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계급불명등과 계급정치의 구조.

공공성의 정치에 주는 시사점*

1

얻

싱지대의교

이 g온 힌국에서 세께회 이후 사회경체구조의 언여가 사회집단톨의 계긍

의식괴 계급징치에 어떤 영힘흩 미치는지용 운석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

서 니티니는 사회의식의 특징용 시회경제적 조건의 성격과 계급적 정치억링

의 싱태 강온 요인율의 직용에 의해 목징한 비대칭성의 형태 톨 나타낸다

한

국의 사회집딘톨온 전셰적으로 사회앙극액의 싱핵에 따리 게급적 을평등 현
싱을 정정 강하게 느끼고 있지인? 그것온 게긍정치의 일연적 깅회료 나타나

지 않고 있지 않다 계긍정치의 앙상온 사회잉극회의 패자인 하충계금어 서
보디 오히려 상용계급이 서 더 강혈하게 나티나고 있다 히충께급의 하휴의
식온 계급의식으로 나티나지 않고 중간계급 내지 노동계급 상충괴의 경제적
문회 및 격차 심획로 인해 갈등직으료 요출되 는 잉싱융 모이고 있다 심지어
하충계급온 상용계급의 징당과 가치관융 지지하는 잉싱을 보이기도 힌다
중간용은 사회적 을핑등의 심회에 대해서 비핀적이고 가치관도 진보적이지
만 그 잉태는 께긍적 의식의 엉태를 띠기보다는 당계급적
식의 영태톨 싱딩 부운 띄고 있다

시정 을 갖는디

당율집주의적 의

이 길온 현상을온 다응과 김온 실천적 시

언저 한국 시m 에 니타나고 있는 상용계급피 하용게급 사이

에 융균형과 억비예성은 그을의 계금 정셰성에 대 한 지각이 일요잉올 말해
주고 있다 또 싱충게긍의 정치행태도 헤게모니적 지배능력의 일현이라기 보
다 는 언국 지톨주의의 구조 욕에 엄존히는 배제외 혹권의 지승 을 인영하는
것이리는 징이 서 실짙적으로논 시대적 지셰 연상이리고 올 수 있다 그런 징
어서 힌국에서 제급정지흩 잉리획히는 것온 사회말진의 관정에서 일정정도
유의미하다 그러니 새계액에 의힌 시회경제구조의 연동은 기존 산업사회에

·이 논문은 2008년 정우(교육과학기숭부)의 재원으로 한궁연구재단(구 한국악윤진흥셰당)
의 지씬용 맏아 수앵원 연구잉(과재언호 KRF-2008-358-BαlOO7 )
유익한 논영파 노고에 강사드린다

익영의 싱사위앤닝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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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계급 엄주외는 다릉 새로운 사회적 균영괴 시회적 이슈톨 안을어 내는
데 그 깅온 균열온 기존의 계긍적 경계 를 따라서 일어나기보다는 여러 계긍
율을 교차하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바로 그 길온 연회 를 측에서

사희씨력을의 이해톨 정치구도로 정립해 내고 자신의 정셰성을 구성해 나가

는 새로운 공공성의 정치 리는 과제톨 제시힌다
추쩌어

계금징시 세계획 사회잉극회 공공싱의 징시

I 문셰의식과 연구목적
지난 수싱 년간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정제적 불평퉁이 급속

하게 성화되어 왔다 이 때문에 사회경제적 왈영퉁 운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
에서 애우 중요한 정치적 이슈호 부상해 왔다 한국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세계화
의 영향으로 사회양극화라 올라는 현상이 빠르게 전개되어 왔다

통계갱이 최근

발표한 자료는 사회양극화룹 향후 1 0년간에 갤쳐 예상되는 한국 사회의 4대 트렌
드 중 하나로 지옥하고 있는데
슈가 휠 것으로 보인다(동계청

사회양극화 문제는 앞으로도 얘우 중요한 사회 이

2(09)

그런 데 사회양극화는 샤회경제적 올영풍올 심화시키고

계급집단틀 간의 갈퉁

과 대럽을 치열하게 안틀 수 있다 한국에서도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계급(계
충) 간 을영풍 운제에 대한 관심옹 꾸줍히 증대되어왔다 최근 한국 사회에 출올
하고 있는 주요 사회갈퉁 이슈훌 살며보연 강세

상불교육정잭

의료민영화 퉁 계

급적 색채가 다분히 강한 이슈을이 충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융 알 수 있다 그
리고 이런 사회 추세를 안영하여 이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한국 사회에는 계급적
당론을이 충현하여 사회적 영향역융 말휘해 왔다

이흩태연

사회양극화

80의 사회

부자중세

퉁이 그것이다

88 만원세대

강부자

‘부자갑세 ‘

211대

그렇다면 이처럽 사회양극화와 제급적 블명등의 성화 그리고 그에 초용하는 계
급적 이슈와 당흔의 중가 현상은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회양극화의

싱화는 계급적 정치캄열 혹은 계급정치 (class politics ) 의 강화로 나타날 것인가? 오
래 전부터 서구의 학자등 사이에서는 。1 런 문제을올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을파 실
중적 연구틀이 진앵되어 왔다 그래서 한면에서는 사회경제적 용명퉁의 심화가 계

한궁의 계급용영풍과 계급정치의 구조

급적 갈퉁을 중대시켜 새로운 계 급균열을 창충하고 있 다고 보는가 하연

3J

다른 한

면에서는 반대로 계급정치의 종언올 말하기도 하였다 (CI앙 2뼈 43-44)

한국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하다 사회양극화 추세를 반영하는 계급정치라고 올
수도 있는 정치현상툴。1 더러 눈에 띄기 때문이다 예릅 들어 2008년 국회의원 총
선거 및 서 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강냥지역의 유권자들이 계급적 용집력을 강
렬하게 표출한 현상이나 이명박정부가 샤회적 비판 여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
세

부동산규제완화 금산분리완화 퉁 부유충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프로그램

퉁올 거세게 영어용이연서 상충계급집단의 동원올 시도하는 현상틀이 그런 사헤

라고 용 수 있다 " 또한 진보진영에서도 야당과 재야시민단쩨 퉁이

인생민주국

민회의 올 결성하여 계급척 이슈에 대한 대용옹 강화하고 있는 것이냐 2) 경기도
교육강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의 후보가 이영박 정부의 교육정책융 M99 % 의 교육
기 본권올 욱상하고

1%

특권총올 위한 교육제도-파고 비판하는 것 풍도 그런 현상

이라고용수있다

하지만 이와는 상반왼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

단계급적

사회현상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전흉적인 정지경제적 갈둥과는 별도로 소비주의

생태주의

다문화주의

페이나증

등 새로운 위헝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생정틀。1 사회갈풍의 새로운 장 속에서 우상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절핍의 문제 를 넘어서

정체성

를 파생시키고 있다 정치지형의 측연에서도 제도정치
정치
치

욕앙의 정치라는 기성의 흐릎파 함께 생활정치

가지

인정 의 문제

대의갱치
장여정치

계긍정치
위험정치

권위
인정정

가치의 정치라는 새로운 정치적 효응이 총현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김호

>) 이영약 정부의 이런 일련의 정책프모그앵온 -균영구죠창용선략"(장억진 2008). -정치
적 지지총의 계긍척 이해장 관청하려는 의도‘

-보수강집전약- 흥으로 해석되고 있다

2) 인생인주국인회의는 -우리는 노똥자 놓인 도시인인 학생 퉁 대중조직과 춧용옹용융
이끔 누리꾼 각 영역의 시민사회운동단얘와 용뿌려 주민조식 양싱척이고 인주적인 언
용인과 지식인

문화예숭인과 종교인

시국용 걱정하는 각계인사와 제 정치세력

한계

상앙에 다다용 자영업자와 서인대중 둥 이영박 갱권에 비딴적인 오등 애력익 연대와 국
인의 경깅-용 요양하고 있으며

시장화 정책융 단호 <1 반대하여

-이 l영파 정권의

1% 륙권총안용

위한

강우자 정잭 과

서인 상리기 갱책 공공성 확대정책으호의 전얀응 촉

구하는 환동-용 욱요호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인생인주극인회의(준) 종영선언문

2008.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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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2009). 2008 년 춧불집회 사건은 그 같응 새로운 정치현상이 한국사회에 본격

풍장하고 있읍올 보여주었다
그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제틀과 판련하여 한국에서 선개되는 논의는 아주 빈
약한 띤이다 물론 지금까지 사회양극화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영향에 대해서는 무

성한 논의를이 있었지안 정치현상의 판정에서 심도 있게 분석한 경우는 없었다
이 때운에 우리는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계급적 이슈와 당론의 실체룹 정치
적 시각으로 좀 더 정밀하개 규명해 용 영요가 있다 즉 그것이 과연 계급정치의
현상이라고 용 수 있는지

체급적 불평동의 십화와 함께 계급정치의 저연용 형성

하는 죠건으로서 대중등의 계급의식이 증대되고 있는지

사회경제구조의 양극화

가 궁극적으로는 사회균열구초블 새홉개 장출하고 나아가서는 정당정치의 구초에
까지 일정한 영향을 이칭 것인지의 운제틀에 대한 고첼이 휠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사회의

공공성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이윤 갖게 왼

다 역사적으로 근대사회의 공공성은 계급정치의 출현과 일접한 연판성올 갖는다
그런데 지금은 근대사회의 사회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공공성의 구죠 연용이
일어나고 있는 시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경제구조와 계급정치의 연화를 통해
그것이 새로옹 공공성의 청치른 어영게 재구성해 나가고 있는지릎 실천적으로 천
착할 뭘요가 있다

그접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위헝사회의 충현과 관련된 운제들

이를테면 사회양극화와 강은 문제등에 대용해 나가는 정책 대안에 대한 전략적 탑

색도 가능해질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틀을 포관적으로 다루어보고
자한다

11.
1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

계급정치의 이론적 문제들과 선행연구 검토
계긍정치 (cJ ass p이 " κ，)란 우엇인가? 계급정치는 계급적 사회균열구조용 핵심

적 배정으로 하여 말생하는 정치이다

블라크 ( CI "， 200 1 ) 에 의하연

정치가 사회계급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계급정치란

즉 사회 계급의 정치적 중요성을 말하여

보퉁은 사회주의계열 갱당 노초 퉁 계급조직에 의한 노동계급갱치릎 말한다 일

한궁의 계급용영둥과 계급정치의 구죠

3J

안적으로 계급정치흔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직엽적 균열에 의한 정치적 균열

노

동계급의 이익융 대표하는 노조와 사회주의 정당

슈

경제적 이슈의 우위

노흥과 생산중심의 정치적 이

이녕적으로 분리원 정당파 유권자 퉁이다(깅인춘 2006

97)
역사척으로 사회균열구조가 계급적으로 청예하게 발선하게 되는 동기는 근대적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얄전융 풍해서였다

마르크스는 계급

근대성

자본주의의

땅전올 밀접하게 연관시켜 파악한 사람이었다 그에 의하연 옹건사회의 해체와 기

계 및 공장에 기 l간올 둔 산업경제로의 급속한 받전은 그 속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새로운 계급들의 존재를 공고하게 안을었다 산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
이 자본주의적이라는 것이었으며

자본주의는 기업가을에 의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자본의 소유자가

자유 시장에서 노동력의 판매자와 안날 때 성립하는데
는 생산수단(토지

기계

노동력의 판얘자인 노통자

왼료)으로부터 왼천적으로 운리되고 애세왼다 이 두 개

의 계급은 서로 의존척이기도 하지안 다흔 한연에서는 경제적 축적구조의 착취적
본성으로 인해 내적으로 갈퉁척이다 산엽혁명이 급속한 추진력을 얻기 시작한 19
세기 유럽사회는 이와 함께 자온가와 노동자의 갈풍적 관계 역시 동시에 청예하게

말션해 간 시기였다 마르크스 (2008 ) 에 의하연 공엽의 발전은 자본주의에 내재왼
착취의 에커니증올 흥해 정정 더 많은 우산 노동자릎 양산해 낼 뿐만 아니라 이툴
을 전세적으로 궁명화시키게 되는데

바로 이 착취에 대한 정혐의 공유툴 홍해 노

동자들은 자본가들에 대항하여 단결을 강화하게 왼다 처읍에는 노동자 개인과 자

본가 개인의 충돋이라는 형태료부터 시작하여 점접 더 두 계급 간의 충롤이라는
성격응 띠여 발전해 나가게 된다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에는 지주와 농

민 중간행정계급과 기술자 퉁 다양한 중간계급등이 존재하지만 그틀은 궁극적으
로 자본주의의 힘에 의해 양극 분해되어 자온과 노통의 진영으로 재연되어 가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사회는 전반척으로 정접 더 양극화되 어 가고 두 개의 계급으

로 단결하여 투생올 영이게 되여 청치적으로도 이 같은 사회융열을 배경으로 한

정당들이 엘생하고 연성 '1 게 원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혁영적 계급투쟁 이온과 탕리 서유럽의 정치는 노사 간의 역

사적 타협에 기초한 사회민주주의적 계긍정치의 모습으로 띨전해 왔다 2차 대전
후 비약적요로 성장한 조직노동은 국가적 경제

사회정책과정에 지속적으로 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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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자본 및 정부와 혐력 체제블 구축하고 보면적 복지국가훌 이루었다 이
녕

노죠 동 계급을 정치세력화한 주에들은 정치적 행동과 이녕적 호소 로 계급적

이슈와 계급이의

계급이녕올 안툴어내고 확산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올 수행하였

다 ( H icks 1999 : Weslem 1997 김인춘 2006 , 1(0)

컵셋( 니m히 198 1 23이은 이 같

은 정치모형이 의회민주주의가 확링왼 시기부터 오블에 이르기까지 유럽정치의
지 배 적인 특정올 쿠성해 온 것으로 보면서

인수적 계급투쟁 이라는 개념올 제시

하였다 민주주의로의 이쟁과정 속에서 조직화의 권리는 시민권의 핵심적 요소로
받아등여지게 되었으여

그것은 노동시장과 정지 양 영역에서 노동자들의 조직화

와 노동계급으로서의 형성을 의이했고

이것은 다시 부르주아지의 대항조직화를

유앙함ξ로써 시민사회의 일차적 특징을 계급사회로 안을었다 그 경과 시인사회

와 국가 사이에 휠져진 정지적 공간 역시 시민사회 내에서 인주적으로 경쟁하는
인주적 계급투쟁 의 장으로 특징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깅수진 2005 , 65 ) 나
아가 렴셋과 로칸 ( 1%7) 은 균열구조 이론의 관정에서 세계 각국의 정당정치

특히

유럽의 정당정치흘 비 교 역사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계긍정치의 이론모델올 제시
했다 이들은 국인국가 형성과정에서 양전한 근대 정당체제가 네 총류의 윤영구조
를 끈간으로 퉁장하게 되었으나 20세기에 접어들연서 다양한 균열구조가 점차 계
급균열올 중심으로 단일화되었다는 명제응 제시하였다(성경융 1994. 244)

즉 유

럽에서 지금까지 정당갱치룡 규정해 옹 가장 중요한 균열은 자본과 노동 간의 계

급균열이었으며

이러한 균열을 토대로 유엄 정당정치는 우파정당과 좌파정당 간

의 경쟁으로 특징지어져 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경이 노동 자용이라는 양대 계급올 축으로 하는 계급정치모델 이
흔이 근(현)대 사회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반대의 주장을 또한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일쩍이 악스 에벼는 중간계급

다양한 집단의 화이트컬러

정원에서 교사나 관리자에 이르는

즉 오늘날의 사회학자들이 신중간계급이라고 지청하

는 엄주의 사회적 중요성에 주옥하였다 그에 의하연 현대 사회에 서 관료제의 증
대는 중간계급의 수흘 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가시킨다

이 집단들은

생산수단올 소유하지 못하고 그을의 노동을 딸아 생깐하므로 산업노똥자들과 아
찬가지로 상 대 적으로 무력하지안 그럽에도 왈구하고 그들옹 높은 사회 적 보상을
앙고 프흉레타리아와 경쟁하는 위치에 자리한다

에버 는 이 신중간계급의 성장이

계급구조의 복잡성올 중대 시킬 것이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묘사한 혁영적 계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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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은 봉쇄휠 것이라고 보았다 에벼는 소유계급과 비소유계급의 구분션이 중요한
운리선임응 인정했지안 또한 이 집단틀 내에서 도 운리가 존재합올 애우 강조했다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에안이 아니라 노통자계급 자체 내에서도 분리가 존재
한다 그의 이 강은 강죠는 모든 계급플이 서로 경생 상태에 았으여

따라서 팡빙

위한 계긍집단들 내에서의 갈퉁이 계급 간 갈등안큼이나 크다는 견해를 낳았다
그리하여 에벼는 아르크스의 계급 양극화 오텔보다 원씬 더 많윤 옥장성올 허용하

는 계급모델올 만틀어냈다(브래툴리

2001 285 287 )
•

계긍정치의 유효성에 관한 온격적인 문제제기는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다 3) 20
세기 후안 서구의 학계에서는 선진산엉샤회에서 정당체제의 기초로서 사회적 계

급의 중요성에 판한 오핸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은바 포스트오더니증 (postm여cmism)
제영의 조류들올 대표하는 일뭉의 학자들응 사회적 율명풍은 정치적 중요성을 상
실했으며 그에 따라 계급도 더 이상 중요한 현상이 아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계
급정치는 지속적으로 재펀되어 왔으여 인종 성과 같응 새로운 정치 이슈들이 계
급에 입각한 이해판계의 균열로부터 유해한 경제적 갈퉁올 대에해 왔다고 주장했

다 (E‘ ans 1999. 1) . 1 960년대 이후 유럽정치는 계급균열이 현저히 쇠외하고 그 대
신예 산업사회의 물질적

계긍적 가치보다 는 개인의 자윤성

삶의 질 퉁에 기반올 둔 환경
러다잉으로 연화해 왔으며
것이다(lnglehan

여성

정제성

공동체의식

인권 풍 비계급적 가지룹 강조하는 새로운 패

이에 따라 정당셰제도 근본적 재연 단계에 진입했다는

1977. 1987: Aanagan and DaHon 1990)

하지만 계급정치의 중요성이 쇠퇴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롱도 안안치 않다 그런
논자를에 의하연 성

민족 동 새로운 상명동의 요인을이 부상하고 있기는 하지안

그령다고 해서 계급불명동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죠한다
비아

이을온 스칸디나

오스트리아 영 국과 같은 나라틀에서의 다수의 경험적 연구흘 동해 계급투

요가 여션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Weakliem

200 1) 이들은 새

로운 계급척 구도에 의한 정치의 재구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 Pakul ski

2001 ) 이들

은 포스트모던적 사회구조가 기존 계급정치의 유효성올 약화시킬 수도 있지안 노

J) 익스 에비는 합리화 파징으로서 근대적 사회구조의 복잡성용 용알력 있게 애%어 은 똥
시에 오료날의 모더니즘(근대성)
교역딴올 수앵하였다(터너

포스트모더니증(탕근대성) 논갱융 미혀 내다 본 가

200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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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통과 노동계급은 전략과 상황에 따라 재정럽되고 재형성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다
한국에서 계급과 판련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올 수 있다 첫
째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규정왼 계급구조 잊 구성의 연화에 관한 연구이다
대표적으로는 흥두숭 (2005)

서판모 (1 987) 동의 연구가 그에 해당한다 이 연구툴

윤 계급구조의 껴판적 연화가 사회구성원을의 사회의식과 정치행용에 미치는 영

향을 일정하게 설명하기는 하지안 사회 의 식이나 정치앵동을 직접 셜영해주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틀째는 계급의식의 변화에 판한 연구가 있는데
2(08)

죠돈문 (2006

강수택 (2003) 의 연구 퉁이 그에 해당한다 조돈운은 실중연구 (2α)6)를 통

해 ‘오든 제급이 보수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급이 상대적 진보성과 약한 보수
화룹 보임으로써 경미하나마 노동계급과 여타 계급을 사。1 에 이녕적 괴리가 확대
외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 다른 논문 (2α 8) 에서는 노동계급 내부의 벙주 간 이질
성 유우에 주옥하고 있는데

여 가 서는 -정규식의 보수화가 더 급격하게 션개핑으

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식의 의식수준이 역전”되었다고 진단한다 그런데 이들 연구
는 사회의식의 변화 추이와 함께 정치의식 수준올 가늠해 올 수 있게 하지만 측정
치표가 주로 갱리해고나 민영화와 같윤 경제적 。1 슈에 판련왼 것들이어서 때로는
직업적 이익에 대한 도구적 태도와 구영되기 힘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여러 계

급틀 간의 판계 속에서 계긍정치의 양상올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 양
태릉 살펴보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셋째는 제급과 정치현상의 상관관계를 좀

더 직접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하지안 여기에는 한국에서 정치현실이 계급
정치이혼과 션혀 다르게 전개되었다 는 것을 지적하는 수준의 일반롱객이고 여상
적 연구을이 주릎 이루고 있다

이와는 달리 희귀하지만 선거결과분석올 통해 노

동계급의 계급정치의 알전수준을 진단해 보려는 연구도 있다

이종래 ( 2003) 는

2(α년부터 2002년까지의 주요 선거결과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올 흥해 노
동자틀의 계급투표행위가 선거륜 거륨할수록 뚜렷이 냐타냐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주로 조직노동자등융 대상으로 분석한 경파훌 노동계급 전체로

과잉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논문은 바로 이 같은 기 존 연구틀의 한계를 보완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
발한다 특히 서구에서 계급정치에 판한 연구들은 사회경제구초의 연화가 계급적
구도에 의한 정치의 재구성에 어떤 영향올 미치는가 하는 쪽넓옹 스찍트럽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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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데 비해 계급정치에 관한 한국에서의 연구을은 협소성을 극복하지 옷하
고 있다는 현실에 주옥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논운은 사회경제구조의 연동 요인

과 그것이 계급관계의 경제적 융열에 어영게 작용하고 또 사회경제적 수춘의 요
인틀이 여러 계급을 간의 정치적 역관계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연서 계급정치의 지
형올 어떻게 행성해 나가는지증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방엉과 판련해서 이 글에서는 계급의 개념올 좀 넓게 사용하고자 한다
‘제급과 계총융 영액히 다흔 것으로 규정하는 배타적인 입장과는 달리 계급과 제

층의 의이 있는 자이릎 인정하연서도 갈퉁척 계급관계가 비단 생산판계에서만 생
겨나는 것이 아니라 물첼적 자왼이나 권력의 분배륭 툴러싼 분 'fl 과정에서도 생겨

냐 중요한 사회연동의 왼인이 원 수 있다- (홍두숭 1993. 3이는 판정올 따른다"
특히 오늘날 현대 사회의 알선 양상은 사회적 운화와 다양성의 증가로 나아가고
있고 그런 구조의 변화로 인해 계급판계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운에 전통적인 계
급개녕의 척도왈 가지고서는 계급정치의 양태촬 파악하기 힘툴다 즉 현실의 툴영
풍 구조와 강퉁구조를 설명하지 옷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블에서 사용하는 계급

의 개념은 대체로 생산판계 속에서 사회적 위치뿐안 아니라 소득 1 권력 웅의 계충
적 요인이 더해져 만들어진 차풍적 성총으로서 상충 중간충 하충이라는 3분범으
로사용하기로한다
또 각 계급징단과 정치의 상완판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외해서 이

글은 가급적 계급정치 전반의 구조뜰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읍 한용하고자 하였
다 륙히 이 논문은 계급투표에 판한 지표틀을 환용하고자 하였는데 그 이유는 계

4)

계급의 개녕에 대해 살며보연

계급의 정치적 기능에 대한 논쟁등 속에는 계급의 개녕

에 대한 상이한 이해가 존재하는 정우가 않다 계급이라는 개녕이 사용되는 땅식온 크
게 세 가지로 나누어 용 수 있다(Clark

2004. 28-29) 첫째는 아르크스가 땅하는 이른바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융 등러싼 대입적 판계라는 판정에서 우르주아지와 프룡에
타리아의 계긍 엉주릎 의이하는 경우이다

동셰

마르크스의 계급개녕보다는 종 더 녕

은 개녕으호서 소유 기숭수준 경영잭잉 등 다양한 직업적 조건융 기준으로 한 계급적
지외 유형융 셜갱하는 경우이다 셋째 가장 포옐척 개념으호서 차병적 왈영웅 현상 일
제용 지쟁하는 것인데 여성이나 인종척 소수자 동도 제급용 구성하는 냉주호 이해되는

정우이다 일안적으로 현대의 계급온적 논의를옹 갯 언째 개녕융 요항하연서도 다양한

직업집단에 관연원 지위유영까지융 포항하여 계급집단융 셜정하는 것이 보풍이다
( D，씨πndorf

1959_ 2IXl4:

Gi어ω

1980 , 108- 112: Wrighl 1985 , 64-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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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투표가 1 9세기 말 이래 사회계급이 역사적 중요성융 획득한 이후 계급의 정치적
중요성올 시험하는 중요한 근거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깅인충 2α16. 106)

그

러나 현실적으로는 악상 연구용 진행하다보연 제급별 투요챙위률 보여중 수 있는
자료의 부재라는 운제에 직연하게 왼다 따라서 여기서는 계급투표의 양태륭 간접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륜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하고

일부는 선거지표툴 황용

다른 우운은 여흔초사 지지도 지표흩 안용하연서 계 급과 정치의 상판판계틀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이 논문이 단연적 한계릎 내포할 수 있다는 정올 미
리밝혀둔다

2 겨|급정치와 공공성의 정치
공공성이란 공동체의 유지

양전을 위해서 필요한 공동이익의 엄위 사회구성원

틀의 역할파 행동의 규칙 제도흥 지칭하는 것이다 " 공공성응 사적 영역의 상위
에서 사회 각 요소 간의 특수생의 조화률 용해 일반성
는 데 필요한 질서

규칙

즘 공동체흔 유지 발전시키

가치룡 안틀어 낸다 종공성은 사회 제안 분야의 연결망

이고 각각의 분야가 제자리를 잡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올 한다 그것은 사회구

성원을이 각기 자신의 세계판과 가치판에 입각한 채 공존의 영역올 확보하기 위한
합의에 기초한다(정태육 2002 , 53 )

그런데 공존의 영역은 공동선에 대한 일정한 도덕적 합의라는 형태릉 취하게 왼
다 하지안 그것은 초원적 진리가 아니라 민주척 토혼과 정치적 쟁투를 홍해서 도
출되는 것이다

근대에서 공공성은 정치적 갱투의 과정융 포항하는 정지적 상호

소통올 통해 구성되는 것이고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역동성올 원
로 나타냐게 된다

갈풍적 타협 으

아키아엘리 는 공화주의의 판점에서 그 같은 사회적 역동성올

5) 혼히 공공성은 몇 가지 상아한 분석적 차원의 의미응이 결함외어 있는 것으로 이혜되고

있다 첫째는 공개성

개앙 여온 퉁의 익이용 갖는 것으로 사용되어진다 이것온 유엄

중세시대 꺼족파 성직자동에 의얘 이쿠어졌던 비냉스엉고 의식적인 정치질서흉 셰속화
하고 시인과 대중들이 정큰안 수 있게 안드는 것융 의이하는 짓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동쩨는 형식적인 개앙옹 녕어서

진실한( wahr)

정의호운 (gerecht ) 익 의이융 나타내

는 것이다 셋째는 풍적 정서 공적 유용성 공적 안정성과 같용 익이융 나타내는 것이
다(조한상

2006 :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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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독특성은 정치가 갈등과 균열의 조직이며 그

것이 인간사회률 타락시키지 않고 혁신하는 원동역이라고 보는 것에 있었다(안병
진 2α)6 ， 90)

그는 그런 판점에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연 자유로운 정셰가

되고 정세가 향상되고 영토가 확장된다고 보았다(임혁액 200S, 11 7)
그런 정에서 근대적 공공성은 계급정치와 일접한 연관성을 갖고 형성되어왔다

웅동 계납적 균열을 용한 사회적 공융성의 구성운 로마의 응화정의 역샤에서도 보

이는 "1이다 즉 로 "1 공화정은 계급 간 갈풍을 선제하며 계급 간 갈동율 해결하기
위해 져1 급 간 권력공유를 지향하는 정세였다(입혁액 2008. 115)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계급적 균열은 산업혁명의 율질적 연혁에 뒷받칭되어 더욱 보연화되었
다

특히 노동자제급의 계급적 조직화흥 퉁해 사회구성원틀 간의 평퉁한 권리을

보장하는 사회적 균형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있었다

시민들의 정지창여흘 촉진시컬 수

바로 그 같응 공공성의 구조는 시민권 (ci v il right ) 이라는 제도흔 풍해 엉제

화되었는데

이는 공 대적 국민정체성의 기초로 간주왼다(J acobson 1997

최현

2008 . 47 재인용) 즉 국민정제성의 형성과 시민권의 발달옹 국가가 외국인과 자
국민의 정계강 운영히 하고 대내걱 영풍성과 대외적 차별성융 통전의 양연으로 하
는것 이 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인 사회구죠의 연용은 공용성의 구조연동으로 이어진다

갱보흉신 및 교흉기술의 망당과 세계화의 흐릅은 전 지구적 상호의존성올 더욱 싱
화시키고 지구척 사회관계관 안들어 냈다

국가의 주민이 인종걱

그리하여 그 영향으로 세계 거의 모든

문화적으호 매우 다양해지게 되 었다

더욱이 경제적

문

화적 수준에서 지구적 교뷰의 전연화는 영토적 경계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던 국

가적 풍세 제도등 상당부문 무용화시컴으로써 국가와 시민 정체성과 냉적 권리가
분리되는 쪽으로 나아갔다

이 강옹 연화는 다문화 시민권 제도라는 대안이 제시

되는 퉁 근대적 시민권 제도의 당근대적 연행올 가져오고 있다(최현 2008 , 51- 53)
또한 대내적으로도 세계화의 작용은 사회경제구조를 변형시키고 있는데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제급적 균열구조가 해체되고 기존 계급

기존의

계총 내에서

의 다양한 분화가 진행되연서 새로운 사회균열이 만듬어지고 있다

바로 이상과 같온 사회척 구성의 연 화와 사회균열구조의 재연은 공꽁성의 구조
연통옹 야기하고 있다 세계화에 의해 기존 공공성이 해셰되고 새읍게 공공성올
구축해야 하는 과제등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의 공존 영역올 확보

한국정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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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정치의 재연은 핑연척이고 사회 제 세력을의 헤게모니전략 또한 재구
성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수춘에서 이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계급정치의 연형이

공공성의 정치에 어떤 실천적 함의륜 갖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111

사외앙극획의 심확와 계급적 귀속의식의 변확

한국은 1 %0년 초에서 %년대 중반에 이르는 고도 성장기에 경영

감옥

전문

가 충올 중심으로 한 신중간계급이 크게 성장하고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중산

충 귀속의식을 강고 있어 한국의 계층구조는 기본적으로 다이아온드 행옹 지향해
왔다는 것이 대셰적인 정성로 간주되어 왔다(김문초

2004.3 1)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 따동융 전후로 해서 한국 사회는 세계화로 대연되 는 물결이 대대적으로

유입되면서 사회구조의 급격한 연화율 경험하게 왼다 이 시기에 한국 사회는 시
장적 경쟁이 더욱 혹심해지는 현실 속에서 작업구초 잉금구조 고용체계에 커다
란 연화가 올려 왔으며

이와 함께 사랑들의 가치판에도 권위주의시대에 주입된

동진적 낙관주의와 연공서열 같은 의사명퉁주의가 되죠하고 생존경쟁올 위한
일한 타산과 능력

실적올 중시하는 풍조가 급속히 확산되었다(송호근

'1

2005. 188-

193)
그런데 이 강은 사회구죠의 급격한 변동이 사회양극화흥 싱화시켜 왔다는 주장

들이 출기자게 제기되어 왔다 당산업화나 정보화로 인한 고용축소 세계화로 인
한 경갱강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륜 증가 노동운동의 약화 퉁 제 l간 요인으로
빈부격차가 꾸준히 확대되어 중산충이 축소 혹은 해체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
으로거혼되어 왔다
윤진호의 연구에 의하연

임금이 명균임긍의 정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충의 비

중은 1999년 10.0 % 였는데

2004년에 는 1 2.6 % 로 늘었다 또한 임금이 명균입금의

150% 이상인 고엉금총 비중도 25 ， 7% 에서 27.8% 로 늘어났다 그런데 그 대신 중
간계충 비중은 1999년의 64 .3 %에서 2004년에는 59 . 6% 로 출어들어 ‘중산충 약화
현상을 드러내 왔다고 진단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6/ 2/ 24)
운석도 거의 비슷한 추이융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소의

1997 년 이후 8 년간 중산충의 비융 옹

5.3% 갑소한 반연 하위충은 3.7% 상위총은 1.7 %가 각각 중가힌 것으로 보고

한국의 계급용영둥과 계급정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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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일 가정 월잉균 수입 부(1)의 희썩

있는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이런 추세는 최근 경기침제와 겹쳐 더욱 가속

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풍계청이 발표한 -소득 5 분위연 가구당 월

평균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연 전국가구의 상위 20 % 는 가계수지 혹자규모가 판련
흉계릎 작성하기 시작한 2003 년 。1 후 최대치윤 기쪽한 반연에 중간소득계충과 하

위계충은 혹자쪽이 둔화외거나 적자륜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띤 이는 계급

계층 간 사회적 이똥성 감소와 계급

현상을 낳고 있다 계급
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6)

계총구조의 경직화라는

져1 층구죠의 경직화 현상옹 무엇보다 교육 영역에서 창예
이 른바

교육의 대율핍

이라고 우르 는 현상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성기선 교수 (2008 ) 가 죠사한 바에 의하면

특복고 학생들의 가정 소득

과 학부모 학역이 일안계 고용학교보다 월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대윤링
현상이 싱화되어 가고 있읍을 보여주었다(그힘 1)
급

이와 함께 한국 사회에는 계

계층 간 공간분피현상이 갈수록 싱화되고 있다 이를테연 강냥 대 비강남 수

도권 대 비수도권 등과 같이 거주생한공간에 따라 소득

뿐만 아니라 학력

주거환경

자산 격차가 심화되어 갈

소비수준 퉁 생한유형의 분화를 통해 사고 가치 행

6) 2008 년 3/4 젠 가계수지 풍향에 의하연 전국가구의 상위 20% 는 웠 영균 721 안원 5 천
씬옹 연고 쨌I간 1 천인옹 지층해 235 안 l 천 씬의 가계수지 혹자용 나타냈는데

소득

21- 40% 계옹용 1 년 전 에 비해 3안 7전웬 증가하는데 그쳤고 소득 41 - 60% 계충은 l
년 전에 비해 4 안 7천원 중가에 그쳤으여 소득 61 - 80% 제충옹 l 년 전에 비해 7깐 3 친
씬이 출었고 소득 81 - 100% 계용온 우려 32얀 2전원의 가계수지 적 '1 응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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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식세계률 홍괄하는 문화격차올 야기함으로세 계급

계층 간 공간분리현상

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양극화와 계급구조의 정직화 현상 속에서 한국인틀의 주관적 계
충의식 또한 중대한 연화를 겪고 있다는 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 2000 ) 에
따르연 지신올 중산충이라고 영가한 비융은 91 년 61 .3% . 94년 60 .4 %에서 99년
54 .9% 로 강소하였고 반연 하류총이라고 믿는 사람은 9 1 년 37 .1 %. 94년 38 .2% 에
서 %년에는 44 . 0 % 로 증가하였다 동아일보의 2001 년 여흔조사에 따르연 국민의
47 . 9% 는자신올 저소득충으로인식
끄 생각하고 있다(동아일보 2001/3β 1)

42 ， 0% 는 중산총

7.3% 는

빈민흥이라

최근 중앙일보의 여론조사도 3년 전에 비

해 핵심중산충의 비융은 축소되고 한계중산층의 비융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계층의식의 하향분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 또

2008 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국인의식조사에서도 지난 10년간 국민의 주
판적 계충의 식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1 % 에서 2008 년

중산충 해속감이

28% 수준으로 급속하게 하락했는떼

1 998년

이는 외환위기 이전

70 - 80% 수준에 비하연 얘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한국에서 세계화 이
후 전개된 사회경제적 수준의 양극화 심화는 계급적 귀속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
치고 있다고 불수 있는 것이다

IV 안국샤회 계급정지의 전재와 변영
그렇다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감온 사회경제구조와 사회의식에서의 연화들이

1)

중앙일보 죠사연구댐용 2008 년 12월 9일 전국의 2D새 이상 성인 남녀 880~ 에게 -당신

용 어떤 계 총에 속한다고 생각하싱니까-른 용어왔다

계충은 상

중

하총으로 나능

뒤 각 총올 다시 3개 ( 상층의 정우 상의 상 상의 중 상의 하)로 구운함으로써 9당계호
새운화했다 조사 경과 상충

1%

중충

57%

하충 42%로 냐타났다

1 991 년 외환위기

아 션에는 거의 모든 여흔호사에서 중충 대 하총 비용이 7 대2로 나왔다 에싱중산충(중
의 상 중의 중)과 한계중산총(중의 하 하의 상)의 연화응 조사하였는데

조사와 비교하연 한계중산충의 비용옹 27.8 % 에 서 35.3% 로 크게 능고
의 상

2005녕 12월

빽싱중산충(층

중의 중)의 비용옹 39 . 1 %에서 36.3% 로 내려앉옹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08/ 1 ν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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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집단즐의 계급의식과 나아가서는 계급투표플 비롯한 계급정치현상융 강화시

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사회경찌적 구조얘서의 쩨급척 단결의
싱화와 주관적 계층의식에서의 중산충의식 약화는 사회 전반의 계급적 갈동의 성
화와 계급정치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해 용 수 있다
그러나 경흔부터 말하연 사회경제객 양극화의 싱화로 인해 경제척 수준에서는
사앙률의 계급

계총걱 귀속갑이 중산충 의식에서 서인 충(하충) 의식으로 바애는

추씨가 발견되고는 있지만 정치의식용 기준으로 해서 용 때는 계급적

진보적으

로 나타나지 는 않고 있다 또 이훌 각각의 계급(계층)별로 분석뼈 보연 그 양태는
상당히 욕장한 양상올 냐타낸다 사회경제구조의 연화가 그대료 계급정치에 안영
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애우 비대갱척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저 계급정치의 강화 현상이 사회양극화로 인해 삶의 초건이 극히 융안정해진
하총계급이나 중간계급의 앵태에서 나타냐는 것아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상충계
급의 앵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장용 현상올 살펴율 수 있는 가장 단적인 경험
사에는 1 8대 국회의앤 총선거와 2008년 7월에 치러진 서융시 교육강 보뀔선거에서
의 계급쭈표현상융 툴 수 있다 여기서는 상충계급이 가장 적극적으로 계급투표에
동씬되었옹용시사한다

뼈8 년 4앤 1 9 일 치러진 1 8 대 총선에서 서울지역 선거 절파용 분석얘 보연 서
올파 경기 퉁 수도권 지땅에서는 재산을 가장 않이 가진 상총계급집단이 재산증식
과 재산보호용 위한 정당융 지지하기 위해 자알척이고 열성적으로 !èJ[창여에 나
섰읍융 보여준다 아래 〈표 1)용 상충계급이 집중의어 있는 서용의 강냥권 3개구

(강냥구 서초구 송파구)와 상대객으로 하총계급이 많이 운포하고 있는 강욕권 3
〈표 1) 1 8t씨 국회의원 용선거 비얘대 요 징S옐 득요의 서융 깅냥킨-깅륙켠 비교
지역

보수정당지지 진보정당지지

서용명 g

555

..,

강아구

511

도용구

노앤구
용처

지역

보수갱앙지지 진보정당지지

서올영균

555

..,

45 .5

강남구

ffI .7

27 .4

549

4 1. 9

서초구

672

295

53 .5

42 _8

송따구

596

370

8

8

종앙선거완리위씬희 2008용 uf당으호 쩌구생

주 보수갱당;얻냐라당 자유선진당 잉악연애
국당 진보신당

진보정당;인주당 인주노동당 창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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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판위 선거정보센터 에tp:l/elccinfo. rw:c .go .kν
〈그림

2)

서률시교윤김선거 자치 구얼 득표 비교

개구를 대상으로 비헤대표의왼 선출올 위한 정당영부투표에서 보수정당과 진보정
당에 어떻게 표를 던졌는지룹 비교 분석해 본 것이다 아래 표에서도 단적으로 살

펴올 수 있듯이

상충계급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지역 강낭권에서 보수정당으로의

요 쏟힘이 강북권보다 원씬 싱했다는 것올 앙 수 있다 절국 이는 상충계급집단。1
중간총 빛 하충계급징단보다 계급투표에 보다 더 충실하다는 것올 간정적으로 보

여준다고말할수있다
또 2008년 7웰 30일 치러진 서올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을 분석해 보연 상충계급
의 계급투표현상은 더욱 선영하게 나타난다

。l 선거에는 서울지역 전체 유권자

808 안4 천여 영 중 15 .5% 가 투표에 캉여했다

그 경과 보수성향의 공정택 후보가

40 . 1 % 의 표룹 얻었고

진보성향의 주경복 후보가 38.3% 의 표를 얻었다 그런데

지역별 득표융 구조를 보면 서윷시 257fl 자치구 중 공정택 후보는 25개 자치구 중
에서 올과 8 개 자치구에서안 앞섰고 주경복 후보는 나어 지 17개 자치구에서 앞섰

다(그립

2) 그렁에도 불구하고 공정택 후보가 최종척 결과에서 숭리흘 거운 이유

는 상충계급이 집중적으로 분포도l 어 았는 이륜바 강냥 3개구에서 공정택 후보 의
평균 득표융은 56 . 1 % 에 날한데 비해

주경복 후보는 세 자치구에서 평균득표융이

용과 26 . 2 % 에 어울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정택 후보의 숭라 요인은 상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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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강력한 웅집력올 가지고 계급투표에 동원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떼 바로 이와 같은 상충계급의 계급투표 현상윤 정권의 흥지전략에도 상당
한 영향올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영박 정권은 2008년 훗붕집회 이후 정치적
위기에 직연하게 되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부동산 규제 완화를 봉해 부유충의 숭
퉁올 트이게 해주고

긍산운녁 완화와 공공부문 인영화 추진

최저임금제 개악 시도

비정규직영 완화와

교육자융화정책 퉁 거대 기업과 일부 부유총에게 혜택이

집중외는 계음 연향적 정책들올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는 이영악 정권이 상
충계급의 정치흥원을 동해 정치위기롤 극북하려 한 시도로서 그 강옹 계급동원전
확의 구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매경에는 상충계급의 껴1 급투표 강화 현상。1 존재했

기 때문이라고옹수 있다
반연에 중간층 이하의 계급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상충계급의 투표행태와는 달
리 제급투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중간충의 계급적 투표와 판연왼

행태읍 영 수 있는 직정척 데이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정황척인 간정자료
들올 흥해 이콩 살여보았다
언저 사회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라고 옹 수 있는 하총계급은 계급투표는커녕 오
히려 계급배반적 투표를 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왼다 며앤시정책개발원이라
는 민간조사기한이 뼈 8 년에 1 0월에 플란탤 고스초크 모텔에 의거하여 실시한 한
국인의 정치성향 조사에 의하연

소득별로 용 때 200 - 400안원 사이의 중간충집단

이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개혁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비해 200안원 이하의 소
득집단으로 상대적으로 영 진보

것으로 나타난다

8]

개혁적이여 더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표 2)에서 보듯이 소득이 낮을수폭 사람등온 권위주의와 보

수주의륭 더 지지하고 진보

개혁주의윤 탤 지지하는 경향응 뚜렷이 나타내는 것

이다
이런 득정옹 〈표 3)의 서윷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중앙대 차세대에너지안전연구

단이 실시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91 초사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되는데 그에 의
8)

상충 중간총 상충계긍 사이의 소득구분올 200안앤 이하 200- 40(]안원 40(]안원 이상
으로 힐 수 있는지는 의운의 여지가 있다 사실 400 안원 이상의 소득자동도 상당부분용

중간계급으로 포항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원다 그령에도 융구하고 이 자효용 인
용하는 이유는 죠샤 자료의 그 강옹 한계릎 감안힌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추。ls 상여보
는 데는 유의이하다고 보기 때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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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4운위 모잉에 의거힌 직업일 소득계종영 정치성잉때
자유주의

보수주의

권위주의

진보 개혁주의

중도

59

88

332

37.3

14 .9

101 - 200만월

62

88

37 .3

354

12 3

201 - 300반휠

53
77

349
28.6

42.0
49.9

t3 ι0

301 - 400얀원

48
2.7

401 안왼 이상

11. 4

95

27.2

378

14.0

X‘ l

충처

에

며앤시갱책개엘앤

20Cθ r한국인 정치성향 조사절과 보끄서j

111

피앤시정액재땅씬

하연 한국에서 하충계급은 상충계급과 마찬가지로 환경의식이 취약하고

약자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며

사회적

용질주의적 가치관올 가지고 있고 경제성장이나

안보를 위해 인권을 제한하는 데에 더 많이 찬성한다는 것이다(장덕진 20(8)

바

로 이런 정들은 히}충계급이 자신의 계급객 이익올 대변하 는 가치 흩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충계 급의 가치를 지지하고 있응올 보여주고 있으며

투표장에서도 진보

적 정당보다는 보수적 정당에 표를 던첼 것임올 시사한다

다용으로 한국에서 중간계급은 앞서 언급한 조사를의 경과에서 보는 것처럼 가
장 진보개혁적인 성향올 나타내고 있다 그럽에도 올구하고 이들용 계급적 지향성

9) 서융대 샤희땅전연구소와 중앙대 차새대에너지안전연구단이 5B5와 중앙일호의 'v-왼용

받아 한국생험에 의회하여 싱시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조^f" 자료이다 조사기간온
2008 년 8월 12 - 24일이며
추용하였으여

19셰 이상 유효표본 1. 002영 지역옐 인구비에 층화우작위

g용오차는 :1 3. 1 퍼센트 포인트이다

10) 4훈외 갱치성향의 기준응 윤런，~ -고스초크 모탤에 의거하여 도용왼 것이다
개인자유(. )

시장자유 ( . )
권위주의

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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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3) 01녕싱앙열기치관 비교
앵옥

보수

중도

진보

p

환경의식

17.0

79.3

82.7

252 에너지 절약앵동 장여한 적 있 는 썩샌트

약자에대한

13 .53

12_89

12.55

001 에이즈나 한샌영 풍 질병 보유자와 악수

셜영

할 용의

판용

갱수 농융수욕 악수 기피

4 - 20껍 .

사회적 위영

10.9

63

80

081 중간 이상의 사회적 위협군에 속한 퍼샌

노출

트

탕용질주의
인권의식

벼정주의자 혼합앵 혼앙형

αm

2 90

3.01

3.03

081 갱수 높용 수륙 인권제한반대 1 - 4성

2.7 2

2.88

2.9 1

010

(경제 )
인권의식
(안보)
정부율신

3 44

3.58

3.71

002 접수 높융수욕 용신 1 - ' 정

신운용신

299

308

3 띠

306

앙송정신

286

294

2_78

071

시인단셰융신

3 04

300

2_75

000

춧용집회

I 93

1. 83

2_ 19

αm

‘

참여

훗용집회 참여정도

1 " 춧용집회 우당

2 " 정당하지안 창여안함 3 " 소극척 장여
4 " 적 극 장여

충처

장덕진 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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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오히려 탕계급적 지향성올 더 않아 표출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얄전연구 소

와 중앙대 차세대에 너 지안전연구단의 조사 자료올 토대 로 유권자를의 정 치 성향을
분석한 정억진 ( 2008 . 52 ) 의 주장에 의하연 진보적인 집단일수록 환경의식이 강하

고 공악‘ 인권 관용에 대한 의식이 강하여 당울정주의적이고 집합적 의사표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창여한다 즉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호 가장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중간계급은 융질적 가치나 계급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정치사회척 자유
나 인권 공익 환경과 같온 초계급적 가치등에서 보다 더 정치적 특성틀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 다(요 3) 이는 한국에서 진보성 과 계급성이 일
치하지 않는다는 것올 양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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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2008 년 춧올집회는 그러한 추세륜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훗

올집회는 그 과정에서 운동 주체등이 노동운동올 비롯한 기층운동집단을과 일갱
하게 갈퉁을 빚은 데서도 보듯이 중간총운동의 성격올 띤 것이었다 여기서는 한
국 사회에서 핵싱 이슈 앵위주셰성

고 있응올 보여주었는데

생명

문화적 가치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연화윤 겪

건강 환경

주거

교육 일자리와 겉이 대중의 일

상생안 속에서 제기되는 당계급적 생한정치 쟁점들이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새로

운 정치적 주제로 부상하였다(고원 2008 ) 또 그 같은 앤화와 합께 새로운 정지 주
체가 생산되고 있읍올 보여주었는데 노동

인중 지역 갇은 기성집단을융 대체하

여 여중생 플과 고퉁학생들 온라인 토론장의 네티즌들 유오차 부대와 생앙협동조

합의 죠합왼틀이 정치무대에 출현하였다(박숭옥 2008). 11 ) 바로 이 사건용 중간계
금의 주제성올 얘개로 진보성과 당계급성이 결합되는 옥득한 정치적 경로의 형성

가능성융 나타내는 것이다
요컨대 이처 럽 한국 사회에는 사회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용명퉁이 급속히 싱화
되어 왔옹에도 장구하고 계긍적 사회균영이 정치영역에서 계급갱치의 강화로 연
결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계급투표는 사회양극화의 피해자인 하총계급이
나 중간계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상충계급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하충계급은 자신의 계급적 가치를 지지하지 않고 역으로 상충계급의 가지갈 지지
하는 제급배안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크다 중간계급윤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것은 당계급적 가치지향성을 강하게 띤다

V

계급정치의 번영 연상에 대안 추론적 분석

왜 한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진행이 계급정치의 강화로 나타나지 않는

11 ) 춧 g집회얘서 나타난 현상을이 당근대 안산업

딴융정 당계급적 가치라는 연회의 땅

향과 전적으로 일치되는 것옹 아니다 예용 융어 헌엉 민주주의와 강옹 시인적 기본권
의 문제

이국삭 측산재도와 강옹 자용운동의 운제

헌정애국주의로 g총왼 대외적 국

가주권의 용재 둥 근 대객이고 국인국가 지향객인 가치을이 훗"깅회에서도 중요한 주
제로 지속적으호 부상하고 있기 때운이다 다안 그런 주제틀이 표현외는 앙식온 과거의
표현 방식과 커다란 변오읍 꺾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씬 20(8)

한국의 계급용명등과 계긍정치의 구죠

〈요
제

4)

힌국 사회의 게급구성딴위

l 잊잉

급

중간계긍 중상계급

09 31) 3

205

%)
’ 아l()

1980

1910
L3

49

403

L8

45.6

1. 9

200l

53 .0

43

사우전문노동자
(화이트켠려 )12)

자영업자

66

14.2

[7.7

255

239

130

14 8

208

182

24 .8

비중간

육체노홍자

89

169

226

31) 6

29 7

계급

도시영세인

66

80

59

62

76

농어벤

640

44 .7

3 1.3

17.5

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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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급과 정치의 관제 양태가 계급들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가? 여기서는 이런
문제들올 싱충적으로 운석하기보다는 주흔적 수준의 분석올 제시하기로 한다
언저 우리는 그 원인을 사회경제적 초건의 륙성 으로부터 추흔해 올 수 있다 역

사적 맥락에서 한국의 계급

계충구조는 산업화 과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냐는

자본과 노동으로의 양극운해와는 사뭇 다른 패턴올 보여 왔다 이런 특징적 추세
는 \990년대 이후 더욱 급속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계화를 흥해 국제경제 질서
에 깅숙이 연입되연서 한국 사회는 근대적 산업사회'"우터 산업사회와 당산업사

회가 중첩

공존하는 구조로 빠프게 연모해 왔다

비 중의 급속한 확장 추세가 정체되거나 쇠띄하고

산엽화훌 퉁한 선동적 제조엽
대신에 지식

엽이 사회의 주력산영부문으로 그 비중이 점차 확장되어 왔다

갱보

서비스산

그에 따라 인구학

적 구성에서도 산업사회릎 상정하는 블루캉라 노동자계급의 비중이 흥소되고 사

우

전문

기술

관리 업종에 종사하는 화이트컬러 노동자 이른바 새로웅 중간집

단의 비중이 정정 더 확대외고 있다(표 4). 13) 야로 이 같은 계급쿠조의 특성은 산

12) 화이트킬라계충은 대새 g 원리자 전운가 상충의 중상제급융 채외한 (준)전운가 기술
꽁 사우직종사자융 지갱힌다

13) (J{ 4 ) 에서 보듯이 사우선운노동자충의 비종용 2000년 현재 23.9% 에 당하고 있다
IMF.사태 직후 정재구조조정 과정얘서 이등이 집중적인 강원대상으효 생으로써 일사 적

으로 약 6 - 7% 가양이 자영업 우운에 온에 윈 싱업자로 인 ~I 원 정용 강안하연 200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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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쿄표표프쿄학깅
〈그림

3)

임금쇼득 울영등도 추이

영화를 거치연서 형성된 서구사회의 계급적 균열 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
회균영구죠 형성 가능성올 시사한다

중간총계급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탕계급적

가치지향성은 이러한 사회추세융 반영하는 것이라고 융 수 있다
다음으로 새계화 동 사회변동의 특성에 의한 영향올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세계
화와 함께 나타나는 사회 용명퉁 구죠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냐 는 자본가계급 노

동자계급으로의 단순한 이 원적 양극화와는 다른 특수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
회양극화 과정응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컵 사회의 。1 원적 양극화의 경향융 보이연
서도 각각의 계급

계충 내에서 세계화에 대한 연계의 유무와 지식

습득 여부에 따라 분화가 일어나는 양상융 보여주고 있다
도 수출기업과 내수기엽 사이의 균열

정보기술의

이플태연 자본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균열

판련 기엽과 제조기엽 사이의 균열이 싱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 31
내에서도 전문직과 자영업 사이의 균열이 심화되는 경향올 나타내여

금융

π

중간계급

노동계급 내

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균열이 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예를 플어 노동자계급 내부의 임금소득 융명퉁 추이를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홍

는 약 30% 가량에 이르고 20 1 0년애는 35 - 40% 에 이 률 것으로 추정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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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조사 흘 기초로 살펴보면‘ 〈그립 3)에서 보듯이 지니계수는 1 994년 ( 0 .272) 올 저
접으로 2003년 (0 .320 ) 까지 증가하고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입금 ( 1'90 10) 은

1994년 (3. 64 'A) 융 저정으로 2이 3 년 ( 4. 3 5배)까지 중가하고 있다

엄긍구조 기온통계조사 는 조사대상이

그런데 노동부

‘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이므로

실제

임금소득 을명퉁은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선셰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풍계청

경제할홍인구조사부가조사 에서

2000년 4. 94애

200 1 년 5. 19 애

2002년 5.50 애

하위

10%

대 비 상위

10%

임금은

2003 년 560애로 계속 확대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깅유선 2005) 씨
이런 양상은 자본 내부에서 대기엽과 중소기업 간의 판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
나고 있다 이규복의 연구 ( 2009 . 7- 15 ) 에 의하연

대기엽과 중소기 엽 간의 수익성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성화되는 것 a로 나타났다 얘출액대비 영업이익륜을 기준
으로 용 때

대기업은 200 1 년에 6 . 03% 였던 것이 2004년 9 .4 %로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는데 안해 중소기업은 2000년 5.83% 를 정정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6
년에는 4 . 1 5% 릎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대기업 중소기영 간 수익성 양극화는 고
용 양극화 기술개발 양극화로 전이되는 양상올 보이고 있어 구조적 양극화로 나
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업 사회적 양극화의 양상은 단순히 자본 노동 인 부로의 。1 원적 불평퉁의
심화가 아니라 각각의 계급툴의 영역에서 다충적으로 진행되연 서 그것이 결과적
으로 전셰적인 사회적 칼명등올 심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항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 균열의 특성옹 사회구성원틀의 의식에도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이 2005년 8 - 9월에 실시한 조사
에 따르연 한국 사회의 균열 구조는 복장하고 다충적일 수 있음융 보여주고 있다
1 4개의 갈퉁 그용올 성갱해 그용아다 대칭되는 두 집단의 체강 거리갑올 물어왔올

때 측정 결과 ’장사는 사랑과 옷사는 사랑 간의 거랴강 ( 89 .6 %) 이 가장 크게 나
타난 가운데， 기업가와 노동자 (76 . 0 %)

정규직과 비정규직 (75 . 2%)

대기업과 중

소기업 ( 73 .9 %) 간의 거리감 또한 그에 못지않게 크게 드러 냐고 있다(중앙일보

2005/10(13) 이는 빈부 노사 간에안 사회적 거리갑이 존재하는 게 아니 라 노와

141 이헌

수서는

OECD

게 표옹것이다

국가 중 잉긍소득 갇영둥이 가장 높은 미국 ( 2001 년 4 _ 33얘 ) 보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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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우+대세로 크다 고 용당한 비용 단위
충지

중앙일보

%)

2005/10/13
〈그림

4)

집딘 간 거리김

노 사와 사 내부에도 균열이 있다는 것으로 사회균열의 복잡성과 다충성올 시사
한다(그링 4 )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세계화

정보화에 의한 사회변동 및 사회균열의 복잡성

과 다충성은 사회집단들의 계급의식올 굴절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흔된다

사회구

성왼틀은 급격한 사회변동파 그에 따른 사회적 을명동의 심화 현상을 。l 률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느끼고 있지안 종 더 구셰적으로 틀어가연 각 집단마다 그에 대한
이해 방식과 태도는 판이하게 연형되어 나타나고 있다 악스 에벼가 말한 것처겁

각 계급집단등 내부에서의 분화와 갈퉁이 계급 간 갈풍올 상쇄함으로써 계급적 균

열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남는 하나의 문제는 사회경제구죠의 특성으호 앞서 성명한 계급
적 균열의 양상올 전부 셜영힐 수 없다는 정이다 다시 말하연 탕근대사회로의 빠
른 진입에도 융구하고 그에 대한 반용이 왜 각 계급을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하는 툴응이 제기원다는 것이다 욕히 상충계급은 중간총계급과 닿리 왜 강한 계

급정지적 행태률 보이고 하충계급은 계급애반적 앵태블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언저 상충계급의 계급정지적 행태는 한국 자본주의에 지속적으로 용존되고 있
는 전근대성과 전인성의 요소에 의한 근대성의 왜곡왼 실현 때문에 생겨나는

시

한국의 계급융명동파 계급정치의 구죠

대적 지셰

(Emsl

현상이 라고 보인 다

Bloch ) 가 말하는

라는 개념을 적용하연

g

그것은 독일의 마르크스주의 사학자인 윤로흐

비 동시 성의 용시성

(simullaneity of the

세계화

탈근대화 같은 새 로운 사회현상틀이

탈산엽화

non -simultaneous) 이

급속하게 형성 되 고 있응에도 볼구하고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사회문화적 구
조 사이의 괴리 잊 그 괴리호 인해 빚어지는

운화적 지셰(，비l뼈

lag) 에 해당한

다고블수있는것이다

다읍으로 하충계급의 행태는

조직화원 정치적 경험 의 유무에 대한 역 사 적 설

명 요인。1 핑요힐 것으로 보인다 똥슨 ( 1 968 1 에 따르연 -계급은 어떤 사랑을이 공
용왼 경협의 경과 자신툴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다은 타인틀과 대 립되는 통일한 이

해관계가 존재함올 느끼게 되고 또 그것올 분영히 깨닫게 휠 때 나타난다-고 말
한다 작업장과 주거공간에서 반복척이고 집단적인 경험올 공유하게 휠 때 단일한
정치적 행 위 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왼다는 것이다 ( Parki n 1979: G띠dens 1973

1984 은수미 2009 40 재인용) 또 자신올 대변하는 정당 1 조합 겉은 조직의 유무
와 그것올 통한 집단적 정치경영과 교육의 수행 여우 퉁이 중요한 역할올 하게 원
다고볼수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연 한국에서 사회의 하충계급을 구성 하는 집단들은 반복
적이고 집단적 경헝올 공유할 기회가 없었다고 블 수 있다 낮은 노동초합 조직플
과 진보적 계긍정당의 부재는 하총계급이 정치적으로 훈련방용 수 있는 기회를 구

조적으로 제약해 았다
지나지 않고

더욱이 비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노죠가입쓸이 3 .4 %에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는 직엽적 특성상 집단적 조직화의 가능성 자

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하충으로 갈수록 집단적 경헝의 가능성올 더욱 제약받게 왼
다 게다가 이플은 언론이나 땅송

인터넷 퉁올 흥해 사회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 계급갱당 잊 지지기반의 부재는 하

충계급올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동원한 역사적 경헝이 부재하다는 것파 일치한

다

lS ' 바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현실적 초건틀이 결합하여 한국 사회에서 계급

걱 정치균영올특수하게 나타나도록만든요인으로작용했다

l5 1 이와 판련해서는 응수이 (20091 의 논의 S 않아 창조하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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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과 암의 : 제급정치， 탈계읍정치， 꽁꽁성의 정치

지금까지 본론의 논의를 요약하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의식의

특정은 사회경제적 초건의 성격과 계급적 정치역량의 상태 같응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 복잡한 비대칭성의 형태로 나타난다 보다 구에적으로는 한국의 사회집단들
은 전제적으호 사회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계급적 불평동 현상융 정접 강하게 느끼
고 있지안 그것의 양태는 여러 가지로 굴젤되고 연형되어 나타나고 있다 계급정

치의 양상응 사회양극화의 패자인 하총계급에서보다 오히려 상충계급에서 더 강
혈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충계급의 하류의식은 계급의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중간
계급 내지 노동계급 상충과의 경제척 분화와 격차 심화로 인해 갈풍적으로 표출되
는 양상올 보이고 있다 싱지어 하충계급은 상충계급의 갱치적 헤게모니에 포성되
어 상충계급의 가치판올 지지하는 양상올 보이기도 한다 중간충은 사회적 울평퉁
의 심화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가치판도 진보적이지만 그 양태는 계급적 의식의 형
태룡 띠기보다는 탈계급적

탕용질주의적 의식의 형태를 상당 부분 억고 있다 계

급적 불명퉁의 심화에 따라 계급적 귀속의식이 강화되기도 하고 그런 추세룡 반
영하여 계급당흔이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냥에도 올구하고

그것은 여러 요인즐에

의해 계긍정치의 강화로 나타냐지 않는다 이는 기존 이롱의 이운엉척 도식에 의

해 당연적으로 셜명되기에는 충운하지 않는 현상으로서 우리에게 한국 사회의 이

행적 특수성을 포착해야 항을 시사하고 있다 161
바로 이와 같이 계급적 정치현상파 탈계급적 갱치현상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은

16) 이와 겉옹 새로운 이슈 잊 가치 유형이나 앵워주에성의 종현 옹 써계화

정보화로 대표

되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구초 연용의 욕성과 관련원다 김운조 (2008. 99- 1 00 ) 에 의하연
오늘날 현대사회는 욕정 가치의 지애력이 약화되고 제도을 간의 경계가 이완되는

사

회구초객 유연화 와 사회가치의 다원화 용 초래함으로써 연화의 복잡성융 중대 샤 키고
있다 그형기 때운에 현대사회는 내적 구죠나 용악이 혹장다양하여 일윤객 진단 예측융
어영게 한다 이 같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욕성옹 새로훈 사회갈퉁유형올 산출하는데

현대적 강풍에는 권력이나 채화와 강용 정치경제적 요소는 g론이고 소비주의

때이니

중 다운회주의 퉁 사회문화객 요소틀이 정착원다‘ 그러고 다양한 운화욕구툴이 가세원
사회강퉁옹 안순히

다

경핍의 운제 융 녕어서

의미 의 운제융 와생시키게 원다는 것이

한국의 계급용영둥과 계급정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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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세력틀의 꽁꽁성의 정치전략(헤게모니전략) 수링에 중요한 합의를 던져
준다 한국 사회에는 앞서 앙한 사회현상의 모순적 조건을과 마찬가지로 계긍정치
적 지향성옹 갖는 사회정치세력과 탕계급정치적 지향성올 갖는 사회정치세력 들이
영존하연서 다양한 수준의 갈풍 협력관계흘 형성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학계에서도 계긍정치와 탕계급적 갱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다 예
잘 들어 한국에서 정지주제의 형성 방엽과 정잭의재의 영정에서 계급생치 상화의

중요성을 강초하는 주장(김인춘 2006

김영수 2(04 )이 있는가 하연 다른 한앤에

서는 계급보다는 단계급걱 정치의 중요성올 강조하는 주장(최현 2008) 이 있고 또
이흘 절충하려는 주장(조회연 2(08) 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언저 계긍청치의 판정에서 용 때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상충
계급과 하충제급 사이에 불균형과 역비헤성

특히 하충제급에서 보이는 계급배반

적 양태는 그등이 좀 더 계급 정제성에 대한 자각이 멸요함을 알해 주고 있다 또
상충계급의 정치행태도 실질걱으로는 시대적 지체률 안영하는 현상이라는 정에서
합리적이라고 명가하기 힘들다

상중계급의 정치앵태는 헤게모니적 지배농역의

알현이라기보다는 한국 자본주의 구초 속에 엉존하는 배제와 득권의 온존 즉 천
민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원다 그런 정에서 한국에서 계급정치를 합리화
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판정에서 유의미하다고 용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계급정치적 노선은 세계화와 탕산엉화와 같은 사회경
제구초의 연풍에 의해 새읍게 재구성되어지지 않융 수 없다

새로운 사회경재적

환경에서는 기존 산업사회에서의 계급 영주와는 다릎 새로운 사회적 윤열파 사회

적 이슈흉 안틀어 내는데

그 갇은 균열은 기존의 계급적 정계흉 따라서 일어나기

보다는 여러 계급등을 교차하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이슈의 양상에서도
새로운 사회연동 요인들의 작용에 의한 위험사회의 갱갱들이 출현하여 중요한 사

회적 가지룹 획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자리

건강 교육 육아 환경 동 계급적

다양성을 포괄하는 모습올 나타내고 있다
바로 이와 강은 연화들은 어느 사회정치세력도 기존의 계급적 균열에 일연적으
로 의존하는 정치 전략융 추구할 경우 궁극적으로 실때항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알하면‘ 우파적 보수 세력을이 추구하는 상총 자본계급 중
싱의 계급정치 전략이나 좌파적 진보정치세력이 추구하는 노동계급 중심의 계급
정당선략은 모두 실패할 가웅성이 크다는 것이다 근래 한국의 노동운동 진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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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계급적 요구륜 중심으로 하는 활동으로부터

사회공공성 올 중심으로 한 한

동으로 션화해 가고 았 는 것도 기존 계급정치적 천략이 한계에 용착했응융 인식했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오건호

2007) 따라서 앞으로 정치 전략은 계급융 교차

하며 퉁장하는 사회 의제을 속에서 각자의 이해용 정치구도로 정립해 내고 그것

훌 통해서 정제성올 구성해 나가는 새로운 공공성의 정치 에 대한 과제를 안게
왼다

투고일 2α9년 8얼 19일

심사월 2α8년 9월 1 일
게재외정월 2αg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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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fTRnrr 1.
Class Polarization 뻐d Structure of Class Politics in Korea

까1e Implication on New Politics for

Publicness

One Koh

깨 "pa 야 r

I &r<ö lJ<WE>SitY

analyses how thc socio-economic changes in Korea after globalization in f1 ueoce

thc class consciousT1C SS of social groups and class 띠 "κs. Th ough people in Korea lend 10 feel
the class

JX끼an깅 tion

acco떠ingly 까1Cre

more acutely , interestingly

enou야

they don ’ t develop class politics

are distinct variations among the dasses. The phenomenon of CI잉 votmg

‘’

is noticeable at the upper class. On the ∞O ""'Y‘ the 10 er class incline 10 suppon the value
agenda of upper class and therefore 、'Ole for the conservative p띠ty . Middle class appear 10 be
morc li lx:α1. aJ though thcir value ap야als dcmonstrate post-materi 피 istic and non찌야S pallem
The unsymmctric

띠lIem

seems 10 represent the underdevelopment of c ι55 conSCJQusness at

‘’

10 er dass level. It implies that c1잉'P이 itics in
bata야ed

Koπa

needs 10 be more rationalized for

moπ

social devclopmcn t. Th e socio-economic changes driven by globalization ‘ which

have emerged new social c1 eavages and

issues ，잉k US 10

be more attentive 10 the "new politics

forpublκκ"

Key、‘ 0여s:

globalization, the c1 ass polarizalion , class politics, new politics for publκ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