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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유권자들 사이에 계급의식과 계급투표가 존재하는지, 존재

한다면 어떠한 양태로 존재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존재하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논문의 문제의식은 ‘계급정당부재론’이나 ‘계급균열부재 불가피론’과는 달리 한국사회

에서도 사회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계급투표가 나타날 수 있

다는 것이다. 방법론적인 문제의식으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계급에 대한 측정자가 

한국적 현실에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논문은 최근 십 수년간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주목하면서, 계급의 주요 측정자로서 재산 정도를 분석모형에 포

함하여 계급의식과 계급투표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의 주요 발견은 재산이 소득만족이나 공정분배 및 빈부격차와 같은 유권자의 분

배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장개방, 기업규제 반대, 세금인하와 같은 경제적 

이슈와 복지확대, 무상급식 및 사회적 약자보호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

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은 정당 혹은 후보지지에는 간헐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 사이에 계급의식이 증대되고 있으나 계급투표로까지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는 본 연구의 발견은 정당이 동원전략을 변경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조심스럽게 시사한다. 또한 학문적인 측면에서 논문은 계급조건의 측정자로서 

재산 변수를 사용할 것과 일차적인 계급의식으로서 분배의식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계급투표, 계급의식, 분배의식, 재산, 투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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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국정치의 특징 중 하나는 계급정치의 부재에 있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동안 균열이론

을 적용한 대부분의 한국정당정치 연구들은 계급균열의 부적합성을 지적하면서 지역균열

을 강조해왔다. 선거 연구들도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 계급투표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만한 

두드러진 증거를 찾지 못해왔다. 계급의 경험적 지표로 사용되어 왔던 직업이나 소득이 유

권자의 정치적 정향이나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 연구의 일

반적인 발견이었다. 계급투표의 부재에 대한 비판이론가들의 해석은 주요 정당들의 동원 

전략이 한국 유권자의 계급의식과 계급행동을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최장집 1996; 

2006; 2010; 손호철 1995; 백준기 2003). 또 다른 해석은 국민들 사이에 계급의식이 충분히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수진 2008; 정진민 2008). 해석을 어떻게 하던 간

에 이들 연구가 주목하는 현상은 한국 유권자들은 계급적 처지에 따른 공통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을 보면, 국민들 사이에 계급의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경험적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에서 실시한 3년간의 『한국사회 

갈등연구 조사자료』(2010; 2011; 2012)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

등으로 빈부갈등과 노사갈등이 3년 연속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1) 선거 연구에

서도 계급투표의 존재를 제기하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즉 계급적 속성의 하나인 주거유형

이 한국 유권자의 정치의식과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손낙구 2010).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의 한국 정당 및 선거 연구가 ‘계급정당 부재’ 가설을 논의의 암묵적 시발점

으로 상정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계급균열과 계급투표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진전을 더디

게 하였음을 반성케 한다(유진숙 2011). 그동안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계급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지수 등에 대한 연구와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 사회갈등의 크기에 대한 비교

세대갈등 노사갈등 빈부갈등 지역갈등 지방갈등 남녀갈등 이념갈등

2010년
2011년
2012년

2.83
2.82
2.94

3.12
3.15
3.18

3.44
3.36
3.38

2.71
2.66
2.63

2.89
2.74
2.71

2.29
2.26
2.30

2.90
2.98
3.07

 출처: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2010;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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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논문은 한국사회에 계급투표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떠한 양태로 존재하고, 왜 그렇게 존재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

다. 먼저 이 논문은 계급에 대한 변수에 소득과 직업뿐만 아니라 재산 정도를 포함시켜 이

것이 유권자의 정치적 정향과 태도 및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나아

가 이 논문은 기존 연구가 주로 이념과 이슈에 대한 계급의 영향을 규명하는 데 집중해온 

것과는 달리, 계급이 분배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배의식에 대한 분석은 

그 동안 거의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는 그동안의 학문적 성과에 새로운 기여

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와 이론적 논의

1940년대 이후 일련의 투표연구는 개인의 계급적 위치와 정당선호 간의 연관성에 관한 

몇 가지 가설을 제공하였다. 가장 단순한 가설은 소득이 낮은 집단은 경제적으로 나아지

기 위해 분배평등을 표방하는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반면, 소득이 높은 집단은 그들의 경

제적 이득을 유지하기 위해 좌파 정당을 반대한다는 것이다(Bendix and Lipset 1957, 82-

87; Downs 1957, Ch.3). 계급투표의 기초로서 물질적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이 가설은 그 

후 모든 분석가들에 의해 어느 정도 공유되었다(Evans 1993, 263). 

그러나 특정 계급의 구성원 상당수가 협애한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지 않는다

는 경험적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계급 구성원과 투표결정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더 

진전된 이론화가 필요하였다(Scarbrough 1987; Weakleim and Heath 1994). “콜롬비아 학

파”로 불리는 일군의 연구자들은 역사적 계기에 대한 공통의 경험과 계급 내 연결망 및 사

회 조직들과의 관계를 반영하여 계급투표가 나타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집

단의 역사적 경험의 축적과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적 연결망의 강화 효과에 주목함으

로써 단순한 이익 표출을 뛰어넘는 유권자의 투표결정을 설명하려는 것이었다(Lazarsfeld 

et al. 1948; Berelson et al. 1954).

한편 미국 유권자들의 탈계급적인 투표행태를 이해하려는 접근법이 “미시간 학파”에 의

해 제시되었다. 미시간 학파는 투표의 메커니즘을 인과적 순서와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깔때기를 따라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보았다(Campbell et al. 1960, 24-25). 계급혈통과 직

업을 포함하는 사회구조적 변수는 깔때기의 넓은 입구에서 작동하면서, 투표선택을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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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깔때기의 좁은 끝에서는 정치적 태도와 정당일체감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속성에 이

끌린다는 것이다. 미시간 학파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이념적 각성과 정치적 세련됨을 결여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계급투표는 많은 유권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정치의 세련된 

수준을 요구한다고 보았다(Campbell et al. 1960, Ch.13). 

1960년대 이후 전국적인 선거조사가 축적되면서, 보다 확장된 시기에 걸쳐 계급투표의 

연관성에 대한 상세한 규명이 시도될 수 있었다. 1970년대 초기까지 대부분의 발견은 정

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급이 투표행태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Alford 1963; 

Lipset and Rokkan 1967; Rose 1974). 특히, 립셋과 로칸(Lipset and Rokkan 1967)의 영향

력 있는 이론은 두 가지 혁명, 즉 민족혁명과 산업혁명이 서유럽의 거의 모든 곳에서 사회

적 갈등 과정을 추동하였다고 주장한다. 두 혁명은 네 가지 기본적인 균열의 세트를 생산

하였다. 교회와 세속국가의 균열, 지배문화와 하위문화의 균열(중앙과 지방의 균열), 일차

산업과 이차산업의 균열(도시와 농촌의 균열), 그리고 고용주와 노동자의 균열(자본과 노

동 간의 계급균열)이 그것이다(Lipset and Rokkan 1967, 14). 이들 균열에 대한 정치적 접

합은 지정학적 구조와 정치·경제 발전의 타이밍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양상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즉 산업화의 진전은 계급균열 이외의 다른 균열의 쇠퇴를 가

져왔고 민주적인 계급투쟁을 확대시켰으며, 이렇게 구축된 서유럽의 균열구조는 적어도 

1960년대까지 “결빙”(freezing)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Lipset and Rokkan 1967; Rose and 

Urwin 1970; Bartolini and Mair 1990).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서구 사회는 계급균열의 쇠퇴를 경험하였다. 제조업 중심에서 서

비스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의 개편, 기업조직의 분산 및 분권화, 노동계급의 양적 감

소, 신중간계급의 증가 등 후기 산업사회의 여러 징후를 겪으면서 서구 사회는 전후의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탈물질주의라는 가치 정향의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Inglehart 1977; 1990). 환경, 평화, 페미니즘, 소수자 인권과 같은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확

산은 행동양식과 이슈, 그리고 주도집단 등에서 이전의 정치운동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으로 이어졌고, 기존의 좌우 이념 축을 가로지르는 새로

운 균열 축의 형성은 ‘새 정치 정당’(new politics parties)의 진입을 허용하면서 1960년대까

지 안정되었던 서유럽 정당체제의 변동을 가져왔다는 것이다(Pogunke 1987). 물질주의 대 

탈물질주의 가치갈등의 등장은 1960년대까지 서유럽 정치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계급균열

을 약화시켰다. 좌우 이념의 쇠퇴, 정당일체감의 약화, 투표유동성의 증대와 함께 육체노

동자의 좌파정당 지지와 중간계급의 우파정당 지지라는 기존의 정당-유권자 지지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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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dealignment)이 나타난 것이다(Dalton et al. 1984). 

균열이론과 탈물질주의 이론이 주창된 이후, 계급투표의 지속과 변화를 확인하려는 일

련의 경험적 연구가 이어졌다. 이들 연구에서 실시한 계급투표의 측정은 계급의 자연적 정

당(natural party) 지지율에 대한 절대적 측정과 상대적 측정으로 나눌 수 있다. ‘알포드 인

덱스’(Alford Index)는 육체노동자의 좌파 정당에 대한 지지율에서 다른 계급의 좌파 정당

에 대한 지지율을 뺀 값으로 계급투표의 증감을 측정하고(Alford 1963, 79-80), 절대적 계

급투표 측정(absolute class voting measure)은 육체노동자의 좌파정당에 대한 지지율과 중

간계급의 우파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더한 값이다(Crewe 1986, 620). 그리하여 이들 숫자

는 많은 나라에서 좌파 정당에 대한 육체노동자의 지지가 그 정당에 대한 고용주와 비육

체노동자의 지지가 늘어나는 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권자가 그들의 자연

적인 계급정당을 선택하는 비율이 줄어들면, 계급투표의 수준이 쇠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둘은 모두 계급투표에 대한 절대적 측정이다. 이에 비해 톰센(Thomsen 

1987)은 비육체노동자의 좌파정당에 대한 지지율에 대한 육체노동자의 좌파정당에 대한 

지지율의 비율로서 계급투표에 대한 상대적 강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인덱스가 구

성하고 있는 단순한 이분법적 계급측정방법은 해석의 오류를 낳음으로서 현존하는 계급

적 차이와 계급투표 형태를 포착해 낼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Waal et al. 2007; 유진숙 

2011). 측정의 또 다른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인덱스들이 모두 전통적인 계급 정의에 따라 

육체노동자와 비육체노동자 혹은 육체노동자와 중간계급과 같은 직업 변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은 직업보다는 소득이 계급을 더 잘 나타내는 변수라고 보았다

(Sorensen 1991; Clark 2001). 소득 불평등의 증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적 선

호도를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동일 직업 내의 소득격차의 증가로 말미암아, 다른 소득을 

가진 유권자들을 직업에 따라 하나의 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계급에 기반을 둔 정치행

태를 이해하는데 부적절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서구 국가와 관련한 계급투표의 논의는 이들 국가의 정당과 사회구조에 관한 연구

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졌다(Dix 1989; Van 2000; Myers 1998; Scully 1995; Munck and 

Bosworth 1998). 이들 연구에서 공통된 발견은 비서구 국가에서는 계급균열이 결여되어 

있거나 현저하지 않고, 따라서 계급 투표 현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3세계 민

주주의국가에 균열이론의 적용 문제를 제기한 랜달(Randall 2001)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제3세계에서는 경제적 이해를 둘러싼 기능적 균열(functional cleavage)이 지배적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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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종과 지역적 균열 그리고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억압받는 민족과 제국

주의 세력 사이의 균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비서구권에서 계

급균열이 부재한 이유는 서구사회가 밟은 발전의 순차성(sequence)을 결여하고 있기 때

문이다. 서유럽의 균열구조는 민족혁명과 산업혁명 사이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형성되며 

보통선거권의 등장과 함께 계급에 기초한 균열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제3세계 국가

는 국가건설과 산업화 그리고 정치적 동원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계급균열

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균열정치의 부재는 정당의 제도화가 미약하다는 

것과도 연관된다. 비서구 국가에서 정당은 사회적 ‘뿌리내림’이 취약하여 제도화가 미약한 

것으로 관찰되었다(Randall and Svasand 2002). 오랜 기간 권위주의적 지배가 계속되면서 

정당은 국가 지도자의 개인적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고, 정당과 사

회집단과의 관계는 일종의 후원자와 고객의 성격(patron-clientelistic nature)을 띠었다. 민

주화가 국가로부터 정당의 자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칠레나 브라질에서처

럼 정당 지도자들이 유권자에 대한 접근을 텔레비전에 의존하면서 ‘조직으로서의 정당’ 혹

은 정당의 집단 대표 가능성은 크게 제한되었다(Munck and Bosworth 1998). 

투표행태에 관한 국내 연구의 일반적 발견은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 계급투표의 증거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설명에는 몇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비판이

론가들에 의해 제기된 ‘계급정당 부재’ 가설이다(최장집 1996; 2006; 2010; 손호철 1993; 백

준기 2003). 이들은 한국 정당 및 정당시스템의 계급적·물질적 토대에 천착하면서 한국 

정당시스템에서 계급균열이 전면화되지 않는 이유를 지역균열을 동원하는 패권 정당의 이

데올로기적 동원전략에 있다고 본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

에서는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이 사라지고 보수우익 정당들만 제도 정치의 안에 남아 계급

균열이 구축될 수 없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의 불명료한 계급성 때

문에 지역균열을 지지 동원의 유일한 자원으로 활용하여 계급정치가 발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계급투표 부재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전통적 계급균열 구조의 약화, 세계적인 계급정치

의 종식 경향과 탈산업사회로의 사회변동을 강조한다(김수진 2008; 정진민 2008). 비판이

론가들과는 달리 이들은 계급정치의 부재를 시대적인 불가피성으로 이해한다. 계급이 파

편화되고 해체됨에 따라 계급정당의 기반이 상실되었거나(김수진 2008, 18), 한국사회가 

탈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계급정치로의 진화보다는 가치균열로의 발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정진민 200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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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는 다른 각도에서 계급투표의 부재를 설명하는 가설도 있다. 즉 그동안 한국에서 

계급투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대중들의 계급적 처지가 계급의식으로까지 발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갑윤 1998; 2011; 조중빈 1988). 대중들 사이에 계급의식

이 미발달한 것이 한국에서 계급투표 부재 현상을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다. 이 가설에 따르면, 계급투표의 부재를 정치인의 동원전략 탓으로만 돌리는 분석은 옳

은 추론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계급을 동원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들의 이념이 보

수적이어서라기보다는 국민들 사이에 계급의식이 미약하였기 때문이다. 국민들 사이에 분

배의식이나 계급의식이 성숙되지 않았던 증거는 계급정당을 표방한 민주노동당이 나타나

서 원내 진입을 하였을 때도 그들의 지지층은 계급적으로 구성되지 않았고 젊은 층과 고학

력층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발견에서도 알 수 있다(이갑윤 2011, 96). 

이러한 설명은 비판이론가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지만 ‘계급정치 부재의 현실

적 불가피론’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즉, 한국에서 계급투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

라는 주장도 지나친 속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성

숙 여부 등에 따라 앞으로 얼마든지 계급투표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이미 계급

투표가 출현할 만큼 계급의식이 확산되었는데도 그간의 연구에서 보여준 분석방법이 이

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국내 연구가 대부분 계급투표의 부재를 확인하는 동안, 최근 한 연구는 계급투표의 가

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손낙구(2010)는 집합자료를 활용하여 경기도 전역

을 동 단위로 분석하면서 주택이라는 재산의 속성을 가지는 변수가 유권자의 정당지지와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거주형

태(전·월세와 자가)를 투표선택의 설명변수로 하여 계급투표의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분석 대상이 경기도에 한정되어 

있어 전국적 결과를 볼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하게는 ‘생태학적 오류’

(ecological fallacy)라고 알려진 집합통계의 편향(aggregate bias)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조

기숙 2010). 로빈스(Robins 1950)가 주장한 것처럼, 집합통계의 발견은 개인 수준에서의 

관계를 감추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전월세 주거의 비율이 높은 동네가 자가 주거의 

비율이 높은 동네보다 민주당 지지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전월세 사는 유권자가 자가 주

택에 사는 유권자에 비해 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집합자료의 

분석 결과는 개인 수준에서 그럴 수 있을 개연성을 나타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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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의 연구가 이후 연구를 위해 기여한 점은 한국적 맥락상 계급의 측정자로서 재

산을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계급이론에 입각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객관적 계급

의 측정자로서 직업과 소득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베버나 마르

크스적 계급 구분을 감안하면서 자본가, 자영업자, 사무직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 판매서

비스직 종사자 등의 직업 구분으로 계급의 측정자로 사용하였다. 다른 한편, 미국적 맥락

에서는 동일 직업 내의 소득격차의 증가로 말미암아 직업에 따른 계급 분류가 부적절하다

는 이유에서 소득을 계급의 또 다른 측정자로 사용하였다(김진하 2004). 그러나 기존 연구

는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계급의식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재산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

석해 보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기존 연구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계급적 조건과 직접 연관될 수 있는 분배의식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계급의식으로 주관적 이념이나 정책이슈에 

대한 태도를 주로 포함시켜 직업이나 소득과 같은 계급 변수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념과 이슈에 대한 태도만 해도 객관적 계급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의식 

변수이다. 기존 연구는 객관적 계급과 직접 연관이 될 수 있는 ‘소득에 대한 만족’이나 ‘분

배의 공정성 정도’와 같은 분배에 대한 의식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분배에 대한 의식은 계

급의식을 측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측정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분석에서 이 

부분이 누락되었던 것이다.      

III. 연구가설과 분석모형

이상과 같은 이론적 논의로부터 이 논문의 기본적인 가설은 소득과 직업 및 재산이라는 

객관적인 계급적 처지가 분배의식, 이슈태도와 같은 계급의식을 형성하고, 이것이 투표참

여와 정당지지를 통해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계급투표 모형처

럼 계급적 존재는 계급의식을 통해서 계급행동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정치정향에 있어

서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높은 참여적 정향을 가질 것이다. 재

산이 많을수록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식이 높을 것이고, 국가 기관이나 사회

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이 많을수록 정치적 관심이나 참여에 

대한 기회비용에 부담을 덜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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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분배의식이나 이념 및 정책태도에 있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재산이 적은 사

람보다 더 보수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다.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에 대한 만족도, 자신이 속

한 계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며,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

고, 사회적 대우도 높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이 많을수록 자신을 보수적

이라고 인식할 것이며, 사회경제적 정책에 있어서도 보수적 태도를 취할 것이다. 즉, 재산

이 많을수록 시장개방, 기업 규제완화, 세금인하 등 경제정책에 있어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며, 사회적 약자 보호, 복지 확대나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보수

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보수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같은 주요 정당들의 

사회경제적 정책에 대한 대조가 뚜렷하게 인식되면 될수록, 특히 정권교체를 통해 정부 간 

정책 산출(policy output)의 차이를 계급적으로 인식하면 할수록 계급에 따른 투표결정이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논문은 네 가지 회귀모형을 통해 재산이 계급의식 및 이슈 태도, 그리고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첫 번째 모형은 일반적인 정치정향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

이며, 두 번째 모형은 분배의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이다. 세 번째 모형은 정책이

슈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이다. 정치정향과 분배의식 및 이슈 태도에 대

한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태도로 나타

낸다. 네 번째 모형은 투표참여 여부와 새누리당 지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 회귀

모형이다.

회귀식은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다. 성별은 남성을 1, 여

성을 0으로 하였으며, 학력은 중졸 1, 고졸 2, 대재 3으로 측정하였다. 연령은 19세 이상 나

이의 연속변수로, 소득은 한 달 가구 소득을 120만 원대부터 700만 원 이상까지 6등급으

로 나눈 서열변수로 측정하였다. 직업은 생산노무직을 기준변수로 하여 농림어업과 자영

업을 구중간계급으로, 판매서비스 및 사무전문직을 신중간계급으로 묶고, 나머지를 기타 

직업으로 분류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재산은 부채를 제외한 가구의 순재산을 1000

만 원 미만부터 10억 원 이상까지 11등급으로 나눈 서열변수로 측정하였다.2)3) 거주지는 수

  2) 소득과 재산의 상관관계는 0.435로 같은 모형의 독립변수에 포함시킬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중공
성선의 문제는 없다. 

  3) 가구 순재산에 대한 등급은 국세청의 10분위 등급에 기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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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 지역을 기준변수로 하고 충청, 호남, 영남 거주자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지역 규

모는 대도시를 1로 하여 3점 척도의 서열변수로 측정하였고, 주거 형태는 자가 소유와 비

소유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이 논문이 사용한 자료는 2011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가 전국의 일반국민을 대

상으로 실시한 1500명 면접조사 자료이다. 설문지는 계급계층 소속감, 분배의식 및 이념, 

정책 태도와 정치정향, 정당거리감 및 투표결정 등 한국사회의 계급균열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IV. 분석 결과

<표 1>은 일반적 정치정향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

은 정치관심도와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표 1> 일반적 정치적 정향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력

 수혜의식 정치 관심도 정치효능감 사회적 신뢰

(상수)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구중간

신중간

기타_직업
순재산

충청_거주지
호남_거주지
영남_거주지
지역규모

자가소유

3.290***
0.010
0.001
0.065

-0.019
-0.056
0.202***

-0.024
0.018*
0.156**
0.229***

-0.063
-0.044
0.001

3.908***
0.162***
0.012***
0.251***
0.001

-0.001
0.166**
0.026
0.020*
0.163*
0.021
0.040
0.019

-0.015

1.541***
-0.039
-0.001
-0.078*
-0.009
0.138*

-0.076
-0.039
-0.017
-0.248***
0.063

-0.068
0.046

-0.089*

3.210***
-0.074*
0.004**
0.064

-0.002
-0.109*
-0.051
0.055
0.020*

-0.059
0.131*
0.018
0.012
0.041

adj R2 0.040 0.079 0.035 0.015

*p<0.05, **p<0.01, ***p<0.001
출처: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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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사회적 신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역시 정치관심도와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고 사회적 신뢰도 높

다. 학력 또한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데, 역으로 정치효능감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급변수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소득에서는 일반적 정치정향과 어떤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직업으로 분류된 계급에서는 일정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육체노동자에 비해 구중간계급이 정치효능감은 높고 사회적 신뢰는 낮다. 신중간계

급은 수혜의식과 정치관심도에서 육체노동자보다 더 높게 나왔다. 이 논문이 주목하고 있

는 순재산은 정치효능감을 제외한 모든 정향에서 작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소득이 정치정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반해, 재산의 영향력은 상대

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지도 부분적으로 정치정향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수혜의식도 높고 정치

관심도 높았고, 호남 거주자는 수혜의식과 사회적 신뢰에서 높았다. 

<표 2> 분배 의식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력

소득 만족 계층 만족 공정분배 사회적 대우 빈부격차 업적주의

(상수)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구중간

신중간

기타_직업
순재산

충청_거주지
호남_거주지
영남_거주지
지역규모

자가소유

3.499***
0.063*
0.002
0.066*
0.057***

-0.009
0.091*

-0.013
0.029***
0.332***
0.158**
0.074*

-0.010
0.105**

3.788***
0.068*
0.004**
0.075*
0.057***
0.011
0.119*

-0.011
0.042***
0.341***
0.147**
0.061
0.019
0.104**

3.451***
0.040
0.001
0.077**
0.016

-0.009
0.060

-0.016
0.017**
0.241***
0.049
0.065*
0.035*
0.023

3.504***
0.037
0.003*
0.031
0.014
0.013
0.036

-0.013
0.016*
0.093*
0.102*
0.098**
0.017
0.015

1.460***
0.015
0.001

-0.002
-0.003
-0.021
-0.026
0.027

-0.023**
-0.116*
-0.078
-0.072
-0.009
-0.085*

-2.421***
-0.146
-0.022***
0.028
0.005

-0.162
-0.194
-0.121
-0.046
-0.588**
0.097

-0.260
0.049

-0.346*

adj R2 0.103 0.120 0.049 0.014 0.013 0.050

*p<0.05, **p<0.01, ***p<0.001
출처: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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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분배의식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은 소득 

만족과 계층 만족에서만 영향을 미친다.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 만족도와 계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계층 만족과 사회적 대우에서 미약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이 속한 계층에 만족도가 높고 자신의 노력에 비

해 대우를 잘 받는 것으로 인식한다. 학력은 소득 만족과 계층 만족 그리고 공정한 분배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 만족도와 계층 만족도, 그리고 

분배가 공정한 편이라는 데 공감하는 상층의식을 갖는다. 소득은 소득 만족과 계층 만족

에서만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한 말이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만

족도와 계층 만족도가 높다. 직업은 분배의식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래도 육체노동자에 비해 신중간계급의 소득 만족도와 계층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 모형에서 눈에 띠는 것은 계급을 나타내는 요소의 하나인 재산이 분배의식에 큰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다. 재산은 업적주의를 제외한, 모든 분배의식 변수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 만족과 계층 만족이 높고, 공정한 분배와 사회적 대우

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반해,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다. 이 모형에서 특이한 것은 충청 거주자들이 수도권 거주자들에 비해 거의 모든 분배의

식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과 호남 및 영남 거주자들도 부분적으로 분배의

식에 보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분배의식에서는 수도권 거주자들이 비

수도권 거주자들에 비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의 자가 소유 

유무도 분배의식에 관한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은 유권자들의 정치경제적 정책 태도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을 보

여주고 있다. 이 모형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연령과 학력이라는 인구학적 변수와 재

산이라는 계급적 변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정책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종속변수가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자주 발견되듯이, 연령

과 학력 그리고 호남 거주지는 보수·진보의 이념성향과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에 강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에 재산은 시장개방과 기업규제와 같은 경제적 이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산이 많을수록 시장개방에 지지하고 기업규제에 반

대하는 보수적 태도를 보였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재산이 적을수록 세금인하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재산이 적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징세에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주택의 자가 소유 여부도 경제적 이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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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인하 

정책에 찬성하고 전·월세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인하 정책에 반대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귀모형은 한국사회에서 보수·진보의 이념이 대북지원이나 한미동맹과 같은 정치

외교적 정책 태도를 둘러싸고 구성되고, 이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주로 연령, 학력, 그리고 지역이라는 기존 연구의 일반적 발견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은 기존 연구에서 거의 발견할 수 없었던 증거, 즉 재산과 주택소유라는 계급적 변수

가 모든 경제적 이슈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객관

적 계급 조건이 계급의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다. 

<표 3-2>은 사회문화적 정책태도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은 복지확대를 제외하고는 사회문화적 이슈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은 무상급식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태도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나이가 많을수록 이들 이슈에 대해 보수적 태도를 갖는다. 학력은 지역균형발전과 인

<표 3-1> 이념 및 정치경제적 이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력

이념성향 대북지원 사형제 폐지 시장개방 규제완화 세금인하

(상수)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구중간

신중간

기타_직업
순재산

충청_거주지
호남_거주지
영남_거주지
지역규모

자가소유

4.393***
0.076
0.036***

-0.294**
-0.025
0.135
0.104

-0.015
0.012

-0.313*
-0.744***
-0.225*
-0.105
0.203*

3.663***
-0.037
0.005*
0.203***
0.041*

-0.097
0.043
0.011

-0.020
0.082
0.566***

-0.059
0.008

-0.100

2.880***
-0.060
0.003
0.074

-0.042
-0.058
0.061

-0.059
-0.021
0.092
0.238**
0.056

-0.019
0.021

3.159***
-0.119*
0.003
0.134**

-0.025
-0.005
-0.076
0.089
0.035***
0.203**

-0.067
0.131*
0.040

-0.103*

2.826***
-0.001
0.006**
0.047
0.004
0.016
0.019

-0.028
0.022*

-0.002
0.047
0.042
0.006

-0.103*

1.474***
0.090

-0.004
-0.110*
0.008

-0.007
-0.104
0.055

-0.042***
-0.238**
0.018

-0.237***
-0.034
0.148**

adj R2 0.115 0.065 0.011 0.030 0.004 0.031

*p<0.05, **p<0.01, ***p<0.001
출처: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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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실명제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학력일수록 지역균형발전

은 찬성하나 인터넷 실명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

에 비해 사회적 약자보호와 무상급식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진보적 입장을 가지는 데 반

해, 충청과 영남 거주자는 사회적 약자보호와 복지확대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역변수가 정책태도와 관련하여 이념적 대조를 이루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도 자주 발견되었다. 그러나 지역 출신 혹은 거주 자체가 이념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는 그로부터 형성된 정당일체감이 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규모

에 있어서는 대도시로 갈수록 사회적 약자보호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모

두에 진보적인 태도를 갖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띠는 

것은 재산이 인터넷 실명제를 제외한 모든 사회문화적 이슈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재산이 많을 수록 사회적 약자보호, 복지확대, 무상급식, 지역균

형발전 등의 정책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 경제정책에 이어 사회정책에서도 재산

<표 3-2>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력

사회적 
약자

복지확대 무상급식
지역균형

발전

대학입시

 자율화
인터넷

실명제

(상수)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구중간

신중간

기타_직업
순재산

충청_거주지
호남_거주지
영남_거주지
지역규모

자가소유

1.797***
0.043

-0.001
0.063
0.009

-0.035
0.004

-0.007
-0.030***
-0.181**
0.181**

-0.019
0.052*

-0.028

1.759***
0.118**

-0.000
0.014
0.018

-0.162*
-0.099
0.093

-0.065***
-0.212**
-0.008
-0.181***
0.031

-0.002

1.748***
0.014

-0.009***
-0.014
-0.005
-0.018
0.103

-0.020
-0.040**
0.039
0.572***
0.029

-0.017
-0.082

2.196***
0.040
0.003
0.129**
0.007

-0.017
0.013

-0.008
-0.030***
-0.096
0.335***
0.083
0.080**

-0.035

2.016***
-0.054
-0.000
0.007

-0.003
0.054
0.094
0.009

-0.023*
-0.174*
-0.099
-0.066
0.014

-0.016

2.983***
-0.019
0.007**
0.145**
0.010
0.003
0.023

-0.027
-0.013
0.055
0.027
0.012
0.089*

-0.010

adj R2 0.024 0.051 0.060 0.044 0.005 0.004

*p<0.05, **p<0.01, ***p<0.001
출처: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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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급적 처지가 계급의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는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투표참여와 정당지지 그리고 후보선택 등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연령이고, 성별과 

학력은 작은 영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정당지지나 후보선택에서는 역시 

연령과 지역이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한나라당을 

선호하고 지지하며,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였고,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

당 후보를 선택하였다. 호남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들에 비해 한나라당 후보를 선호하지 

않거나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으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이명

박 후보와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았다. 영남은 이와 반대 성향을 나타

냈다.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업이나 소득은 투표행태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치는 것

<표 4> 투표참여 및 정당지지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력

한나라당 
선호도

(2011년)

한나라당

지지

(2011년)

투표참여

(2007년)
투표참여

(2008년)

이명박 
투표

(2007년)

한나라당 
투표

(2008년)

(상수)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구중간

신중간

기타_직업
순재산

충청_거주지
호남_거주지
영남_거주지
지역규모

자가소유

2.390***
0.254
0.039***

-0.148
-0.075
0.162

-0.380
-0.012
0.133***

-0.323
-2.178***
0.452**

-0.070
0.197

-5.727***
0.323*
0.066***
0.069
0.070
0.326
0.100

-0.050
0.028

-0.360
-3.887***
0.507**
0.017
0.177

-2.967***
0.356*
0.057***
0.280
0.073
0.049

-0.006
-0.110
0.035
0.243
0.401
0.287
0.207*

-0.054

-3.424***
0.160
0.070***
0.289*
0.092
0.172
0.201

-0.155
0.013
0.271
0.432
0.189
0.202*
0.103

-2.702***
0.537***
0.032***
0.207

-0.113
0.350

-0.021
0.148
0.073*

-0.468*
-2.845***
0.553**
0.053
0.081

-2.040*
0.433**
0.034***

-0.011
-0.040
-0.277
-0.257
0.118

-0.016
-0.497*
-3.990***
1.114***

-0.175
0.468**

Cox&Snell R2 0.164 0.149 0.074 0.111 0.182 0.249

*p<0.05, **p<0.01, ***p<0.001
출처: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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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급적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유의도 비교

직업
소득 순재산 자가 소유

구중간 신중간 기타

정치정향

수혜의식 *** *

정치관심도 ** *

정치효능감 * *

사회적 신뢰 * *

분배의식

소득 만족 * *** *** **

계층 만족 * *** *** **

공정 분배 **

사회적 대우 * *

빈부 격차 ** *

업적 주의

정치경제

이슈

이념성향 *

대북지원 *

사형제 폐지

시장 개방 *** *

기업 규제 * *

세금 인하 *** **

사회적 
이슈

사회적 약자 ***

복지 확대 ***

무상 급식 **

지역균형발전 ***

입시자율화 *

인터넷실명제

투표

참여, 
정당

지지

한나라당선호(’11) ***

한나라당지지(’11)

투표참여(’07)

투표참여(’08)

이명박 투표(’07) *

한나라당투표(’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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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산은 정당 호오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7년 

이명박 지지에서 작지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이 많을수록 보수적인 한나라

당을 좋아하고 2007년 대선에서 성장을 강조한 이명박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계급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변수로 자가 소유는 2008년 총선에서만 자가 소유일수

록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모형이 보여주는 것은 재산 변수가 계급을 

표시하는 다른 변수, 즉 소득과 직업 변수에 비해 정당지지와 후보선택에서 영향력이 조금 

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영향은 분배의식이나 정책태도에서 나타난 것에 비하

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표 5>는 계급적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일반적 정치정향 모형에

서 재산이 4개의 정향 중 3개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의식

에서는 소득이 2개의 분배의식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반해, 재산은 6개의 분배의

식 관련 변수 중 5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과 비슷한 속성을 지닌 자가

소유 역시 4개의 분배의식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이념 및 정책이슈

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보면, 이념과 정치외교적 이슈에 대한 태도에는 별 영향을 못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장개방, 기업규제 반대, 세금인하와 같은 이슈에는 민감하게 반

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소득은 모든 이슈태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산은 모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투표행태를 보면 연령과 지역규모가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재산이나 소득 및 직업과 같은 계급적 속성들은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과 직업 등 다른 계급 변수들은 모든 투표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비해 재산은 2011년 한나라당 선호와 2007년 이명박 투

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이라는 계급적 속성이 때에 따라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지만, 분배의식이나 이슈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는 크

지 않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재산은 분배의식과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해 학력이나 거주지에 못지않게 비슷하거나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투표선택에는 

아직 작은 영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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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분석 결과의 함의

끝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

다. 왜 재산이 다른 계급적 속성보다 계급의식 형성에 중요한가? 한국사회는 국가주도 산

업화를 통해 압축 성장을 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복지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맡겨

지고, 근검절약과 저축이 장려되었다. 저축은 집과 토지에 대한 전통적 소유관념으로 인

해 부동산의 형태로 축장되어 재산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된 노장년

층 세대의 부는 유교적 전통에 따라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는 경향이 강하다. 완전고용을 실

현한 고도성장 경제가 끝남에 따라 개인의 업적(소득과 직업)보다 귀속(재산)이 그의 사

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사회에서는 재

산이 소득과 직업보다도 계급의식을 형성하는 데 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예컨

대, 400만 원을 벌지만 재산이 전세 보증금밖에 없는 근로자와 200만 원을 벌지만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집이 있는 근로자 중 전자가 더 하층의식을 느끼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

다. 소득의 차이가 아니라 재산의 차이가 교육과 문화생활의 격차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산이 많고 적은 처지가 계급의식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왜 

정당지지 및 투표결정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 이는 정당이 계급 이슈를 강

력하게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급 이슈는 대체로 진보적인 정당에 의해 동원되는 경

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갖는 민주당은 호남지역과 진보세력의 연합으로 지

지극대화 전략을 취해 왔다. 이 연합 안에서 진보는 지역주의가 약한 비호남 지역의 젊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이념으로 민주화, 남북한 평화통일, 대미자주와 같은 이슈를 주로 

제기해왔다. 이는 민주당의 리더십과도 관련된다. 민주당의 리더십을 실질적으로 구성하

고 있는 세력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386세대이다. 이들은 그동안 선거와 주

요 정치사안마다 ‘민주 대 반민주’라는 정치구도를 설정하면서 젊은 층의 지지를 동원해 

왔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과 리더십 구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은 그동안 계급균열의 동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정당체제가 사회적 균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소위 ‘정치의 사회

학’(sociology of politics)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계급투표를 지나치게 정당의 동원 

전략의 결과로만 보는 ‘정치적 사회학’(political sociology)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4) 사르

  4) 사르토리(Sartori 1990)는 정치체제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정치의 사회학’이라고 명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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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1990)에 따르면, 계급은 단순히 객관적으로 놓인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는 계

급조건, 지위의식, 계급의식과 계급행동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계급조

건과 계급행동 사이의 넓은 간극을 매개하는 변수로서 노조와 정당 같은 조직과 이들이 

보내는 정당 신호(party cue)로서 이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쉐보로스키(Przeworski 1985) 

또한 계급투표에 대한 정당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계급적 지위가 사람들의 일

상 경험을 구조화하고, 이해관계를 부여하고, 사물에 대한 비슷한 느낌과 해석을 조장하

지만, 이러한 경험은 자연발생적으로 집단화되지 않고, 이념의 수준에서 사회관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한 계급으로서 집단화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좌파 정당의 노동자 계급에 대

한 동원의 정도, 즉 자신의 계급만을 주로 동원하거나 다른 계급과 연대 속에서 계급적 동

원을 온건하게 하는 등의 전략적 행동이 나라마다 혹은 시간에 따라 계급투표의 정도를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급의식에서 계급투표까지 가는 데는 정당의 동원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하겠지

만, 계급에서 계급의식으로의 발전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급균열

을 정치적으로 동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 사이에 계급의식의 증대가 드러

나기 때문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계급정당이 출현하여 계급적 이해를 아무리 정치적으로 

동원하더라도 유권자들의 계급의식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계급적 이해에 따른 정당지지

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뚜렷한 진보적 이념과 노동

자 권익의 대변을 표방한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입을 성공하였을 때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유사하였고, 소득과 직업 등 계급변수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갑윤 2011). 1987년 민주화 직후 정치지도자들이 계급균열보다 지역균열

을 동원하였던 이유는 그들이 보수적이어서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계급의식이 그만큼 확

산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계급동원은 지지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선

거에서 필패할 것이 자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자료의 부재로 과거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현재는 한국인들 사이에 

계급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처한 경제적 상

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완전고용을 구가하던 1970~80년대와 달리, 한국경제는 IMF 

비판하였다. 사회학적 접근이 대중의 정치행태를 지나치게 사회계급과 계층의 자국으로만 보려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정당과 정당체제는 사회 계층화, 사회구조, 경제적·사회문화적 균
열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정당과 정당체제가 독립변수로서 정치과정에 간섭하는 측면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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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와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 사회 양극화의 구조화, 중

산층의 축소와 근로빈곤층의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인들 

사이에 계급의식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였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부

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노력한 만큼 대우받지 못한다는 의식이 팽

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정당정치는 유권자들 사이에 계급의식이 확산되어가고 있음에도 이를 정

치적으로 동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유권자들의 정책 태도에 나타난 계급균열이 

정당지지에서의 계급균열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정당들의 동원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민주 대 반민주’의 

이슈 전략은 그 효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민주 대 반민주’의 이슈보다는 하우스푸어 문제나 경제민주화와 같은 이슈가 

점차 국민들 사이에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제적인 시사점 외에도 이 논문은 앞으로 계급투표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서 계

급의 측정자로서 재산 변수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과 계급적 처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분배의식을 다룰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후속 연구에서 한국적 맥락에서의 계급투표에 

대한 분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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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계급적 변수와 관련한 설문항

배문 3-1. 선생님 가구의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부채-금융부채, 주택임대료 제외)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천만원 미만 ② 1천만원~2천5백만원 미만 ③ 2천5백만원~5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7천5백만원 미만 ⑤ 7천5백만원~1억원 미만 ⑥ 1억원~2억원 미만

⑦ 2억원~3억원 미만 ⑧ 3억원~4억원 미만 ⑨ 4억원~5억원 미만

⑩ 5억원~10억원 미만 ⑪ 10억원 이상

배문 4. 선생님 댁의 주거형태는 무엇입니까? 

※ 면접원 : 응답에 따라 해당하는 주거형태에 표시하시오. 

① 자가소유, 자가거주 ② 자가비소유, 전세거주 ③ 자가소유, 전세거주

④ 자가비소유, 월세거주 ⑤ 자가소유, 월세거주 ⑥ 기타(　　　　　　　)　

배문 6. 선생님 댁의 월 평균 (실질)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20만원 미만 ② 120~250만원 미만 ③ 250~350만원 미만

④ 350~450만원 미만 ⑤ 450~700만원 미만 ⑥ 700만원 이상

⑦ 소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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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perty Effects on Class Consciousness 
and Voting in Korea

 Kap-Yun Lee | Sogang University

 Jiho Lee | Sogang University

 Sekeol Kim |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effects of individuals’ net-property upon political orientations and 

attitudes by analysing the national survey data compiled in 2011.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individuals’ property strongly affects attitudes toward issues of income satisfaction, 

distributive justice, and income inequality. It also has significant effects on other social 

and economic attitudes such as free market, business regulation, tax reduction, welfare 

expansion and protection of the underprivileged. One’s property, however, has little effects 

on party or candidate suppor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lass consciousness does exist in Korean society, contrary to 

the previous studies that has found little such evidence based on analyses of income and 

occupation effects upon attitudes. Absence of class voting may be attributed to the lack 

of class mobilization effects by major political parties. This paper proposes to future class 

studies in Korea to include property when measuring one’s class status. 

Keywords: class voting, class attitudes, property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