주의형, 자포자기형, 유예형 포기에 속
할 확률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현실주의형 포기와 자포자기형 포기에 있어서는 사회이
동성 인식이 가진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 관심을 덜 받아왔던 사회적 이동가능성 인식이 청년들의
포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알려진 것보다 더 핵심적인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청년, 세대, 포기의 다양성, 주관적 계층의식,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잠재집단분석
학 번: 2015-2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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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과학자들은 특정 시대 신조어의 의미와 그것이 발생한 배경을 살
펴봄으로써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회 환경에 처했었는지를 이해하
려는 경향이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iN포세대j라는 말이 회자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326 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취업 신조
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N 포세대는 실제로 오늘날 한국의 취
업시장 환경을 가장 잘 반영하는 신조어라고 평가받고 있다(중앙일보,
2015). 이전에는 당연히 주어졌던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N 포세대는 불경기,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물가 상승 등의 문제
로 미래가 불안정해지자 연애와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더
나아가 이제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우리 사회의 20-30 대 청년들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년세대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자들이라는 점에
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 또는 포기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탐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88 만원세대, 삼포세대와 같이 현재 청년 세대를 특징짓
는 용어가 사실 그들 내부로부터 표출된 결과라기보다는 언론과 학계가
청년 집단을 대상화하여 청년의 삶에서 두드러지는 인상을 외부의 시선
으로 정리한 결과라는 지적(오찬호, 2010)을 염두에 둘 때, N포세대로 불
리는 청년세대가 행위자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탐구해보
는 것은 중요하면서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대학생 및 취업 커뮤니티에서 136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
르면 청년의 10명 중 7명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N 포세대라고 여긴다(N
포세대 무엇을 포기했나, 2015). 반면, 청년들은 포기했다기보다는 선택
할 수 없는 현실을 더 강조하고 싶어 하는데, 즉 청년세대의 문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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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자기계발이나 달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스
스로를 N포세대로 부르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도 있다(이은희 외,
2016; 서민, 2015). 즉 청년세대 내부에 포기에 대한 다양하고 상이한 의
견과 입장이 존재한다. 이는 미디어와 단편적이고 인상주의적인 에세이
나 문화연구가 표상하고 있는 i불확실한 미래 속 포기하는 오늘날 한국
의 청년들j, iN포세대로서의 청년j 등과 같은 청년들의 포기에 대한 세대
단위의 단순화와는 달리 청년들의 다양한 포기가 실재(

)한다는 사실

을 말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i우리 사회 청년세대는 N포세대로 통칭
될 수 있을 만큼 포기에 있어 단일한 양상을 띠고 있는가?j라는 문제의
식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며, 청년들에게 실재하는 포기의 다양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청년의 포기를 세대적 특성으로 단순화하는 통상적인 담론과 달리,
포기가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이는 보다 심도 있는 탐색을
필요로 할 것이다. 본 연구는 i청년들은 무엇을, 얼마만큼 포기하는가j라
는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포기의 다양성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현
재 청년들의 포기는 세대주의적 관점에 의해 N포의 특성을 띠는 단일한
내용의 포기로, 또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할 때 잘사는 이들은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고 못사는 이들은 다 포기한다는 두 가지 내용의
포기로만 이해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논의는 초점이 포기 그 자체의
내용보다 원인에 더 맞춰져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무엇이 청년
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는가를 논하기 이전에 포기 자체가 가진 성격에
대한 이해가 먼저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i무엇에 의해j에 대한 파악
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어떤 포기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
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청년들의 포기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포기를 연애, 결혼, 출산 등 포기

-

-

의 하위 항목들에 있어 응답자들이 판단한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를 대
비시켜 측정하고자 하며, 응답 모두를 한 모형에 투입시키는 잠재집단분
석을 통해 항목들 간 연계성을 고려한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논의 하에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내용의 포기를 유형화시
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포기의 다양한 내용과 모습을 확인한 후, 포기의 다양성을
야기하는 조건 또는 원인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시도할 것이다. 구체적
으로, 기존 연구들이 주목해온 청년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포기의 핵심적
결정요인인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적 이동 가능
성 인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는 청년들의 포기가 객관적
조건 그 자체보다는 이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따라 형성될 것이기 때문
이다. 즉 본 연구는 청년들이 반드시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포기를 결정하거나 포기에 내몰리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고자 한다. 동일
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
여하는가에 따라 개인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본 연구가
특히 사회적 이동 가능성이 포기에 대해 가진 효과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포기는 본질적으로 전망적prospective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미래의 계층상승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포기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일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시도하는 N포세대로 통칭되는 청년
들의 포기의 다양한 내용과 그 원인을 실증적으로 탐구해보는 작업은 지
금까지 획일적인 청년담론에 갇혀 있었던 청년의 실제 모습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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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논의

청년들의 희망과 포기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두 가지 경향성을 띠고
있다. 우선 세대적 속성에 천착하여 청년세대의 단일성 또는 동질성을
전제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 동질성이 곧

'모두 다 포기함'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청년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는데, 이 연구들은
청년들 모두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만하임(1952)의 세대 개념을 빌려 표현한다면, 전자는 청년층의 '실제
세대j에 주목한 연구들로, 후자는 청년층의 i세대단위들j에 주목한 연구
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세대로서 청년세대를 이해하는 연구들
은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청년들이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공통적으
로 마주하고 있는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에 초점을 두고 청년세대를 집
합적 iN포세대j로 그린다. 이에 반해 세대단위에 주목한 연구들은 대개
사회경제적 여건을 청년세대 내 이질성을 야기하는 요소로 지목함으로써
동시대 집단으로 같은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이 현실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아래에서는 청년세대의
포기를 놓고 존재하는 이 두 가지 경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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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청년세대 h iN포세대로서의 청
년세대j
청년세대를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불평등하며 냉혹한 사회 구조를 강조하면서 이
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세대와 차별성을 띨 수밖에 없는, 미래에 대한 희
망을 상실한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본다.
청년들의 포기를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다루는 것이 구조중심적인 접
근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원인
과 그 과정을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세대연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만하임에 따르면, 출생 시점의 차이는 사회적, 역사적 구조에서의 차이
를 만들어내며, 그러한 사회적 위치의 차이는 세대에 따라 경험할 수 있
는 영역과 경험하기 어려운 영역의 분화를 야기하고, 나아가 이러한 경
험의

차이는

사고, 감정,

가치관,

행위

양식의

차이를

가져온다

(Mannheim, 1952). 이 과정에서 만하임은 단지 사회적 위치를 공유한다
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세대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공동 운명체로서의 연대감이 형성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
의 세대라고 볼 수 있는 i실제세대j가 형성되며, 세대 위치가 실제세대로
발전될 가능성은 안정된 사회보다는 급격히 변동하는 사회에서 높다. 한
세대가 가지는 가치관 혹은 의식구조가 이전 세대의 그것들로부터 나타
내는 차이는 이들로 하여금 집합적, 공통적 인식을 갖도록 이끄는 사회
구조의 변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이는 구조적 변동이 곧 만하임이
주장한 공동 운명체로서의 연대감을 형성시키는 핵심 요소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계층이동이 비교적 활발했던 열린 사회를 경험한 기성세대에 비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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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세대는 계층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닫힌 사회를 경험하고 있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불평등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신우진 외, 2015),
기회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다는 인식이 청년층에서만 뚜렷하게 나타난다
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동그라미재단, 2015; 2016). 뿐만 아니라 일자
리, 보육 및 교육, 주거, 노후, 건강이라는 사회복지의 5 대 불안요소(유혜
승 외, 2015)를 모두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청년들은 동일한 구조를
경험하지 않은 기성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것으로 묘
사되며,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오로지 생존만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
게 되는 i생존주의 세대j로 표현되기도 한다(김홍중, 2015).
이처럼 구조적 변동이 세대 내에서는 동질성을, 세대 간에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 및 삶의 방식이나 지향, 의식구조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모습을 통해 사회의 커다란 구조적 변동이 또 하나의 i실제세대j를
형성시키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N 포
세대와 같이 i실제세대j로서, i불안j과 i포기j와 같은 그 세대의 집합적
인식을 주장하고자 하는 세대론은 구조중심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게 되
는 것이다. 또한 세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통된 가치관, 의례 등을
묘사하는 데 있어 세대론은 묘사 행위의 주체와 그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 즉 사회구조적 특성을 반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박재흥, 2001).
예컨대 삼포세대론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포기를 신
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그들이 직면한 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노동시장의
위기를 바탕으로 해석한다.
현재 우리 사회 청년들은 N포세대로 통칭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 담
론은 대개 청년세대를 신빈곤층으로 파악하며(우석훈 박권일, 2006), 그
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험들을 조명한다. 즉 지속적
인 저성장으로 인해 증가하는 실업률과 취업난(문은영, 2013), 저임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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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태형, 2015), 대물림되는 빈곤과 무한경쟁, 사회 양극화(이기훈,
2012)와 같이 청년들로 하여금 절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 사회에
지난 몇 십 년간 일어난 구조적 변동에 집중한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혼돈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공유하고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을
포기한다. 세대주의적 관점은 청년들이 높은 생활비와 과도한 교육 및
양육비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되며, 기약 없는 취업준비와 만만
치 않은 취업 준비비용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극단
적인 상황에서는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묘사한다(한국직업능력개
발원, 2016).
그러나 이 같은 세대주의적 관점의 담론은 청년들 당사자의 처지와
생각,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보다는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대적 상
황, 구조적 맥락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즉 구조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청년세대에게 iN포j가 필연적이며 이
것이 동질적인 세대적 특성이라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위 접근은 구조가
가지는 인과적 설명력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구조 속 i행위자로서의 청
년j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k현실이 이러하니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l라는 식의 i행위자 없는 구조structure

without agencyj의

시각에서 청년세

대의 포기를 다룬다.1)

1) 공통성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경험들을 주변화 시킨다는 문제점에도 불구
하고 세대 내부의 동질성이나 대표성을 강조하는 세대주의적인 세대담론들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 이를 두고 박재흥(2009)은 대중매체, 기업과 광고 기획사, 그리
고 정치권이 세대담론들을 생산하는 핵심 주체라고 지적한다. 대중매체는 시
대적 상황과 사회 구성원들을 이해하기 위해, 기업과 광고 기획사는 마케팅
대상의 차별화를 통해 판매를 높이고 이윤을 늘리기 위해 , 정치권에서는 유
권자를 포섭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각각 세대담론을 생산시킨다 . 이러한 생산
과정을 염두에 둘 때, N포세대와 같은 세대담론들이 실제로 그것이 지칭하고
자 하는 세대를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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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i현재 한국사회의 청년들은 정말 N포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가?k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
는, 즉 청년들의 포기의 실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보기 위해서는 i구
조 속의 행위자들agency

within structurej

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행위자는 동일한 사회적 조건에서도 각기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
고 행동하고 의미를 만들어 내는지에 따라 구조의 영향력에 수용보다는
저항을 택하며, 때로는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산하기 때문이
다(Elder, 1974). 간단히 말해, 본 연구는 청년들의 포기를 사회 구조에
기대어 논하는 것은 현상의 한 측면만을 과장하여 불충분한 결론에 이르
게 할 위험성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2.2 청년세대 내부의 이질성 h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포기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청년들의 포기를 이해하는 관점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시각은 같은 세대 위치를 공유하더라도 세대 구성원의 계층, 젠더
와 같이 다른 사회적 분절선에 따라 구성될 수 있는 청년세대 내부의 이
질성에 주목한다. 이 시각은 N포세대와 같은 담론이 간과하고 있는 청년
세대 내부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
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조건이 청년세대의 포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임을 주장한다. 이들은 청년들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삶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연
애, 결혼, 출산, 취업 등의 포기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모습이 나타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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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신들의 현재의 삶, 사회와 국가, 더 나
아가서는 미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확신, 그리고 계획에도 지대
한 영향을 미친다(박기남, 2011; 정수남 외, 2012; 김영 황정미, 2013; 신
광영 문수연, 2012; 김사과, 2010; 김영미, 2016; 동그라미재단, 2016; 한
겨레경제사회연구원, 2015; 동그라미재단, 2016). 이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매우 다른 이들의 삶의 모습으로 상당부분 설명된다. 박기남(2011)
은 가족자원이 청년층의 고용상태와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
을 강조한다. 김영과 황정미(2013)는 학비 마련을 위해 휴학과 복학을 반
복해가며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면서 미래 진로를 준비할 여유를 갖지 못
하는 하층 청년들의 열악한 삶의 여건과 조건을 다룬다. 이들의 삶의 모
습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취업을 미루면서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고(박기남, 2011),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어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
해 자신의 스펙 개발에 투자하는 중상층 이상의 청년들(신광영 문수연,
2012)의 삶의 모습과 대조된다. 또한 스펙 개발에 투자하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직을 유예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중상층 청년들
에 반해 하층 청년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비정
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김영 황정미, 2013). 그러나 한번 비정
규직은 평생 비정규직이라는 인식이 존재할 만큼 분절된 한국의 노동시
장 구조로 인해 이들은 비정규직의 악순환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
며 k불안정한 일자리 이어 붙이기l식의 취업을 지속하게 된다(김영

황

정미, 2013: 228). 타고난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현저하게 다른 청년들
의 삶의 모습은 대학 내부의 분화를 통해서도 쉽게 목격된다(김사과 외,
2010).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격차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일상 속에서 여건
이 넉넉하지 못한 청년들은 매순간 자신의 계층적 위치를 자각하며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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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된다.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어서의 차이는 기회의 불평등
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이들은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며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김사과 외, 2010). 가령, 사회경제적 조건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높은 연애상대자를 만나기 쉽다고 믿으며, 반대로 조
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식할수록 연애상대자를 만나기 어렵다고 느낀다
(동그라미재단, 2016; 김영미, 2016).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은
취업과 진급,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기회불평등이 특히 심각하다고 인
식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김영미(2016)는 청년층 내에서 가족
배경에 따른 기회불평등 인식의 격차가 매우 큼을 강조하면서, 최상층
청년들의 경우에는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중년층보다도 한국 사회의
기회 공정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대
조적으로 취약 계층 청년들은 사회에 대해 불신, 회의, 체념 등의 감정
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정수남 외, 2012).
헨드리와 클롭(Hendry Kloep, 2007)에 따르면 중상층 청년들은 자신
의 계층적 지위를 존속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반면 하층 청년들은 중상층 청년들
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
해 비관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 사회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 가족 형성, 자녀 교육, 노후 소득, 사회적 성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본인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기대와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2015;

정범석 정화민,

2014; 동그라미재단, 2016). 넉넉한 가정의 청년들은 연애 및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거, 일자리라는 현재 한국 사회 청년들이 포기했다는 항목
에 있어서도 형편이 넉넉치 못한 청년들에 비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
며, 다른 세대에 비해 현재의 청년층이 세대 간 이동에 가장 비관적인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은 청년층 내에서 가족배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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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이봉주, 2016; 동그라미재단, 2016).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청년세대 내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면, 다음으로는 결혼, 출산, 취업의 실제 이행 양상 및 의향을 통
해 그 이질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2~30대의 주요한 발달과업들을 포기하는 과정이 사회경제적 조
건들과 얼마나,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결혼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결혼
의향(권소영 외, 2017; Han, 2015; Ono, 2003; Wiik, 2009; 한영선, 2015;
이수진, 2015) 및 실제 이행 확률이 높은 경향을 띤다(민인식 최필선,
2015; 윤자영, 2012). 과거에는 이러한 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별적임이
주장되어져 왔지만(Park

Lee, 2014; 김정석, 2006; 우해봉, 2012), 최근

들어 남성과 동일하게 여성에게 있어서도 경제적 자원의 정적 효과가 발
견된다(민인식 최필선, 2015; 윤자영, 2012).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비용
의 문제가 결혼이행 지연의 주요한 원인으로써(이삼식 외, 2015), 사회경
제적 배경은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하고 포기하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은 출산과 정적 관계를 가지며, 교육
과 양육 비용에 부담을 느낄수록 희망 자녀수가 적다(신윤정, 2008; 장혜
경 외, 2004; 마미정, 2008; 배광일, 2015; 임혜정 방수민, 2016). 2000년
대로 진입하면서 저학력 여성들에 비해 고학력 여성들이 오히려 높은 출
산 수준을 보이기도 한다(Yoo, 2014). 나아가 가구소득과 학력은 취업 대
기시간을 줄이며(장상수, 2000) 직장이행 확률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이현성, 2010; 이규용 김용현, 2003). 즉 출산과 취업의 이행 확
률 모두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적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종합적으로, 이 절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앞 절에서 세대주의적 관점
으로 청년세대를 다루고 있던 연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세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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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에서 청년세대를 다룬 연구들은 시대적인 맥락과 사회 구조 속
이들의 열악한 삶의 조건들을 바탕으로 청년들을 N포세대라는 하나의
세대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 절에서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청년들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자신의 현재, 그리고 미래와 관련해 가
지고 있는 인식, 자신감, 기대, 계획에서 차별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타고나는 가정환경에 따라 청년들은 사실 매우 다른 모습의 삶을 살고
있으며, 이렇게 생애과정과 삶의 기회 등에서 나타나는 상이성은 궁극적
으로 이들의 포기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주장한다.
본 연구가 애초에 가졌던 i우리 사회 청년세대는 N포세대로 통칭될
수 있을 만큼 포기에 있어 단일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j라는 문제의식을
다시금 떠올릴 때, 이상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상이할 수
있다는 한 가지 답을 제공한다. 그러나 부유한 가정의 청년들이라고 해
서 전부 다 희망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넉넉하지 못한 가정의 청년들이라
고 해서 모두 다 절망적이지도 않듯, 사회경제적 조건 만으로는 설명되
지 않는 청년들의 포기의 내용은 존재한다. 개인들이 속한 사회 구조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조건들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이
그러한 조건들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 고유의 삶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기회를 극대화 하는지에 있어서는 저마다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Elder,1974), 상황이 절박하다고 해서 반드시 포기로 이어진다고 단정지
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해서 반드
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것도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
존에 이미 논의되고 있는 N포세대 또는 금수저/흙수저 담론으로 한정되
지 않은 우리 사회 청년들의 포기의 실재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본 연구는 i청년들은 무엇을, 얼마만큼 포기하는가j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도해보고자 한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존 연구들의 방법론적인 접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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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년들의 포기를 적절히 다루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 청
년들의 포기에 대한 측정은 대개 i당신은 N포세대가 가리키는 항목 중
어떤 것을 포기하셨습니까?j라는 다소 단순한 질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으로는 포기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
렵다. 포기의 여부 정도만을 파악할 수 있는 이 문항은 정밀성에서 한계
를 지닌다. 예컨대 동일하게 포기했다고 할지라도 연애, 결혼 등 특정
항목에 대한 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 그 포기가 응답자에게 의
미하는 바는 다를 수 있다. 즉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 체념한 것인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인지 등 설문에 포기했다고 응답
한 청년들이 저마다 무슨 의미에서 포기를 말하고 있는지는 다룰 수 없
다는 것이다.
기존의 측정방법은 포기의 항목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다루고 있지 않
다는 점에서도 그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진다. 연
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그리고 취업은 모두 긴밀하게 연계된 청년
시기의 주요 발달과업들이다. 취업여부는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에 있어
결혼사건 발생확률을 유의하게 높인다는 연구가 존재하기도 하며(최필선
민인식, 2015), 직장에서의 역할은 결혼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경쟁하기
때문에 취업은 결혼이행뿐만 아니라 결혼 시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주장하는 연구도 발견된다(Coony Hogan, 1991). 여성의 취업
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익히 다루어져 온 바다(남국현 김대일, 2016).
포기의 항목들을 개별 단위로 다루면서 이러한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았
다는 것은 곧 무엇을, 그리고 그 특정한 무엇을 왜 포기했는지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한 가지 이유를 간과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언급
한 연구들에서 보여지듯 한 영역에 대한 열망이 곧 다른 영역에 대한 포
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영역에 더 가치를 두는지가 결국
어떤 영역을 왜 포기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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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청년세대의 포기의 구체
적인 내용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하의 절에서는 이를 위해 본 연구가 가
진 포기의 새로운 측정방법은 어떠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발견되는
포기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나아가 어
떠한 다양한 내용의 포기가 포착될 수 있을지 또한 선험적으로 예측해보
고자 한다.

2.3 본 연구의 i포기j의 조작적 정의: 포기의 다양성
본 연구는 기존에 이미 논의되고 있는 N포세대 또는 금수저/흙수저
담론으로 한정되지 않은 우리 사회 청년들의 포기의 실재를 파악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연구들이 사용해왔던 포기의 측정방법으로
부터 차별화된, 그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 i당신은 어떤 것을 포기하셨습니까j의 질문으로는 포기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포기를 같은 포기로 치부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
이 발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응답자들에게 사실상 i포기 했다j 또
는 i하지 않았다j의 두 가지 선택지만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는 포기를
과대 또는 과소 측정할 위험을 가진다. 청년들의 포기의 실재를 제대로
파악해보기 위해서는 단순한 포기의 여부만이 아니라, 이들이 좀 더 구
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기를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업이라는
항목에 있어 응답자들이 판단한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를 대비시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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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i포기j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
년들의 포기를 측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포기가 정확
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 청년들 사이에서 i포기j란, 뒤르케임이 말하는 사회적 사실
social fact

개념과 같이 공유되는 마음, 감정의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단어의 직접적인 사용 여부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i당신은 어떤 것을 포기하셨습니까j라는 질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포기
의 여부를 묻는 기존의 측정방법으로는 i결혼을 포기했다j 또는 i연애를
포기하지 않았다j라는 식의 응답이 도출된다. 이렇게 측정되는 포기는
행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실현가능성과 꿈에 대한 인지적인 평
가를 바탕으로 측정된 포기는 행위적이고 결과적이기보다는 인지적인 특
성을 더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포기로 실제로 귀결될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개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과 꿈을 바탕으
로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과, 그 둘 간 발생하는 격차를 바탕으로 어떠한
포기로 이어질지를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측정방법을 바탕으로 선험적으로 예측해본 포기의 내용들
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가 모두 낮을 때이다. 형
편상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꿈도 꾸지 않거나 꾸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 N포라는 표현이 상징하고 있는 포기의 내용과 흡사하다. 또
한 실현가능성은 높지만 꿈의 정도는 낮을 때이다. 즉 원한다면 이룰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꿈꾸기를 소홀히 하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포기라는 점에서 능동적 또는 자발적인 포기로
이해해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포기를 논할 때 간과하
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처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포기이다. 이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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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꿈은 높게 갖고 있는 데 비해 실현가능성을 낮게 판단할 수 있다.
즉 원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이 뒷받침되어 주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능동적인 포기와는 다르게 환경과 조건 속에서 기인하는 포기
라는 점에서 수동적인 포기로 이해해볼 수 있겠으나, 특별히 이 경우에
는 본 연구의 측정방법 하에 포기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당장의 실현가능성은 낮게 판단함에도 꿈을 꾼다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며,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실현시키고 싶은 욕망을 내비
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포기보다는 i임시적
포기j와 같은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포기의 하위 항목들에 대한 응답 모두를 한 모형에 투입시
키는 분석을 시도하기 때문에 선험적으로 예측해본 세 가지 형태의 포기
가 모든 항목들에 있어 일관되게 나타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항목들
간에서 발견되는 차이와 실현가능성-꿈 간의 격차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몇 가지 유형의 포기가 발견되는지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다.

2.4 다양한 포기를 결정짓는 요소로서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청년들의 포기의 실재가 논의되고 있는 것보다 다양한 양상을 드러낸
다면, 그리고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이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지어질 수 있다면, 무엇이 다양한 내용의 포기를 결정짓는 것일까?
본 연구는 포기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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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판단은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포기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원인으로서 사회경제
적 배경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목할 점은, 사회경제적 배경의 대리변수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
과 다르게 주관적 계층의식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포기
한다고 할 때에는, 자신이 객관적으로 가진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층의식은 교육, 소
득, 직업 등 객관적인 요소들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지만, 계층의식의 형
성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객관적 요인들에 대해 개인이 스스
로 인지하고 정의하는 주관적 판단이다(조동기, 2006; 서광민, 2009). 따
라서 스스로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실제 그의 객관적
인 지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와 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회계층적 지표이다. 본 연구는 포기
와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연결고리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요소들에 비
해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예컨대 동일한 소득 분위에 속하더라도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 포기에 대한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 개인에게 주관적 계층의식이 형성되면, 자신
과 동일한 지위라고 스스로 판단한 집단이 그의 준거집단이 된다는 사실
(김자영 김두섭, 2013)과 연관되어 있다. 개인들은 자신의 비교 대상으
로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것들의 실현가능성을 파악하여 포기할지 말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희망하는 것들을 어느 수준까지 원하게 되는지
또한 영향 받는다. 계층의식은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특징짓는 의식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포기의 중요한 사회적 동기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포기의 유형들의 결정요인으로 사회경제적 배
경이 지닌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 주관적 계층의식을 대리변수로 사용
하고자 한다.

- 17 -

한편 본 연구는 동일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
에 있어 상이한 모습을 띌 수 있다는 사실이 행위자 원칙(Elder, 1974)을
바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조
건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행동하
는지에 따라 구조의 영향력에 저항하며, 때로는 사회적 조건을 스스로
변화시키기까지 하는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개인들이 가진 사회경제적 배경 못지않게 청년들이 자신의 사회이동 가
능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포기의 내용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고자 한다. 특별히 본 연구가 포기를 측정하는데 있어 결혼, 출산 등
포기의 하위 항목들에 대해 꿈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의 문항을 활용한
다는 점에서도 사회이동성 인식은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사회이
동 가능성을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개인들이 가진 꿈
의 정도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기의 내용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주관적 계층의식과 함께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가
지는 영향력 또한 탐구해보고자 한다.
사회이동성 인식과 포기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
지 존재하지 않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이 둘의 관계를 예측해볼 수 있
다. 첫째, 계층상승이동 인식은 삶의 만족도와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계
층상승 가능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현재 자신의 경제적 상황뿐
만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Molnar 외,
2006).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차례로 미래의 삶에 대한 낙관
적인 기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김정호, 2007) 사회이동성 인식과 포기
간의 연계성을 그려볼 수 있다.
둘째, 사회계층적 요소들은 현재적인 특성을 지니는 반면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포기와 동일하게 전망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
서 이 둘 간의 연관성이 더 강할 수 있다. 비슷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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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들이 한국 사회라는 구조에 대해 가지
고 있는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회이동 가능성을 얼마만큼 긍
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이들이 결과적으로 포기에 대
해 말하는 바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빈부격차가 있더라도 계
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 불평등을 노력으로 극
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게 된다. 반면, 현재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회계층적 조건들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현재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2)
종합적으로, 다양한 포기의 내용들을 결정짓는 요소로 주관적 계층의
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을 사용한다고 할 때, 앞서 선험적으로 예측
해본 포기의 다양한 내용들이 각각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 그러나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의 형성에는 기회의 평등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한준, 2016),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기회불평등 인식
이 상당부분 사회경제적 배경을 토대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김문길 외 ,
2013; 장상수, 2004; 조동현 , 2006; 석현호 외 2005; 전성표 , 2006), 현재의 사
회경제적 위치와 사회이동성 인식을 굳이 분리시켜봐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소득 및 교육수준과 주관적 계층상승 가능성 간 정
(+)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 연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지은
이재완, 2015). 그러나 객관적인 현실이 주관적 인식에 반드시 그대로 반영되
는 것도 아니며 , 주관적 인식은 이념이나 가치에 의해 어느 방향으로 경도되
기도 한다는 점(한준,2016)에서 이 둘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쉽게 단정지을 수
는 없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 형성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기초로 한다
는 점은 분명하지만 , 소득격차와 미래기대 간의 관계를 다룬 금현섭과 백승
주 (2014)의 연구에서 나타나듯 현재 고소득자라고 해서 그 상황이 항상 지속
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유로 개인의 과거
소득변화 추이가 언급된다. 즉 과거에 소득하락을 경험했는지 또는 소득상승
을 경험했는지와 , 그 정도에 따라 현재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진다고 하더
라도 상이한 미래기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본 연구에도 적용시
켜 , 과거에 본인 및 부모의 사회이동 경험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현재 동일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미래의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상이할 수 있으리라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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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해보
고자 한다. 먼저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가 모두 낮을 때이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현재 자신의 상황과 갖추고 있는 조건을 대상으로 내리는 평
가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일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한편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점에서 꿈
꾸는 정도와 더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
이동 가능성 인식이 모두 낮을 때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가 낮게 나타
날 수 있다. 다음은 실현가능성은 높은 반면 꿈꾸는 정도는 낮을 때이
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높은 반면 사회이동성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일
때 이러한 포기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주관적 계층의식은 낮
게, 사회이동 가능성은 높게 평가할 때에는 실현가능성은 낮게, 꿈꾸는
정도는 높게 측정될 수 있다.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가 모두 높아 포기
하지 않음을 의미할 때에는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인식이 모두 높게 측
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 간의 격차가 포기의 하위 영역별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역별 격차까지
고려하여 도출된 포기의 유형들에 있어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인식의
효과가 위에서 언급한대로 단순한 수준으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항
목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포기의 내용과 원인을 찾는 과정
이 한층 더 복잡complex할 수 있다. 주관적 사회계층과 사회이동성 인식이
실현가능성과 꿈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의 하위 항목에 있어 상이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출산에 대
한 꿈에 미치는 영향이 결혼에 대한 꿈에 미치는 영향과 같다고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주관적 계층의식이 연애의 실현가능성에 미치는 영
향과 내 집 마련의 실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포
기의 다양한 내용들과 이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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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가지는 효과에 대한 선험적인 예측이 매우 구체적
인 수준까지 미치기는 어렵지만, 분석을 통해 이를 심도있게 탐구해볼
것이다.

2.5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우리 사회 청년들의 포기의 실재를 파악해보고자 하는 목
적을 가지고 시작되었으며,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정한 구체적인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나 문화연구들이 iN포세대j라는 표현을 통해 단일화시키
고 있는 청년들의 포기나, 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논의될 때 발생
하는 포기에 대한 이분법적인 해석으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청년들의
포기의 내용이 존재하는가? 본 연구는 이를 i청년들은 무엇을, 얼마만큼
포기하는가j라는 질문에, 방법론적으로 보완된 접근을 더하여 탐구해보
고자 한다.

둘째, 질적으로 다양한 포기의 내용들이 발견된다면, 왜 다양한 것인
가?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가
지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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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청년이다. 그러나 청년을 정확히 몇 살부터 몇 살
까지로 볼 것인지 그 연령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의된 바가 없으
며, 따라서 현재 청년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난립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청년범주는 15-29세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정치 영역에서
청년은 30 대 후반까지도 포괄한다. 연구마다 정의하는 청년의 연령범위
또한 상이하며,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경우도 19-29세, 20-35 세,
20-39 세 등 저마다 다양하게 청년세대를 정의한다. 따라서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대상인 i청년j이 함축하는 다양한 의미들을 간략하게 살펴보
고, 특별히 본 연구의 목적을 참작하여 청년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는 것
이 적합한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를 연령에 근거하여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로
보는 세대관점에서는 점점 더 청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
지고 있다. 이는 생애과정의 이질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청년기의 탈표준화 및 탈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Settersten, 2003), 한국에서도 성인기 이행에 영향을 주
는 제도나 조직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개인적 생애사들의 차이가 커지
고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전상진

정주훈, 2006). 실

제로 고등교육 단계를 마치면 곧바로 취업을 하던 표준 생애주기에서 벗
어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i취준생j 혹은 i대학생-휴학-알바
생j의 지위에 머무르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탈표준화 양상이 증가하고
있다(배은경, 2015). 생애과정의 전이가 연령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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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감소함에 따라 생애주기 단계를 바탕으로 청년세대를 규정하기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어떠한 생애과정의 단계까지를 청
년시기의 일부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다는 점도 청년 범
위 설정에 복잡함을 더한다. 예컨대 취업까지를 청년의 문제로 볼 경우
30 대에도 여전히 직장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청년지원 관련
법 시행령과 통계청 집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 15-29세의 청년 범위를
34 세까지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취업뿐만 아니라 주거,
육아까지도 청년의 문제로 볼 경우 39세까지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청년을 연령에 근거하여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로 보는
관점이 있다면, 청년세대를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코호트로 보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청년을 정의하는 기준을 대체로 연령에 근거했지
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라고 할 때에는 과거와 달리 그 의미
속에 i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j의 위치에 있는 이들의
세대적 특징, 즉 현재의 청년층이 가진 출생코호트적인 특질이 함축되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세부터 35세의 청년들로, 이들이 말하는
포기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코호트의 세대 개념으로 청년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3.2 연구 자료
본 연구는 청년들의 포기의 다양성을 탐구해보기 위해 서울대학교 아
시아연구소에서 진행한 k2016 한국 청년 가치관 서베이l 자료를 사용하
였다. 이 조사는 i동아시아 창의세대의 비교연구 h 한국과 중국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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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j라는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한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
년들의 가치관과 행위를 심도있게 파악하여 청년 연구와 정책 수립에 필
요한 자료를 만들어 내는데 목적이 있다3).
이 연구는 꿈이 사회적 실천의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꿈-자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
고 있으며, 청년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꿈-자본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해봄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와 이들이 구성하는 한국 사회를 이
해해보고자 하였다. 이 설문은 오늘날 청년들이 자신들의 현실과 미래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문제는 무엇이고 꿈은 무엇인지 등을 정밀하게
파악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청년세대의 i꿈과 고
뇌j에 대한 최초의 의식조사이다.
본래의 조사 대상은 문화산업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하고자 교육받고
있는 i창의청년j이었으나, 후에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발견점을
한국 사회의 일반 청년들과 대비시켜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사 대상을
확장시켰다. 구조화된 설문지에는 언급한 꿈-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꿈의
여러 차원들, 꿈이 구성된 경로, 꿈의 내용, 꿈과 관련된 공동체 등이 포
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인식, 자신의 일
에 대한 인식, 미디어 사용, 문화자본, 학력, 직업과 경제적 수준 등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청년들의 포기의 다양한 형태를 탐구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자료라고 판단되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는 일반 청년만을 대상으로 모아진 자료를 사용하며, 분석에는 총 793 명
이 포함되었다.

3) 귀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주신 연구팀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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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용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도출되어 각각 다른 특성
을 띠는 포기의 다섯 가지 유형이다. 포기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해보고
자 설문자료로부터 k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귀하의 삶에서 연애, 결
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업이라는 각각의 항목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다
고 생각하십니까?l라는 질문과 k귀하는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꿈(욕망)
을 가지고 있습니까?l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문
항에 대한 응답을 대비시켜 포기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5 점
척도로 매우 낮으면 1, 매우 높으면 5 점의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다.
잠재집단분석을 위해 4~5 로 답하였으면 실현가능하거나 높은 꿈을 꾸는
것으로 간주하여 1의 값을 부여하고, 1~3 으로 답하였으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0 으로 조작화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분석으로 도출된 포기의 다섯 가지 유형들에
사회경제적 배경의 대리변수로 주관적 계층의식과 함께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관적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
는 청년들의 포기를 논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요인들보다 주
관적 계층의식이 개념상 더 적합한 변수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청년
들이 포기한다고 할 때에는, 자신이 객관적으로 가진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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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층을 1점으로, 최상층을 10점으로 하는 10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연속변수로 취급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즉 현재의 지위에 비해 상승 가능성을 얼마만
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는 해당 사회가 얼마나 계층이동
을 용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상당부분 의존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변수로 k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
까?l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를 4점 척도로, 매우 낮다고 판단하면 1
점, 매우 높다고 판단하면 4점으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및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그리고 포기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겨지는 변수들을 통
제하였다. 따라서 성별, 연령, 지역, 종교유무, 노동시장 참여형태, 사회
자본, 그리고 생활만족도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또한 본인과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 등 기존 연구들이 사용해온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출산과 같이 특정 항목에 대한 포기는 성별에 따라 차별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 가운데 남성일 경우 1, 여성일 경우 0을 부여하였다. 연
령은 동일하게 청년이라고 불릴지라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연령
집단에 따라 특정 발달과업들을 포기하는 정도에 있어 상이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는 연령
집단변수를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예컨대 20 대 초반과 30 대 초반
이 출산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지역은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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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농촌으로 구분하여 대도시를 준거 집단으로 하는 2개의 가변
수를 사용하였으며, 종교는 무교를 기준범주로 종교 있음에 1을 부여하
였다. 노동시장 참여형태는 참여여부를 포함하여 상용직에 1, 일용직/임
시직에 2, 자영업에 3, 무직에 4 를 부여하여 명목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인과 부모의 교육수준은 각각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과 중
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이상으로 코딩하였으며 고졸과 중학
교 이하를 기준범주로 하는 가변수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기존에 명목변
수로 측정되어 100만원 미만을 1로, 1,000만원 이상에 13을 부여하게끔
되어있는 가구소득을 연속변수로 취급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응답자들이 보유한 인맥의 사회경제적 지
위로 조작화하고자 하였다. 인맥이 크게 작동하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들
은 자신의 지인들의 사회경제적인 위치에 따라 계층상승 가능성과 포기
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동료효과peer

effect에

의해서라도 포기는 사회적인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직업위세 판단 기준에 따라(최태룡, 2009) 생산직/하급서비스직/판매직에
1점, 사무직/여러 직종의 자영층에 2 점, 준전문직/중간관리직에 3점, 나아
가 전문직/관리직에 4점을 부여하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k귀하 주
변에 다음 직종에 종사하는 친척, 친구, 지인이 있습니까?l 의 문항에서
포함하는 10가지 직종을 분류하였다. 각 직종에 종사하는 지인이 없을시
0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에 사용되는 사회자본 변수는 5 점 척도
를 가지며, 지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응답자들은 4 에 가까
운 점수를 가진다. 나아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미래의
삶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로 이어져(김정호, 2007) 계층상승 가능성을 보
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통제하였다. 생활만족도는 i자신의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
하다고 생각하는지j를 묻는 문항을 통해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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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언급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표 1> 사용 변수들의 기술통계
변수
(1: ()3)

c균

e준b차

최소/최대C

실현p능성 h 연애

0%--

0%4.

0-(

실현p능성 h q혼

0%,*

0%40

0-(

실현p능성 h 출산

0%4)

0%40

0-(

실현p능성 h 내 집 마련

0%,0

0%,0

0-(

실현p능성 h 취업

0%-4

0%4/

0-(

yx~ 정도 h 연애

0%--

0%4.

0-(

yx~ 정도 h q혼

0%,.

0%4/

0-(

yx~ 정도 h 출산

0%4,

0%,0

0-(

yx~ 정도 h 내 집 마련

0%.4

0%44

0-(

yx~ 정도 h 취업

0%.4

0%44

0-(

주t적 r층의식

,%0)

(%,*

(-(0

사회이동 p능성 인식

)%(-

0%-(

(-4

z성

0%,)

0%40

0-(

여성

0%4/

0%40

0-(

)0대 초반

0%*,

0%4/

0-(

)0대 후반

0%*(

0%4-

0-(

*0대 초반

0%*4

0%4.

0-(

대도시

0%4/

0%40

0-(

중소도시

0%4.

0%40

0-(

농촌

0%0,

0%)*

0-(

종u 있음

0%4(

0%40

0-(

종속변수

I립변수

a제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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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직

0%*0

0%4/

0-(

일용직&임시직

0%((

0%*(

0-(

자영업

0%04

0%(0

0-(

무직

0%4,

0%40

0-(

사회자본

(%-)

(%(4

0-4

생활만족도

*%/0

0%00

(-.

본인u육 hs졸

0%0/

0%).

0-(

본인u육 h 전문대졸

0%(.

0%*.

0-(

본인u육 h 대학u졸

0%-/

0%4.

0-(

본인u육 h 대학원졸

0%0.

0%),

0-(

아버지 u육 h 중학u 이하

0%(/

0%*/

0-(

아버지 u육 h s등학u 이하

0%*/

0%40

0-(

아버지 u육 h 대학u 이·

0%*.

0%4/

0-(

어머

u육 h 중학u 이하

0%)0

0%40

0-(

어머

u육 h s등학u 이하

0%4.

0%40

0-(

어머

u육 h 대학u 이·

0%)-

0%44

0-(

(00만원 미만

0%04

0%)(

0-(

(00만원-(,0만원 미만

0%04

0%(0

0-(

(,0만원-)00만원 미만

0%0.

0%)-

0-(

)00만원-),0만원 미만

0%0.

0%),

0-(

),0만원-*00만원 미만

0%(0

0%*0

0-(

*00만원-400만원 미만

0%(.

0%*/

0-(

400만원-,00만원 미만

0%(4

0%*,

0-(

,00만원--00만원 미만

0%()

0%*)

0-(

-00만원-.00만원 미만

0%0/

0%).

0-(

.00만원-/00만원 미만

0%0-

0%)*

0-(

/00만원-000만원 미만

0%04

0%(0

0-(

000만원-(,000만원 미만

0%0*

0%(.

0-(

(,000만원 이·

0%04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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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석방법
우리 사회 청년들의 포기가 어떠한 다양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으
며, 이러한 다양성이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지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집단분석은 여러 개의
이항 변수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잠재적 집단으로 구분하는 분석 방법
이다 (Nylund, Asparouhov, and Muthen, 2007). 즉 관찰된 이산변수discrete
observed variables 로부터

몇 개의 유의미한 잠재 유형을 찾아내는 것이다(이

윤석, 2005). 각각의 포기의 하위 항목에 있어 응답자들의 실현가능성과
꿈꾸는 정도에 대한 응답을 모두 하나의 모형에 투입하여 항목들 간 연
계성을 고려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로 몇 개의 포기 유형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을 결정하기 위
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천하는 준거를 사용하였다.
나아가 다양한 유형들을 결정짓는 데 있어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
동 가능성 인식이 가지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Latent Gold 4.5와 STATA 14.0을 활용하였다.

- 30 -

4. 분석결과

4.1 포기의 잠재유형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그리고 취업의 실현가능성과 꿈꾸는 정
도에 대한 문항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잠재집단 유형을 파악하고자 잠재
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 2> 는 최적의 잠재집단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 BIC와 Likelihood ratio chi-square는 그
값이 줄어들수록 모형 선택에 유리한 기준이 된다. 값이 작을수록 모형
의 적합성이 높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잠재집단을 1에서 5
로 늘릴수록 BIC와 Likelihood ratio chi-square 값은 감소하며, 통계적으
로도 유의미하였다 (p>0.05). 한편 집단의 수가 6개인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BIC값이 집단이 5개인 경우보다 크고, LL값의 감소폭도 적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집단별로 응답자 분류가 잘 되어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엔트로
피 값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집단 분류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
값은 0에서 1 까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정확도가 높음
을 가리킨다. 5 개 집단의 엔트로피는 0.8234로 적합하므로, 본 연구에서
는 5개의 포기의 잠재유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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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잠재유형의 모형적합성
집단

B/-

LL

57

p-v2lu6

.9tr:pA

(

(04))%/)*4 -,(./%0**0

./*

)%09-)//

(%0000

)

/.(0%.,.( -4)/,%)/)4

..)

)%*9-40

0%/-00

*

/4,*%.))4 -4()0%04/0

.-(

0%-9-(4

0%/(*-

4

/*,4%*0(* -40**%--,4

.,0

4%49-,

0%/(.-

,

/)-,%-0** -*0,)%,,44

.*0

0%*0

0%/)*4

-f

/)/-%-0(4 -*0)-%*/(,

.)/

0%.0

0%/0/-

BIC (Baysian Information Criteria), LL (Likelihood ratio chi-square)

10가지 문항에 따라 확인된 포기의 잠재유형을 다음의 <그림 1> 과
같이 제시하였다. 도출된 각 유형의 특성을 관찰하여 집단을 명명하였
다.
< 그림1> 포기의 잠재집단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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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1의 경우,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업이라는 항목 전체
에 걸쳐 실현가능성과 꿈꾸는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며, 모든 영
역에서 실현가능성과 꿈꾸는 정도 간의 격차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전체 응답자의 30.77%를 차지하는 집단 1 은 N포세대 담론이 가리키는
청년세대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각 영역이 매우 실현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높은 꿈과 희망을 품고 있다. 즉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
미하는 이 집단을 i소유층j라고 명명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7.36%를 차지하는 집단 2의 경우에는 실현가능성과
꿈 간의 격차에 있어서나, 포기의 항목들 간의 격차에 있어서나 두드러
지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집단 2를 가리키는 선의 형태가 소유층
집단의 그것과 제법 흡사하다. 다만 모든 항목에 대해 소유층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부 확률을 보인다. 그러나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
가 모두 낮은 집단 4 나 항목 간 차이가 두드러지는 집단 3과 비교했을
때, 모든 항목에 걸쳐 이 집단의 조건부 확률은 대체적으로 중간 즈음에
머문다. 본 연구는 이 집단을 i불확신불안형 포기j로 해석해보고자 하였
다. 우선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 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과 꿈의 괴리로부터 발생하는 포기는 아닐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반
면 항목들의 실현가능성과 꿈에 대한 판단이 확연히 낮거나 높지 않고
애매모호한 중간 정도의 조건부 확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집단이 k사
회경제적 부담감은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고 쉽게 말하지
않는 청년들l(대학내일 20대연구소, 2014)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
다.
따라서 이 집단을 불확신불안형 i포기j 집단으로 명명하는 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엄격히 말하면 이들은 포기한 집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기의 다양한 내용을 탐구해보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 하에 모
든 항목에 걸쳐 실현가능성과 꿈이 확연히 높게 나타나면서 포기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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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명백히 가리키는 소유층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을 어떠한 조
건부의 포기로 명명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불확신불안형 포기라고 할 때
중점은 i불확신감j과 i불안j에 있다.
집단 3에서는 내 집 마련에서만 실현가능성과 꿈꾸는 정도 사이에 격
차가 나타나며, 나머지 영역에서는 미미한 격차만 존재한다. 내 집 마련
의 경우, 실현가능성에 비해 높은 꿈을 꾸고 있지만 나머지 항목에 있어
서는 실현 가능한 만큼만 꿈꾼다. 이 집단은 항목 간의 격차가 상대적으
로 두드러진다.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의 실현가능성과
꿈을 높게 판단하는 확률은 낮게, 그러나 취업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높
게, 연애의 경우는 중간 정도를 나타낸다. 항목 간 두드러지는 격차로
미루어볼 때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을 것을 분별하여 실현 가능한 만
큼만 꿈을 가진다는 점에서 i현실주의형 포기j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전
체 응답자의 19.92%를 차지한다.
집단 4의 경우는 모든 항목에 있어 긍정적으로 답했을 확률이 가장
낮은 조건부 확률을 보인다. 따라서 실현가능성과 꿈꾸는 정도 간 차이
도 매우 작다. 결론적으로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업 모두에 걸
쳐 실현가능성을 가장 낮게 판단하며, 따라서 꿈도 가장 낮게 꾼다. 이
는 노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다는 인식이 상실되었음을
함축하는 i흙수저론j이 가리키는 청년들의 포기와 흡사한 것이다. 따라서
i자포자기형 포기j로 명명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13.24%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집단 5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실현가능성보다 꿈꾸는 정도
가 확연히 높다. 취업에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타집단과 비교
했을 때 이는 여전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당장의 실현가능성은
낮으나 그럼에도 꿈을 크게 꾸고 있다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
았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상황이 개선되면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에서 i유예형 포기j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8.70%를 차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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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결과, 본 연구가 선험적으로 예측한 포기의 내용이 일부 발견되
었다. 모든 항목에 걸쳐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가 낮은 집단과, 실현가
능성은 낮지만 꿈은 높게 꾸는 집단이다. 포기의 항목들 간 연계성을 고
려하였기 때문에 실현가능성과 꿈 간의 격차가 예측했던 것 보다 더 다
양한 양상을 띤다. 격차가 한 집단에서 동일한 크기와 방향으로 나타나
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영역에 걸쳐 실현가능성은 높게, 꿈은 낮게 측
정된 집단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잠재집단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 청년들의 포기는 기존
에 논의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존 연
구들의 측정방법 하에는 다 같은 포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
는 개인들은 사실 동일한 형태의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N포로 단일
화 또는 단순화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 청년들의 포기에는 결이 다른 포
기가 존재한다. N포의 속성을 띠는 포기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청년들의 포기의 13.24% 정도만을 설명한다. 또한 포기하지 않은 집단도
30%를 차지한다. 이는 N포세대 또는 금수저/흙수저 논의로 한정되어 있
는 기존의 포기 담론은 포기의 실재의 대략 45% 정도만을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55%는 기존의 측정방법으로는 포착되지 않았던
본 연구의 분석으로 발견된 포기의 새로운 내용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i청년들은 무엇을, 얼마만큼 포기했는
가j의 질문에 어떠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다섯 가지 유형들은 이 질
문에 대한 답에서 나타난 다양성을 토대로 유형화된 것이다. 결과에 따
르면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업을 단순히 모두, 그리
고 모두 다 같은 수준으로 포기(안)하지 않는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업이라는 항목들 사이에서 나타난 측정치 간의 차이는 한 영역
에서 포기했다고 반드시 다른 영역에서도 포기한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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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현실주의형 포기 집단은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
여 포기의 하위 항목들을 전략적으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포
기의 항목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분석방법이 가지
는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다. 이들은 결혼과 취업을 포기한 만큼 연애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비록 현재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더라도 이에 대해 여전히 높은 꿈을 가진다.
실현가능성과 꿈꾸는 정도를 대비시켜 발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얼
마나 포기했는지, 즉 포기의 정도를 나타낸다. 예컨대 자포자기형 포기
집단에서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가 모두 낮게 측정되었을 때는 철저한
포기, 완전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실현가능성을 매
우 낮게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꿈을 가지고 있는 유예형 포
기 집단의 사람들은 완전히 포기했다기보다는 i임시적으로j 포기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임시적인 포기는 완전한 포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정도로 보았을 때는 덜 진지한intense 포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불확신불안형 포기도 포기의 정도에 있어서는 유예형
포기와 유사할 것이다. 결혼과 출산을 선택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현실주
의형 포기 집단의 경우에는 포기의 정도가 항목 간의 차이를 통해 드러
난다. 결혼과 출산의 실현가능성과 꿈을 높게 판단하는 확률이 가장 낮
게 드러나면서 이 두 가지를 연애와 취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
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집단의 경우 모든 항목에 걸쳐 실현가능성
과 꿈의 정도가 일관되게 낮지 않다는 점에서 (i.e. 취업), 자포자기형 포
기 집단처럼 철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또는 합
리적, 선택적으로 특정 영역만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마찬가
지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청년들의 포기의 실재를 탐구하기 위
해 설정한 i청년들은 무엇을, 얼마만큼 포기했는가j라는 연구질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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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들이 답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메꿔진다. 도출된 다섯 개
의 집단들 중 소유층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집단은 저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의 포기의 각기 다른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으로는 이렇게 나뉜 유형들이 다양성의 원인 요소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인식으로부터 각각 어떠한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예컨대 예측하였던 대로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가 모두 낮은 자포자기형 포기 유형에 속한 개인들은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가? 이들과 반대로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가 모두 높은 소유층 집단의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식을 보이는가? 나아가 주관적 계층
의식은 비교적 낮게, 사회이동 가능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개인들은
자신들의 미래의 계층상승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유예형 포기
를 하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4.2 포기 유형의 특징
우선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각 유형들에 속한 응답자들의 일
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 3> 이 유형별 응답자들의 기
본적인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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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포기 유형에 속한 응답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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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t적

주t적

r층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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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동성 사회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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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 유형별로 큰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유예형 포기 집단의 성비율이 두드
러지는 편이다. 남성이 대략 58%를, 여성이 42%를 차지하는 가운데, 여
성이 일반적으로 나이에 대한 압박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연애, 결
혼, 출산 등을 유예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적은 것일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유형에서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자
포자기형 포기 유형에서만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다. 그러나 성별에 따
른 차이에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격차가 크지 않다.
평균 연령은 27세부터 29세 사이로 나타난다. 유의할 점은,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은 소유층 집단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다. 이는 꿈의 정도와
는 별개로 나이가 많을수록 연애, 결혼, 출산의 실현가능성을 낮게 평가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항목의
실현가능성과 꿈이 낮게 측정된 자포자기형 포기 유형의 평균 연령이 두
번째로 작다. 이는 청년들의 포기에 있어 연령이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바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으나, 유
형 간 연령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아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소유층 유형에서 상대적
으로 크다. 종교가 개인들의 삶을 이끌어나가는 동력과 삶을 재건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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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신적인 회복력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주관적 계층의식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표들에 대한 기
술통계이다. 본인의 교육수준 평균의 경우 자포자기형 포기 유형을 제외
하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아버지 교육에 따라 유형 간 큰 차이
는 발견되지 않으며, 따라서 본인의 교육수준이 타집단에 비해 낮았던
자포자기형 포기 집단의 경우도 아버지 교육에서는 타집단과 비슷한 수
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어머니 교육수준은 본인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자포자기형 포기 유형에서 낮게 측정된다. 유예형 포기에서 어머니의 평
균 교육수준이 가장 높으며 나머지 유형에서는 비슷한 평균값을 보인다.
따라서 본인과 부모의 평균 교육수준 상으로는 자포자기형 유형만 타집
단으로부터 차별적인 수준을 나타낸다. 가구소득의 경우, 저소득 집단의
비율은 자포자기형 유형에서 가장 높으며 소유층 집단에서 가장 낮다.
반대로 800만원 이상 집단에 속하는 비율은 소유층과 불확신불안형 유형
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나머지 유형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본 연구가 사회경제적 배경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주관적 계층
의식의 경우 평균값이 소유층 집단에서 가장 높으며, 자포자기형 유형에
서 가장 낮다. 유예형 집단과 불확신불안형 집단의 평균값은 그 사이에
위치하며, 현실주의형 유형은 자포자기형 유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낮
은 계층의식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바탕으로 포기의 유형
들의 특성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정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유층과 불
확신불안형 집단은 주관적 계층의식을 제외한 나머지 객관적 지표들에서
눈에 띄는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포기에 있어 객관적인 요소
들이 아닌 주관적 계층의식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의 시도가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는 것임을 의미한다. 객관적인 지표들 상 큰 차이

- 40 -

가 나지 않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회계층적 위치를 어
떻게 평가하는지가 다른 내용의 포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다. 실제 인과적인 효과가 발견되는지는 다음 절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현실주의형과 유예형 포기 유형의 경우도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소유
층과 불확신불안형 유형과 매우 흡사한 수준을 나타내지만, 이 두 집단
은 가구소득에서 저소득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계층
의식도 두 집단에 비해 낮다. 그러나 소유층과 불확신불안형 유형 간에
서 나타난 바와 동일하게, 객관적인 지표상 대체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띠는 현실주의형과 유예형 포기 유형 간에도 주관적 계층의식에서는 상
이성이 발견된다. 유예형 포기 집단이 가진 주관적 계층의식의 평균값은
4.91로 현실주의형 유형의 4.59 보다 높다. 유예형 포기 유형에서 저소득
집단의 비율이 좀 더 작다는 점과 500 만원부터 800 만원 사이의 가구소득
을 가진 집단의 비율이 좀 더 크다는 점에서 기인한 효과일 수 있다. 또
는 사회자본이 더 높다는 점에서 기인한 효과일 수 있다. 한편, 자포자
기형 포기 유형은 사회경제적 배경 상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을 가진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나아가 주관적 계층의식에 있어서도 일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나아가 사회이동성 인식에서도 소유층 집단은 타집단과 비교해 가장
높은 평균값을 가진다. 괄목할 점은 사회경제적 지표에서는 일관되게 가
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던 자포자기형 포기 집단이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에 있어서는 현실주의형 집단과 유예형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드러낸
다는 것이다. 불확신불안형 포기 집단의 경우 소유층 유형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의 사회이동성 인식을 보이며, 유예형 포기 집단의 평균값은
1.93으로 가장 낮다. 그러나 어떠한 포기를 하고 있던 간에 우리 사회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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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대로 실현가능성과 꿈꾸는 정도가 모두 높은 소유층 집단에
서 평균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인식이 가장 높다. 그러나 나머지 유형
에서 발견된 결과들은 예상을 비껴갔다. 우선 유예형 포기 집단의 사회
이동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 실현가능성은 낮게 평가하지만 여전히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미래에 자신의 계층상승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검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들로 하여금 높은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이
동성 인식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의 사회자본과 생활만족도일 수
있다.
또한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인식이 가장 낮은 개인들이 자포
자기형 포기를 할 것이라 예측하였지만 이 또한 검증되지 않았다. 이 집
단의 사회이동성 인식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관적 계층의식을 포함한 모든 사회경제적 지표들에서 가장 낮은 수준
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이 실현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는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으나, 꿈을 꾸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규명해내기는 힘들다. 사
회이동성 인식이 상대적 수준이 아닌 객관적 수준에서 여전히 낮기 때문
이거나, 사회자본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현실주의형 포기 유형의 평균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인식은
대체적으로 낮다. 현재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할뿐더러
미래의 계층상승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
적으로 실현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그에 상응하는 꿈
을 꾸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포기하여 자신들의 미
래를 계획해나가는 청년들일 수 있다.
불확신불안형 유형의 경우 평균적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
성 인식이 모두 소유층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타유형들에 비해 높
다.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에 비해서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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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앞으로의 계층상승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지만, 이를 더 낮게 판단
하여 현실주의형, 자포자기형, 유예형 포기를 하는 청년들에 비해서는
높게 인식하기 때문에, 불확신감과 불안함 속에서도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그리고 취업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
이동 가능성 인식이 포기의 다양한 유형들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실제 인
과적인 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3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포기 유형의 결정요소
로서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본 연구는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도출된 포기의 다양한 유형들을 결정
하는 데 있어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인식이 어떠한 영향을 가지
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사회경제적 배경을 청년세대의 포
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지목해온 만큼 본 연구는 주관적 계
층의식을 이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청년들의 포기의 다양한 내용을 결
정짓는 요소로서도 주요한 영향을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더하
여 동일한 사회 구조 속에 위치했을지라도 그 구조에 대한 인식에서 나
타나는 상이성이 포기의 다양한 내용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사회자본, 생활만족도 등의 통제변
수를 포함시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 43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유층 집단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결과는 포기를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각각 불확신불안형 포
기, 현실주의형포기, 자포자기형 포기, 그리고 유예형 포기 집단에 속할
개연성을 나타낸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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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포기의 유형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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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분석의 기준은 소유층 집단임 .
a

는 준거집단을 나타냄

m P < .10, * P <.05, ** P <.01, *** P <.001

4) 표본 수 감소를 줄이기 위해 결측값을 더미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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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중에서는 연령과 종교유무만 포기의
유형들을 결정짓는 데 유의한 영향력을 지닌다. 30대 초반이 20 대 초반
에 비해 소유층 집단에 속하기보다는 현실주의형 포기 유형에 속할 개연
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 30대 초반일수록 현실주의형 포기를 할
승산은(odds)은 0.29배 감소한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적으로 포기하
고 있는 이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뜻밖의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는 나이가 많을수록 결혼과 출산을 현실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 이 유형의 평균 연령은 유형들 사이에서 심지어 가장 낮다(27.04
세). 현실주의적이고 이성적인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부터 전략
적으로 미래를 계획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한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소유층 집단에 속하기보다 현실
주의형 포기, 자포자기형 포기, 또는 유예형 포기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종교가 있을 경우 이 세 가지 유형의 포기를 할 승산은 각각 0.32,
0.54, 0.48배 감소한다.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던 사회자본과 생활만족도의 효과는 다음과 같
다. 먼저 사회자본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지인들을 많이 알수
록 소유층 유형에 비해 불확신불안형 포기 유형에 속할 개연성이 낮은
경향을 띈다. 사회자본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불확신불안형 유형에 속할
승산은 0.84 배 감소한다. 이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기회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학연, 지연 등 연줄에
의해 기회구조가 왜곡되어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점과 같은 맥락에
서 이해해볼 수 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적게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유층 유형의 사람들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신감을 더 가지고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결과가 다른 유형의 포기에서, 특별히 완전
한 포기를 하고 있는 자포자기형 유형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러한 해석이 타당한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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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만족도의 경우 다소 이례적인 결과가 발견된다. 생활만족도가 높
을수록 모든 항목의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를 높게 평가한 소유층 유형
에 비해 불확신불안형, 현실주의형, 자포자기형, 유예형 포기 등 어떤 유
형의 포기인지를 불문하고 포기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소유층에 비해 불확신불안형, 현실주의형, 자포자기
형, 유예형 포기 유형에 속할 승산이 차례대로 1.59, 1.71, 2.06, 1.65 배
증가하는 가운데, 괄목할 점은 자포자기형 포기 유형에서 그 값이 가장
높다. 이를 두고는, 포기하는 청년들이 일본의 사토리세대와 유사한 특
성을 지닐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예컨대 오랜 경기 침체로 미래에
대한 큰 희망도 없이 현실에 만족하며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
토리세대처럼, 자포자기형 포기를 하는 청년들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힘들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
다는 보장이 없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
능한 생활을 선택하고 그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자포자
기형 포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삼포, 오포세대는 일본의 사토리세대
와 같을 수 없음을 주장하는 기존 논의를 염두에 둘 때5), 무엇이 포기하

5) 현재 한국은 사토리세대가 크게 확장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토
리세대도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은 갖추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마저도 버겁기
때문이다 . 일본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 300-400을 버는 것이 가능하
며 , 또 18-34 세 남성은 70%가, 여성은 80%가 부모와 함께 살며 굳이 생활비
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장기 불황을 통해 중산
층이 될 수 없다는 i 기대 소멸j은 제로 금리마냥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행복
에 이자를 더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공히 했다. 세대나 개인을 막론하고
아우르는 i기대 소멸의 보편성j은 i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다j 는 논리와 감성
을 배양했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일본 사회에서는 딱히 타인과 자신
을 비교한다는 것이 무의미해진 것이다. 이는 한국의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절망의 나라에 행복한 젊은이들」 후루이치 노리토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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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들로 하여금 높은 생활만족도를 가질 수 있게 하는지는 추후에 더
면밀한 탐색을 요하는 바다.
기존 연구들이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
용해왔던 객관적 지표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의 교육수준은 포
기의 유형들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반면
개인들의 노동시장 참여형태는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 상용직일 때 비
해 무직일 때 현실주의형 포기와 자포자기형 포기를 할 개연성이 크다.
소유층 집단에 비해 이 두 가지 포기 유형에 속할 승산은 각각 2.17,
2.12배 증가한다.
아버지 교육수준의 경우, 중학교 이하일 때보다 대학교 이상일 때 소
유층 유형에 속하기보다 자포자기형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이례적
인 결과가 발견되었다. 즉 아버지 교육수준이 높을 때 하나도 포기하지
않기보다는 자포자기형 포기를 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
나 어머니 교육수준은 이와 반대의 결과를 나타낸다. 어머니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일 때보다 대학교 이상일 때 소유층 유형에 속하기보다 자포
자기형 포기 유형에 속할 승산이 0.42 배 감소한다. 따라서 자포자기형
유형을 결정짓는 데 있어 부모의 교육수준 효과가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
나지 않는 이유는 추후에 심도있는 분석을 요한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일 때 비해 고등학교 이하일 때 소유층 유형에 속하기보다
유예형 포기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이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
다소 흥미로운 결과라 여겨지는 점은 가구소득의 효과가 전혀 발견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세대의 꿈, 희망, 포기 관련 연구들이 사
회경제적 변수로 많은 경우 가구소득을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포기의 유형을 결정짓는 데 있어 가구소득
이 아무런 영향도 가지지 못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조사 대상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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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초반부터 30 대 초반의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가구소
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가구소득 변
수의 정확도를 백퍼센트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청년들의 사회경제
적 배경의 대리변수로서 주관적 계층의식을 사용한 본 연구의 선택은 정
당성을 가진다.
다음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
식의 효과이다. 먼저 주관적 계층의식은 유예형 포기를 제외하고 불확신
불안형, 현실주의형, 자포자기형 포기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가진다. 계
층의식이 증가할수록 소유층 유형에 비해 불확신불안형, 현실주의형, 그
리고 자포자기형 포기를 할 가능성이 낮다. 계층의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불확신불안형, 현실주의형, 자포자기형 포기 유형에 속할 승산은 순
서대로 0.78, 0.70, 0.73 배 감소한다 < 그림 2>.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
에 비해 각각 현실주의형 포기 또는 자포자기형 포기를 할 승산비가 크
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으로 인해 소유층에 비해
이 두 가지 내용의 포기가 결정 지어지는 정도는 유사하다. 한편 소유층
에 비해 유예형 포기 유형에 속할 가능성은 주관적 계층의식에 의해 설
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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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관적 계층의식이 포기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

살펴본 결과, 사회이동성 인식은 유예형 포기를 결정짓는 요소로서
유의한 효과를 지닌다. 사회이동성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유예형 포
기 유형에 속할 승산은 0.33 배 감소한다. 청년들로 하여금 유예형 포기
를 하게 하는 것은 미래의 계층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예측이 맞다면, 준거집단이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는 소유층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사회이동성 인식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거나 < 표 4>에서 보여지는 결과와 반대의 방향으로 측정되는
것이 논리에 맞는 결과이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소유층에 비해 유예형
포기를 할 가능성은 주관적 계층의식에 의해서는 설명되지 않으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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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 인식으로는 설명되며, 소유층 집단에 비해 사회이동성 인식이 현
저한 수준으로 낮을 때 그러함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다음의 두 가지 사
항을 고려해봐야 한다. 첫째, 이들은 정말 유예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집
단이 맞는가? 즉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나타난 그림이(i.e. 모든 항목에
있어 낮은 실현가능성과 높은 꿈) 어떠한 포기를 상징하는 것인지에 대
해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적
포기라는 개념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사회이동성 인식 외에 이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 무엇일지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볼 때, 생
활만족도가 한 가지 가능성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이동성 인식은 현실주의형 포기와 자포자기형 포기를 결
정짓는 유의한 요소로 작용한다. 사회이동성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현실주의형 포기를 할 승산은 0.43 배, 반면 자포자기형 포기를 한 승산
은 0.53배 감소한다. 즉 이 두 가지 내용의 포기가 소유층에 비해 실현
될 가능성은 주관적 계층의식으로부터 유사한 영향을 받지만, 사회이동
성 인식에 의해서는 상이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기하지
않는 개인들에 비해 계층의식은 비슷한 수준으로 낮되, 사회이동성 인식
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때 현실주의형 포기를 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이동성 인식은 불확신불안형 포기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불확신불안형 포기를
하는 청년들은 소유층 집단의 청년들에 비해 자신의 계층상승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인식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현재 사회계층적 위치를 낮게 평
가하여서 상대적으로 낮은 실현가능성과 꿈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3> 은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포기의 유형들에 미치는 영
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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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포기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

요컨대 본 연구는 주관적 계층의식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사회경제
적 배경이 청년들의 포기에 가지는 효과를 검증할 뿐만 아니라, 기존 연
구에서 관심을 덜 받아왔던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가지는 효과 또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회이동성 인식은 불확신불안형 포기 외
의 모든 유형을 결정짓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주관
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인식 모두 유의하게 작용하는 현실주의형 포
기와 자포자기형 포기 집단에서는 사회이동성 인식의 영향이 더 크다.
이는 지금까지 청년들의 포기를 야기하는 원인 요소로 사회경제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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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던 사회이동성 인식이 사실은 이들
의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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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현재 우리 사회 청년세대는 N 포세대로 통칭되고 있다. 미디어와 단편
적이고 인상주의적인 에세이와 문화연구에 의해 불확실한 미래 속에 모
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로 묘사된다. 포기를 세대적 특성으로 단순화하는
통상적인 담론들은 빈곤, 무한경쟁, 사회 양극화와 같이 청년들을 좌절
케 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맥락에 집중하면서 청년세대에게 iN포i는
필연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i우리 사회 청년세대는 N포세대로 통칭될 수 있을
만큼 포기에 있어 단일한 양상을 띠고 있는가?j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며, 청년들에게 실재하는 포기의 다양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i청년들은 무엇을, 얼마만큼 포기하는가j라는 질문을 통해
서 이러한 포기의 다양성에 접근해보았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년들을
포기로 이끈다는 기존 논의 하에는 청년들이 어떤 이유로, 무엇을, 그리
고 얼마나 포기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되기보다는 i포기 했다j와 i포기
하지 않았다j와 같이 청년세대의 포기를 단순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논의의 초점이 포기 그 자체가 가진 내용보다는 원인에 더 맞춰져 있기
도 하다. 그러나 무엇이 청년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는가를 논하기 이
전에 포기 자체가 가진 성격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기하는 청년들의 포기를 모두 같은 포기로 치부
하는 기존 측정방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방법론적인 접근을 바탕
으로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포기를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업에 있어 응답자들이 판단한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를
대비시켜 측정하였으며, 응답 모두를 한 모형에 투입시키는 잠재집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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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항목들 간 연계성을 고려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불확신불안형 포기, 현실주의형 포기, 자포자기형 포기, 그
리고 유예형 포기로 각각 이름 붙힌, 포기의 대상과 정도에 있어 질적으
로 다른 네 가지 포기 유형들을 발견하였다. 언급한 순서대로 표본의
27.36%, 19.92%, 13.24%, 8.70%를 차지한다. 또한 포기하지 않은 소유층
집단은 전체 표본의 30.7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 청년들의 포기는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본 연구
가 i포기j에 초점을 두고 잠재집단분석 유형들을 설명하였다는 점이 결
과를 오도mislead 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은 i포기
의 다양성j을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에 의해 j포기j에 초점을 두
고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실주의형 포기의 경우 포기보다는 오히려 열망
이 느껴지는 사람들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자신의 현재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가족형성이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포기했다기보다는
나를 중심적으로 살겠다는 의지와 열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반영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 각 유형이 상징하는 청년들 내부의 집단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i포기j라는 테마를 가
지고 이루어진 본 연구의 해석이 편중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나아가 본 연구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이 다양한
포기 유형들을 결정짓는 원인요소로서 가지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주관
적 계층의식은 유예형 포기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을 결정짓는 유의한 요
인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이동성 인식은 불확신불안형 포기를 제외한 나
머지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즉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부정적
으로 평가할수록 현실주의형, 자포자기형, 유예형 포기에 속할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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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짐을 의미한다. 두 가지 인식 모두가 유의한 결정요소로 작용하는
현실주의형 포기와 자포자기형 포기에 있어서는 사회이동성 인식이 가진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 관심을 덜 받아왔
던 사회적 이동가능성 인식이 청년들의 포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알려진
것보다 더 핵심적인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단순화되고 일반화되어있는 청년들의 포기담론을 넘어 실재하
는 청년들의 포기를 실증적으로 탐구해보았다는 점이다. i청년 문제j가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이
들의 포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 시도는 큰 의의를 가진다. 그
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양적으로 접근한 본 연구의 분석만으로 다섯 가지
유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질적 접근을 동
반하는 추후 연구를 통해 이들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실현가능성과 꿈의 정도를 대비시켜 항목들 간 연계성을 고려
한 분석을 통해 기존에 심도있게 탐구되어오지 못했던 청년들의 포기를
한층 더 풍부하게 설명해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이동성 인식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분석 결과를 통해
청년들의 포기에 있어 사회경제적 배경 외의 또 다른 핵심적인 요인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이동성 인식이 직접적으로 포기와 갖
는 관계를 입증하는 데 그쳤지만, 추후에 청년들의 포기에 있어 사회경
제적 배경이 가진 영향력을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수로서 사회이동성
인식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발견 점들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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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Giving-Up Generationj
in South Korea:
an analysis of the various types of giving-up
Jeeae Kim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ame affixed to each generation is a reflection of the type of
lives individuals are living. The young generation today in South Korea
is referred to as kN-pol generation, which essentially describes this
particular populationjs tendency to feel compelled to give up their
dreams h whether that be of relationships, marriage, child-rearing, home
ownership, employment to name a few. The people of this generation in
Korea face harsh realities due to problems of social structure such as
competitive job market, prevalence of irregular work and deepening
inequality which lead to this trend of giving up.
Despite the seriousness, this issue facing young Koreans today has
neither been thoroughly nor comprehensively examined in academia.
Consequently, this young generation in its entirety is prematurely
assumed as the igiving-up generationj or the process of giving up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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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y explained with the sole emphasis on socioeconomic background.
So far, a thorough analysis into the form and substance of their
igiving-upj has been neglected due in part to the limitations of existing
measurements, which are far too simplistic to address the variation
involved in the subject matter.
On this account, this study has inquired into the various types of
giving-up that exist in the young Korean population using latent class
analysis (LCA) as well as examined the roles of subjective class and
subjective social mobility in determining each type, using data from 2016
Korean Youth Values Survey.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four distinct types of
giving-up h that is, anxious type (27.36%), realist type (19.92%),
desperate type (13.24%), and delaying type (8.70%). Individuals that do
not give up also account for 30.77% of the sample. Second, subjective
class was foun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ing factor of all
types except for the delaying style, while subjective social mobility
influenced all but the anxious type. Finally, for the realist and the
desperate types, both subjective class and subjective social mobilit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ough the latter appeared to have
greater influence than the former. This implies that subjective social
mobility, a factor that had been greatly overlooked, may in fact be a
critical component of the problems faced by the young generation in
South Korea today.

Keywords : Korean youths, Generation, Variation in giving up, Subjective
class, Subjective social mobility, L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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