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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계급, 위계:
386 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

1)2)

이 철 승**

본 연구는 1987년 이후, 386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한국 사회의 정치권력과 부의 불평등
한 축적 과정을 ‘한국형 위계체제의 구조화/제도화’의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 과정을 분석하기 위
해, 첫째, 이 글은 386 세대가 ‘권위주의적 발전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시민사회로부터 국가를 점
유해 가는 ‘점유의 정치’(politics of occupation)에 주목한다. 둘째, 이 글은 세계화와 함께 격화
되는 시장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자본의 주도로 기업조직과 노동시장에 수립된 ‘위계 체제’와 그 
체제 하에서 최대 수혜를 입은 386 세대의 ‘기업 내 권력’에 주목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두 과정
을 통해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내적으로 응집된 ‘세대의 권력자원’을 시민사회, 시장, 국
가를 가로질러 수립하였고, 이로 인해 세대 간 불평등이 증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검증
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386 세대가 공식 시민사회조직과 국가의 선출 권력직에서 여타 세대를 
압도하는 권력자원을 축적했음을 자체 수집‧ 가공한 데이터를 통해 실증한다. 또한, 386 세대는 
기업조직의 최상층 리더쉽과 상층 노동시장의 자리들 또한 불균등하게 점유함으로써 시장에서도 
‘세대 권력’을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가로지르는 386 세대 네트워
크의 권력자원화는, 결국, 386 세대의 더 긴 근속년수, 더 높은 소득 상승률과 더 오랜 최고소득 
점유를 통해 청년 및 노인 세대와의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필자는 386 세대의 등장과 함
께 구조화된 한국사회의 지배‧ 관리‧ 수취 체제를 ‘네트워크 위계’라는 개념을 통해 이론화하고, 
‘세대 간 형평성의 정치’를 촉구한다.

주제어: 386 세대, 세대의 권력자원, 점유의 정치, 세대 간 불평등, 네트워크 위계, 세대 
간 형평성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과제번호: 2018S1A5A2A03039022, 과제명: ‘세계화와 세대 
간 불평등의 구조’)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chslee@sogang.ac.kr).

연구논문

University of Toronto(토론토대학교) | IP: 142.150.***.39 | Accessed 2019/03/23 14:28(KST)



2 한국사회학 제53집 제1호(2019년)

Ⅰ. 서론: 왜 ‘세대’와 ‘불평등’을 연결시키는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투쟁을 주도한 세력(시민사회진영)은 광주와 1987년 민주

화, 1997년 정권교체, 그리고 2016년의 ‘촛불혁명’을 통해, 개발독재정권이 주도했
던 위로부터의 산업화 전략과 권위주의적 통제 시스템을 공식적인 민주주의의 영역
에서 일정 정도 몰아낸 듯이 보인다. 전쟁/산업화 세대와 386 세대가 여러 번의 충
돌을 거듭하며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였으며, 어느새 전쟁/산업화 세대는 역사의 뒤
안길로 사라지고 386 세대가 한국사회 권력구조의 정점에 올라 있다. 하지만, 386 

세대가 권력을 잡고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쩌면 더욱 
심화된 ‘불평등 구조’를 가진 사회가 되었다. 이른바 1987년 체제는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에 대한 국가 통제를 약화시켜 대‧ 중소기업 간 격차를 확대하였고, 1997년의 
외환위기는 비정규직을 확대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
화되었다(정이환, 2013, 전병유‧ 신진욱, 2016). 

민주화와 세계화(경제적 개방‧ 정보화‧ 금융화)는 한국 사회에 더 많은 소통, 더 
많은 자유, 더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구조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건만, 도대체 왜 
우리는 더 격화된 입시경쟁과 취업경쟁, 심화되고 고착화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
해 고통받고 있는가?

이 연구는, ‘민주화의 완성(공고화)’과 ‘불평등의 심화’라는 현 한국 사회의 모순
을 해명하기 위해 ‘세대의 정치’를 이론적 축으로 설정한다. 왜 한국 사회의 불평등 
연구에 ‘세대’를 중심축으로 놓아야 하는가? 필자는, 세대 균열의 축을 통해 동시대
인들이 직면하는 불평등의 구조와 불평등을 경험하는 방식의 핵심적 차이를 포착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의 20대부터 70대 이상에 이르는 현 노동시장 참가자 및 은퇴
자들은 두 차례의 금융위기가 노동시장에 가한 충격을 각기 다른 입장과 위치에서 
겪음으로써 소득과 자산의 축적에 있어서 극적으로 다른 경험을 했다. 80년대와 90

년대 고도 성장기의 수혜가 당시 노동시장의 30~40대에 집중되었다면, 97년 외환
위기는 당시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임금노동자 세대, 그리고 당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 하던 20대 중후반 세대에게 집합적인 트라우마와 같은 상처를 남겼고, 그
로 인해 벌어진 격차는 ‘복구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2010년대 격심한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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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투쟁을 경험하는 오늘의 20대가 보다 공정한 기회를 염원하며 든 촛불과, 민주
화 투쟁에 젊은 날을 바치고 퇴행하던 민주주의를 구하려는 오늘의 50대가 든 촛불
의 의미는 사뭇 다른 것이다. 이것이 만하임이 주목했던, 다양한 세대가 동일한 연
대기적 시간을 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완전히 상이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표현한, ‘동시대의 비동시성’(만하임, 2013[1928-9]: 28)이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권력과 부의 불평등이 구조화된 과정에 ‘세대의 정치’가 
개입된 과정에 주목한다. 즉, 한 세대와 다른 세대가 각기 다른 ‘이념과 정체성, 그
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경쟁하며 쟁투하는 과정에서 불균등하게 형성된 
세대 내 응집성과 정체성의 차이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각기 다른 정체성에 기반한 사회세력으로서의 
‘세대 집단들’이 세계화와 정보화의 충격에 반응하고, 그 충격을 기회로 전화시킨 
정도(전략)에 따라 이 세대 집단들이 시장에서 점유한 부의 규모에 유의미한 격차
가 발생했을 것이라 가정한다. 다시 말해서, 급변하는 외부세계의 ‘생태적 변화’에 
각 세대로 특징지워지는 사회세력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응했을 것이고, 이 적
응의 성공 여부에 따라 각 세대가 시장에서 점유하는 소득과 부의 축적이 다른 수
준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세대의 정치가 불평등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네트워크 위계’

의 구조화 과정으로 이론화한다. 산업화 세대의 리더들은 동아시아에 고유한 유교
문화에 장착되어 있던 ‘위계 구조’1)를 수출지향 산업화를 위한 협업 시스템으로 전
화시켰다. 반면, ‘386 세대의 리더들’은 자신들의 ‘자원동원-세대 네트워크’를 이 위
계구조와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자본에 의해 주도된 내부자와 외부자에 대한 차별
적 보상체계 도입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세계화와 함께 가속화된 경쟁과 경기변
동에 적응하기 위해 자본의 주도로 확립된 ‘체중조절 시스템’은, 구조변동기에 일정 
수의 ‘내부자’를 필요로 했고, 386 세대 및 그 바로 다음 세대(1970년대 출생 코호

1) 이 글에서 ‘위계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일 것이다. 하나는 동아시아 유교문화에서 유래
하여 동아시아 관료제의 기본구조를 형성하는, 연령에 기반한 ‘연공구조’이다. 이 구조는 연장자
에게 보다 큰 권력과 보상을 부여하며, 연령이 낮은 자는 연령이 높은 자에게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노동의 성과를 상찬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조직사회에서의 인정과 후계지위(에 대한 가능
성)를 보장받는다. 다른 하나는 세계화와 함께 도입되어 확산된 노동시장 유연화 기제인 비정규
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배‧ 종속 관계,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한 3중의 위계화 과정(이철승, 
2017)이다. 필자는 동아시아적 연공구조와 세 가지 노동시장 지위가 상호 연계와 결합을 통해 얽
히고 쌓여(“layered”; Mahoney and Thelen, 2009) 제도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동아시아적‧ 봉건
적 신분제를 현대로 소환하며 ‘신분계급화’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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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상당수는 내부자로 ‘이미’ 입직해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386 세대가 산업화 
세대로부터 전수받아 완성한 이 조직/노동시장 구조의 유형을 ‘네트워크 위계(Network 

Hierarchy)’2)라 명명하고 이 글의 말미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론화를 시도한다.

요약하자면, 이 연구는 현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명하기 위해 세대의 정치
와 세계화/개방하의 조직구조의 합리화 과정이 얽히고 결합하는 과정을 새로운 한
국형 지배와 착취 구조를 태동시키는 과정과 등치시킨다. 이 과정은 386 세대의 이
상과는 별개로 386 세대의 리더들이 국가기구 내에서 정치적 권력자원을 확보해 가
는 과정과 시장에서 진행되는 합리화와 (자본에 의한) 착취‧ 지배의 과정에 편승하
는 이중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실증하고, 그에 기반하여 ‘한
국형 위계체제’의 구조화 과정을 이론화하는 것이 이 글의 최종 목적이다. 마지막으
로,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새로운 분배의 원
리와 규준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면서 글을 맺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본 연구의 세대 개념

한국 사회에서 세대의 문제는 세대별 정체성이라는 화두를 불러들인다. 특히, ‘세
대’는 특정 연령대에 특정 역사적/세계사적 사건과 정치적‧ 문화적 변동을 ‘집합적’

으로 겪으며 ‘세대 내부의 언어와 코드, 기억에 기반한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낸다. 

한국 사회에서 세대의 정치가 다른 사회보다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한국의 경제와 
정치 변동이 다른 어느 사회보다 격렬하고 빠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격동의 한국 현
대사는 4.19 세대, 긴급조치 세대, 광주 세대, 1987년 세대, 1997년 외환위기 세대, 2016

년 촛불 세대와 같은 ‘결정적 사건(pivotal event)’을 집합적으로 경험한 다수의 ‘세
대군’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격동의 한국 현대사에서 ‘운동의 세대군’들은 세대 내
적인 강고한 연대의식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사회운동 세력’으로 전화했다는 점에
2) 이 논문에서 개념화하는 ‘네트워크 위계’란, 직급과 연령에 기반한 상명하복의 문화 및 제도를 통

칭하는 ‘위계체제’(hierarchical system)와 그 체제 상층의 리더들이 조직의 내부와 외부에 수립한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을 결합시킨 지배의 양식이자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조직 상층
의 리더들이 하급자로부터의 ‘조직체계를 통한 노동의 동원’과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및 
자원 동원 및 교환체제’을 결합시켜 수립한 수취‧ 지배‧ 관리 체제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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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형적인 ‘만하임적 세대’(Mannheim, 2013[1928, 1952])라 볼 수 있다. 다만, 만
하임의 세대 정의는 ‘공동 운명(common destiny)에 대한 사회 운동적 참여’의 의미
가 너무 강해 역사적 경험을 집합적으로 공유한 ‘거대 코호트’를 대표하기에는 너
무 협소한 개념이다(박재흥, 2003).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의 다른 구성원에게 
운동에 참여한 세대의 중핵은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세대 내 리더 그룹
들과 동조자들 간에 ‘의미론적’ 연대감과 강한 혹은 약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됨
으로써 세대 전체가 각기 다른 의미와 자원의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도 있으며, 심
지어는 사회운동과 참여를 경유하지 않고도 ‘비의도적’ 수혜-후원 관계의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대의 개념화 문제에 있어, 이 연구는 커쪄(Kertzer, 

1983)가 분류한 네 가지 세대의 용법 - ① 친족 계보의 세대; ② 동일 시기 출생과 
역사적 사건을 공유하는 코호트; ③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 ④ 특정 역사적 시기의 
생존자들 - 중, 포괄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두 번째 개념, ‘코호트로서의 세대’에 바
탕을 두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역사적 코호트 세대’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특정 사회에서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이 특정한 주요 사건(자연적 격변, 경제적 위기, 정치적 혁명이나 민주화)을 
겪으며 그와 연관된 사회화 과정을 동시에 겪음으로써 형성되는 ‘각인된 기억’과 
그에 기초하여 형성된 ‘네트워크’다. 전자(‘각인된 기억’)는 특정 정치‧ 경제적‧ 자연
적 격변을 공유했다는 정서적 기억공동체로서 심리구조의 깊은 저층에 깔리는 밑거
름이다. 반면, 후자(세대 네트워크)는 역사적 사건의 공통 체험을 통해 구성된 사회
적 연결망(social ties)으로서의 ‘동원 네트워크’(mobilization network)이며, 정치 경
제적 권력의 획득을 위해 유지되고 보수되고 재구축되며 언제든 ‘이익 네트워
크’(interest network)로 전화될 수 있는 부르디외적 의미의 ‘자본(capital)’이다. 

필자가 정의하는 ‘세대의 기회(이철승‧ 정준호, 2018)’는 이 ‘각인된 기억’과 ‘세
대 네트워크’ 사이에 놓여 있는 ‘객관적 기회구조(objective opportunity structure)’

이다. 결정적 사건으로 인해 특정 세대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그 중 다
수가 인지하는 기회(perceived opportunity structure; Kurzman, 1996)인 것이다. 산
업화 세대가 최대 수혜를 입었던 1970-80년대의 부동산 폭등기, 386 세대가 스스로 
만들어내었던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민주화 국면이 바로 세대의 기회의 적실한 
예들이다. 

‘세대 네트워크’는 세대를 경제적‧ 정치적 자원으로서 공유하는 집합적 ‘주체’(전
상진, 2004)가 가미된 개념이다. 경제적 동물로서 인간은 경제적 생산과 이윤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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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자원의 선취와 새로운 기회의 포착, 상품의 생산과 유통, 궁극적으로는 경제
적 부의 축적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적대적인 경쟁자와 포획자들로 넘쳐나
는 세계에서 인적 네트워크는 더 효율적인 생산과 더 질 좋은 정보획득을 통해 생
존과 재생산이라는 생물 본연의 과제를 안정화시키는 필수요소이다. ‘세대’는 이러
한 네트워크 중에서 가족을 벗어난 혹은 가족단위로 생존하는 개인이 협업과 경쟁
을 통해, 가족을 넘어선 자원을 동원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중 하나이다. 좀 더 쉽게 
정의하자면 세대란 비슷한 연령집단의 친구 모임들의 상호 연결된 ‘총체’ 혹은 ‘거
대한 동년배 네트워크 덩어리’이자 정치‧ 경제적 이익을 의식적으로 도모하는 ‘정보 
및 자원동원 네트워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과거의 동질적 경험과 기억을 기반
으로 오늘 혹은 내일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강하게 혹은 약하게 연결
되어 있는 또래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공식 조직들을 ‘비공식적으
로’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동문, 동창 네트워크들과 소규모 또래모임들이 ‘약한 세
대 네트워크’이라면, 전대협 동우회나 **노조 동지회는 특정 정당과 노조에 직접적
으로 연결되어 있는, ‘강한 세대 네트워크’라 볼 수 있다. 

특정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더 강력한 ‘기억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수많
은 ‘이익 공동체’들 내부와 외부의 연계활동도 보다 활발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
요 주장은 바로 이 세대 네트워크 구성의 차이로 인해, 세대 간 불평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대의 기회는 세대 구성원 다수에 의해 공유되지만, 세대 네트워크
는 그 세대 일부 ‘전위집단’에 의해서 ‘구성’된다. 세대의 기회를 포착한 세대의 일
부 구성원들이 더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네
트워크와 기존에 있는, 혹은 새로이 조직한 위계구조와 결합시킴으로써, 자신들의 
혹은 세대 네트워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분투한다. 물론, 이러한 네트워크와 위
계구조를 이용한 ‘생존과 축적을 위한 분투’는 특정 세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 연구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보편적인 ‘세대 내 분파들의 분투’ 와중에 ‘특정 
세대(의 전위분파)’는 ‘(민주화 투쟁을 위한 조직화라는) 특정 경험’으로 인해 더 강
고하고 효율적으로 조직화된 세대의 자원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모든 
세대를 압도하는 세대 네트워크와 위계체제의 조직자원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 즉, 민주화를 위해 만들어 낸 조직자원과 경험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정치권력의 배분과 불평등한 자산/소득 분배구조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와 위계체제 구성의 차이는 거대한 코호트 세대 내부에서도, 그리고 특
정 코호트 세대 전체와 나머지 세대 간에도 불평등을 형성시킨다. 특정 코호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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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하위 세대 네트워크 집단들이 내적으로 강고하게 통합‧ 연결되어 있고 역사적
으로 더 오랜 시간 숙성되었으며 이념적으로 동일한 목표와 이상을 공유하고 있다
면, 그러한 세대 내부의 응집성이 이익 공동체로 전환될 때 그 응집성은 다른 코호
트들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 세대에게 더 많은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동시에, 특정 코호트 세대 내부에 강고하게 통합‧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배제‧ 탈락
된 코호트 세대 내부의 집단들은 코호트 세대의 코어 집단이 주도하는 네트워크 상
의 분배에서 소외될 것이므로, 세대 내부의 불평등 또한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특
정 코호트 세대 내부의 강고하게 연결된 하위 세대 네트워크들의 출현은 세대 내 
불평등과 세대 간 불평등을 동시에 증가시킬 것이다.

2. 세대와 불평등: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이 연구는 기존의 ‘세대 연구’들과 여러 측면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의 세대 문제에 대한 접근은 세대 간 문화적 갈등 혹은 세대 간 정치성향의 차
이 등과 같은 ‘세대의 정체성/이념’ 자체에 한정되어 있거나, 세대 간 교육과 계층
의 이동성에 한정되어 있었다. 

세대 간 문화적‧ 정치적 갈등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세대를 ‘연령상의 세대’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주목하는 ‘역사적 코호트’로서의 세대 개념과는 거리
가 있다. 이념성향과 투표성향에 주목하는 정치(사회)학의 연구들은 2000년대 들어 
각종 선거에서 확인되기 시작한 20-30대와 50대 이상의 ‘세대 간 충돌’을 ‘세대균
열’로 묘사하며, 한국 정치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해 왔다(이내영‧ 정한울, 

2013; 성경륭, 2015).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당시의 세대를 연령 집단으로 인식
할 뿐, 젊은 세대의 진보 성향과 장 ‧ 노년 세대의 보수 성향의 대립의 근원(코호트
의 역사적 형성과 이익 네트워크로의 진화과정)을 질문하지 않았다. 청소년 문제, 

혹은 청년 문제에 주목하는 인류학과 사회학의 연구들 또한 ‘청년’을 연령 집단으
로서의 세대로 인식하며, 세대 간 문화 차이와 충돌에 주목해 왔을 뿐, ‘세대 간 충
돌’의 틀을 ‘코호트 간의 충돌/균열/경쟁’의 문제로 인식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
들다.

‘세대 간 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에 주목하는 사회계층론의 기존의 연
구들은 직업 계층의 세대 간(부모 자식 간) 이전(김종성‧ 이병훈, 2014), 혹은 소득 
계층의 세대 간 이전, 교육 및 사회적 자본의 세대 간 이전(김위정‧ 김왕배, 200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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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족 내 항렬 상의 차이를 세대로 간주함으로써, 역시 ‘역사적 코호트’에 대한 
문제의식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최근 베이비붐 세대(1950년대 출생 코호트)의 
부모부양, 자녀교육, 노후준비 및 생존경쟁에 주목하는 연구들(신동균, 2013)과 민
주화 및 포스트 386 세대의 이전 세대와의 코호트 비교를 통한 불평등 연구들(김수
정, 2018)은 최근 급증하는 코호트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이 글과 공유한
다. 하지만, 최근의 코호트 세대에 관한 연구들 또한 세대의 정치와 그 효과를 구체
화시킴에 있어 이 연구가 주목하는 ‘역사적 코호트 내부의 전위집단에 의한 권력자
원 동원 및 이익 네트워크로의 전환과 헤게모니화’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이 연구는 세대를 전통 인구학의 코호트 집단으로 이해하되, 이를 (‘세대의 기회’

와 ‘세대 네트워크’ 개념을 통해) 정치적 권력자원, 경제적 지위(자리) 및 소득 불평
등의 문제와 연결시킨다. 다시 말해서, 금융위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불평등의 
한 근원으로 세대(코호트) 간 점증하는 ‘권력자원(Korpi, 1985)’의 불평등에 주목한
다. 이 연구는 한국의 산업화‧ 축적전략, 그로 인한 경제위기와 극복의 과정, 그와 
동시에 진행된 민주화 과정이 세대를 매개로 각기 다른 방식과 의미를 가지고 그 
내적 응집성에서 차별화되는 ‘자원동원(McKarthy and Zald, 1977) 네트워크’를 만
들어 내었고, 이 네트워크가 새로운 사회 계층화를 진전시켰다고 본다. 특히, 이 ‘세
대 네트워크’ 집단들이 정치와 경제영역에서 구축한 ‘이익 공동체’의 수혜는 이 세
대 네트워크 집단들의 출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즉 ‘세대의 기회’의 의식
적‧ 주체적 자본화에 동참하지 않은 다수의 세대 구성원들에게도 분배되었다고 본
다. 이러한 ‘세대 중심부 네트워크(core generation network)’의 정치‧ 경제적 이익의 
독점과 축적의 간접 수혜를 받은 집단을 세대의 ‘반주변부’(semi-periphery), 이러한 
수혜‧ 배분 구조에서 소외된 세대 내 ‧ 외부의 하층과 외부자들(예를 들면 청년과 여
성)을 세대의 ‘주변부’(periphery)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순간 세대 네트워크에 
의해 주도되는 지배, 수취, 분배구조는 때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계급’ 혹
은 ‘젠더’에 기반한 균열과 겹쳐진다. 세대 기반 균열이 계급 및 젠더와 착종되어 
세대 간 격차가 계급 간 격차의 형성에 기여하고, 세대 간 격차의 구조가 젠더 불평
등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기반하여, 이 글은 기존
의 만하임적 ‘사회운동적‧ 정치적 세대’론과 차별되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추구 및 
분배 네트워크로서의 세대’론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의 구조화 과정
을 해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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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가설

1) 가설 1: 민주화와 세대 간 권력자원의 불평등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한국 사회의 세대와 관련된 독특한 특성은 민주화 운동과 

함께 시민사회 형성을 주도한 한 세대의 지식인 그룹이 정권의 교체와 함께 급속히 
국가로 진입해 ‘시민사회의 국가화’를 주도한 현상이다. 현대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
회를 이끄는 운동의 세대는 한 세대의 문화이자 네트워크로, 짧게는 5~8년(80년대 
초‧ 중 ‧ 반 학번) 길게는 70년대 후반에서 90대 초반까지 대학을 다닌(혹은 노동조
합 및 학생‧ 시민운동에 참여한) 10년에서 15년 정도에 걸친 ‘응집된 정치적‧ 문화적 
경험의 네트워크’이다. 

이들은 위로부터 강력한 조직화 사업을 감행하여 대학가에서 학생회 및 지하 학
회조직을 건설한 후 도시 빈민/노동자 계층, 즉 기층 민중과의 결합을 시도했다(Koo, 

2001; Lee, 2008; 오하나, 2010; Lee, 2016a; 2016b). 그 결합의 성공여부를 떠나 
인류 역사상 (러시아, 중국의) 농민혁명의 시대 이후, 이 정도의 광범한 ‘반체제 지
식인-민중 연합 세력’이 결집한 사례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도를 제외하
고는 찾기 힘들다. 이들이 20-30대에 걸쳐 주도한 이 광범위한 조직화 사업은 한국 
시민사회를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켰다. 이들은 ‘조직’을 통해 국가에 대항
하고 ‘조직’을 통해 시민사회에 ‘침투’(infiltration)하고 대중을 동원하였다. 이 조직
화의 경험은 이 세대에게 집합적인 정체성을 형성시켰을 뿐 아니라, 대중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386 세대가 1990년대 중‧ 후반부터 한국사회의 대항권력으로 성장하여 오
늘날 주류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에는 민주주의라는 보편가치 외에도 이러한 조직
화의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이 연구는 이 세대가 형성한 네트워크와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위력(hegemony)에 
주목한다. 학연과 지연, 혈연의 원리가 전 세대부터 내려온 한국사회의 패거리 형성
의 기본원리라면, 이 세대는 ‘이념’을 통해 이전 (산업화) 세대가 스스로를 ‘파편화’

시켰던 학연/지연/혈연의 네트워크들을 가로지르는 ‘연대’의 원리를 터득한 세대이
다. 이들은 이러한 이념, 조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민사회를 아래로부터 형성한 
후, ‘국가에 대한 점유’ 작전에 집합적으로 돌입한 세대이다. 

2016년 촛불혁명과 함께 국가점유에 성공한 386 세대의 40년에 걸친 장정은 ‘전
방침투의 정치’(politics of forward infiltration)의 하위 양식으로서 ‘점유의 정치’ 

(politics of occupation, Klein and Lee, 2019)로 분류될 만하다. 전방침투의 정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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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대표자들이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제도화된 참여경로를 통해 국가의 
공식 정치 및 정책 형성과정에 진입하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이해를 실현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초기에는 사회운동과 국가와의 대치와 쟁투과정을 거치지만 점차 
사회운동이 제도화(Kriesi, 1996; 정상호, 2011)됨에 따라 사회운동은 민주적 선거
경쟁과 로비의 정치를 거쳐 국가 내의 주요 실행권력을 점유(Gamson, 1990)하기에 
이른다. 이 점유의 정치 과정은 시민사회 내에 진지를 구축하고, 생활세계에서 출현
하는 사회운동이 주도하는 여론의 정치를 통해 공론을 움직임으로써(Habermas, 

1991) 국가정책 및 경제영역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영향의 정치’(politics of influence, 

Cohen and Arato, 1992)와 명확히 대별되는 전략이다. 

386 세대의 점유의 정치는 현 집권세력의 전신인 ‘참여정부’가 지향했던 참여민
주주의의 제도화를 이루어낼 것인가 아니면,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특정 세대 내부
의 한 분파에 의한 국가권력의 일시적 장악, 국가자원 및 권력의 외부 지대 추구자
들과의 공유, 그리고 총체적 국가실패라는 전임 (보수)정권의 길을 되풀이할 것인
가? 이 연구는, 386 세대 정치부문 리더들이 집단적으로 추진해 온 ‘점유의 정치’는 
브라질 기층민주주의의 모범사례인 참여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와 같은 공
공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사회운동과 시민사회 리더들의 ‘제도화된, 즉 투명하고 명
시적으로 제정된 규칙들에 의한’ 참여(Baiocchi, Heller, and Silva, 2011: 114)가 아
닌, 386 세대 내부의 정파 집단들의 조율되지 않은 개인 네트워크를 통한 경쟁적 천
거와 추천과정에 의한 ‘자리 나눠먹기’로 귀결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2) 가설 2: 세계화와 시장권력의 형성
이 연구는 ‘어떻게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큰 권력자원을 갖게 되었고, 

그 불평등한 권력배분의 결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 다른 세대연구
와는 달리- 정치권력 내부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분배에서도 찾는다. 다시 말해서, 

세대별로 다르게 축적된 ‘정치 및 경제적 권력자원’의 배열과 구조가, 세대 간 차별
화된 ‘소득과 자산의 분배구조’를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두 가지 
이론적 가설을 동반한다. 하나는 특정 세대가 축적해온 정치 및 경제적 권력자원이 
‘시기효과’(period effects)로 인해 다른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대가 향유한 시기효과가 (자본에 의해 주도된) 경제적 권력
자원의 ‘분배구조’의 변형(이중화 경제)과 맞물리면서 이 세대에게 더 많은 소득과 
자산의 축적을 허용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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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가 주목하는 바는 금융위기 및 각 세대의 노동시장 입직 및 출직과 관련, 

각기 다른 세대들이 겪어야 했던 ‘다른 운명’과 각 세대들이 한국의 정치경제적 변
동 과정에서 쌓은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총량’과 ‘질’이다. 본 연구는 이 세
대가 국가와 시장을 가로지르며 구축한 ‘세대 네트워크’가 윗세대의 발전주의 국가
에서 나타난 네트워크와 질적으로 다른 권력자원의 배열을 낳았으며, 그 배열의 결
과로 386 세대와 나머지 세대 간의 지위와 소득의 불평등이 증가되었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386 세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에 의한 자원과 인력의 조직과 
배치, 축적 과정의 (재)설계과정에서 어떤 수혜를 받았는지에 주목한다. 이 (재)설계 
과정이 세대 간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변형시켰으며, 경제 성장의 과실을 놓고 1990

년대 후반 이후 ‘탈 발전국가 시대’에 어떤 분배의 결과를 낳았는지 묻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세대 간 권력의 구조 변동 및 제도화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불평
등의 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386 세대가 산업화 세대와의 대결뿐 아
니라 그 아랫세대를 자신들의 ‘세대 권력자원’에 포섭하면서 만들어낸 위계화
(hierarchization, Therborn, 2013)3)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 ‘위계의 구조’

가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새로이 소개된 유연화 된 고용형태와 이중화(정준호‧ 전
병유, 2015)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 새로운 노동시장 기제가 한국의 
시장과 조직을 재구조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자는 ‘결합노동시장 
지위’(이철승, 2017)라는, 노동시장의 상층-중층-하층을 나누는 분절구조를 이용할 
것이다.4) 이 연구는 386 세대 기업의 리더와 관리자 계층이 이 노동시장 지위에 따
3) 테어본이 제시하는 불평등 창출 메커니즘 네 가지(distantiation, exclusion, hierarchization, and 

exploitation) 중 위계화란 명확한 관료제적 직무와 명령계통의 수립, 봉건적 신분제, 문화적 가치
체계를 통해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권위가 불균등하게 제도화되는 과정이다. 물론, 이 위계화는 
각종 사회적 진입장벽(social closure)을 통한 배제(exclusion)와 결합하여 작동되며 궁극적으로 
‘가치의 불균등한 추출과 배분’을 정당화하는 (맑스주의적 의미의) ‘착취(exploitation)’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한다.

4) 결합 노동시장 지위는 제도적 지위– 기업 규모(대기업 대 중소기업), 고용형태(정규직 대 비정규
직), 노조존재– 세 변수 중 전부 혹은 일부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특정 임금 노동자 개인을 
상-중-하층 중 한 층에 분류시키는 시스템이다. 고용형태가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인지 여부, 일터
가 대기업인가 중소기업인가 여부, 그리고 작업장에 노조가 존재하는가 여부– 이 세 가지 기준 
중 대략 둘 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 노동시장지위의 상층을 차지한다.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대기
업 무노조 정규직, 중소기업 유노조 정규직이 그들이다. 이들은 전체 노동시장 임금생활자의 약 
20%로 노동시장 지위 상층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지위 중 대기업에 속하지 않은 채, 
다른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 즉 중소기업 무노조 정규직과 중소기업 유노조 비정규직이 노동시
장 지위의 중층을 구성한다. 대기업 유노조 비정규직은 둘 이상을 갖고 있으나 2008년 금융 위기
와 함께 중층으로 하락하였다. 이 세 그룹들은 임금생활자의 약 30%로 노동시장 지위의 중층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과 2008년 
금융 위기 와중에 하층으로 하락한 중소기업 유노조 비정규직이 노동시장 지위의 나머지 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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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새로운 계층화 과정의 최대 수혜자였을 뿐 아니라, 이 계층화 과정과 (초기에는) 

맞서 싸우던 (386 세대의) 대기업 노동조합 또한 20여년에 걸쳐 내부자(insiders)로 
전락하며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를 매개로 진전된 노동시장 지위 신분화의 공모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386 세대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를 막론하고 (노
동시장 상층에 최대다수로 생존함으로써) 이후 20년간 연공제에 의한 임금상승의 
최대 수혜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이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세대 
내, 세대 간 경제적 불평등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주장한다.

3) 가설 3: 세대 간 불평등 구조와 네트워크 위계의 희생자들
이 연구의 또 다른 과제는 386 세대의 협조, 혹은 이 세대의 자발적‧ 비자발적 참

여를 통해 완성된 한국 사회의 위계적 자원동원‧ 지배‧ 수취‧ 분배의 체계인 ‘네트워
크 위계’가 세대 간 분배 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 위계의 구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네트워크 외부자들(outsiders of networks)’

의 소외가 어느 사회계층과 집단에서 가장 극심한지를 묻는다. 이 글은 산업화 세
대가 첫 삽을 뜨고, 386 세대의 리더들이 완성한 한국형 위계구조인 네트워크 위계
의 희생자는 청년이라 주장한다.

네트워크 위계의 이중화 및 신분화 메커니즘에서 어떻게 청년층에게 그 폐해가 
집중되는가?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과밀화된 대기업 정규직의 연장자 그룹이 전
투적 경제주의에 입각한 임금상승 경쟁에 몰입하게 되면, 그 여파는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직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이철승, 2016). 또한, 강력하게 조직화된 대기업 정규직 연장자 그룹의 끝없는 
임금상승 욕구와 위험업무 회피 성향은 아웃소싱(outsourcing), 비정규직 확대 및 
그들의 위험 및 애로공정 전담(이병훈, 2003), 정규직 입직 축소, 사내 하도급 양산,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후려치기(정승국, 2017; 조성재‧ 이병훈‧ 홍장표‧ 임상훈‧ 김용
현, 2004; 조성재, 2009)로 귀결된다. 이 연구는 유연화되고 이중화된 위계구조 하
에서 착취와 피해가 집중되는 집단은 청년 비정규직이며, 수혜가 집중되는 집단은 
노동시장 상층을 점유한 중장년층(40-50대)이라 본다. 또한, 이 연구는 상층 노동시
장의 조직연령구조가 ‘마름모꼴’에서 ‘역삼각형’으로 전이되면서, 조직 내부에서는 

50%를 구성한다 (중층과 하층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상층비율과 달리– 연구자의 정규직/
비정규직 분류기준과 데이터에 따라 변이가 있다. 전병유, 2018 참조). 이 하층은 조직화되지 않
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영세 자영업, 그리고 실업 상태를 넘나들며 극도로 짧은 불안정한 계약 
속에 ‘연명’하는 계층이다.

University of Toronto(토론토대학교) | IP: 142.150.***.39 | Accessed 2019/03/23 14:28(KST)



세대, 계급, 위계: 386 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  13

정규직 입직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청년층 양질 일자리의 부족’과 ‘청년 세대의 상
층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과잉 경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앞의 세 가지 이론적 가설들에 대한 경험적 테스트를 거친 후, 본 연구는 ‘네트워
크 위계’의 특징과 위기의 징후들을 정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세대 간 
형평성의 정치’를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

III. 경험분석 1. 386 세대의 형성과 정치 구조의 변동: 점유의 정치
1. 386 세대의 조직적 기반: 시민사회

현대 한국의 시민사회를 이끄는 ‘운동권 세대’는 한 세대의 네트워크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후반까지 대학을 다니거나 노동조합 운동에 참여한 ‘응집된 문화
적 경험의 세대’이고, 한국의 국가를 아래로부터 변화시켜온 거대한 운동블록이다. 

1980년대 노동자 민중을 (혁명투쟁의 전선으로) 설득하기 위해 ‘하방’했던 386 세대
는 1990년대 시민사회 단체의 ‘CEO’ 혹은 ‘조직/사무총장’으로 - 집단적으로 - 변신
한다.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단체 생태계의 성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
동에 투신했던 이 운동의 세대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386 세대는 전국적으로 수천, 

수만 개의 시민사회 단체를 새로 설립하였다. 그 단체들은 환경, 여성, 노동, 평화, 

종교, 인권과 같은 수백 개의 국가적 지역적 분야별 이슈들로 분화하였고 동시에 
종횡을 가로지르며 연대하고 전국조직 및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은수미, 2005; 

Lee, 2016a; 2016b).

그렇다면, 이러한 시민사회의 급속한 팽창과 밀도의 증가가 세대 간 권력자원의 
분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Figure 1>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s) 

중 1996년, 2000년, 2005년, 2010년치 모듈을 이용하여 시민사회의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들(voluntary associations) 중 국가 및 자본과의 협상, 사회적 장벽(social clo-

sure)의 유지, 시민사회의 이해 및 여론의 정책화에 간여하고 종사하는 ‘공식 시민
사회 조직’들(Lee, 2016b;이철승, 2017) - 노동조합, 정치정당, 전문가 협회 - 에 소속
된 각 세대 구성원들의 ‘조직자원’ 분포를 보여준다. 상위 시민단체 간의 동원 네트
워크 (은수미, 2005; Lee, 2016b)가, 대규모 시민단체들이 쟁투적 활동을 통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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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정치화하는 시민사회의 ‘이해의 조직화(organization of interests)’의 심화 패
턴을 보여준다면, 공식 시민사회 조직의 가입률은 시민단체와 정치정당의 ‘시민적 
기초’(civic base)를 계량화한다. 즉, 퍼트남(Putnam, 1993)이 주목했던 사회적 자본 

중 국가기관과의 협상, 국가기관의 점유 및 침투에 보다 깊숙하게 관여하는 공식 시
민사회 조직들의 대중적 역량을 수량화한 것이다.

<Figure 1> Membership, Formal Civic Associations (Unions, Partie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World Values Survey 1996-2010

Note 1: One individual’s memberships with multiple organizations are all separately counted.
Note 2: 'High' implies '4-year college graduates' and 'Low' implies '2-year college or below' 

시계열적으로 386 세대는 2000년대 들어 1940년대 및 1950년대 출생 산업화 세
대를 제치고, 2010년대에 이르면 공식 시민사회 조직의 최대 구성세대로 부상한다. 

386 세대 중 대학(4년제)졸업자의 공식 시민사회 조직률은 2010년 기준 0.451로 그 
윗세대인 1950년대 세대의 0.209와 그 아랫세대인 1970년대 및 1980년대 세대의 
0.331과 0.185를 압도한다. 386 세대 비대학 졸업자의 조직률 또한 0.251로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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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비대학 졸업자는 물론, 거의 대부분의 여타 세대 대학졸업자들을 압도한다. 

이러한 통계지표들을 통해 이 세대의 권력자원은 이들이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1990년대부터 구축해온 시민단체들과 노조로부터 기원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386 세대는 이러한 시민사회에 기반한 권력자원을 동원하여 어떻게, 어떤 규모로 
정치사회를 점유하였는가? 

2. 386 세대의 정치사회 점유

<Figure 2> Age Distributions of Candidates running for Congress, 1996-2016 
(percentage)

앞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시킬 수 있다: 권위주의 체제를 통해 소수가 권
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며, 불균등하고 불공정한 원리에 의해 경제적 부의 축적과 배
분을 주도했던 산업화 세대의 리더들에 비해, 386 세대의 리더들은 보다 공정하고 
균등하게 정치권력을 배분하고 있는가? 산업화 세대에서 386 세대로 세대의 헤게
모니가 교체되면서, 어떻게 연령대별 권력의 분포가 재구성되었는가? 이 조직 내 권
력 배분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거대 조직에 해당되지만, 이 연구는 자료 접근
이 용이한 최상위 권력조직이자 선출직 기관인, 국회의원 입후보자 및 당선자 분포
를 먼저 들여다본다. <Figure 2>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는 기간, 국회의
원 선거에서 세대별 후보자 분포를 보여준다.5) 이 그림은 정당조직에서 지난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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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386 세대가 어떻게 산업화 세대를 대체하였고, 그 주변 세대를 압도하며 정치
권력을 점유해 왔는지를 간명하게 보여준다.

1996년 총선에서 산업화 세대를 대표하는 1930년대 후반, 1940년대 초반 출생 
코호트들은 660여명의 입후보자를 선거에 내보낸다. 전체의 45%에 달하는 압도적
인 수다. 하지만 이 선거가 산업화 코어 세대가 절정기를 누렸던 마지막 선거이다. 

386 세대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급속히 정치권력을 향해 줄달음친다. 1990년대에 
이미 어떤 30대들보다도 더 많은 입후보자를 선거판에 진입시켰고, 이들이 486이 
된 2004년에는 526명의 후보자를 내며 전체 입후보자의 40%를 점유하게 된다. 앞
서 기술했던 바, 20대와 30대를 시민사회의 조직화에 헌신했던 386 세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직후 치러졌던) 2004년 선거를 기점으로 대거 정치권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6년에 이르면, 386 세대는 수적으로 524명의 입후보자를 내며 
사실상 산업화 세대를 몰아내고 산업화 세대가 1996년 누렸던 자리로 올라선다. 역
사상 가장 높은 입후보자 점유율(47%)을 자랑하며, 정치권력 진입로에 최대다수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386 세대는 산업화 세대를 대체한 2010년대에 3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386 세
대 권력의 하부 지지층은 가장 낮은 수준의 입후보자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40

대는 27%(2012)와 21%(2016)를 기록하며, 386 세대가 2000년대 점유했던 40%(2004) 

와 35%(2008)에 비해 13-14%p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에 이르면 오
히려 그 점유율이 이전의 선거보다 더 낮아진다. 30대의 점유율은 더욱 낮다. 현 40대
가 30대였을 2000년대에 10%대를 유지했건만 이들은 2010년대에 한 자리 수에 머
물고 있다. 심지어 산업화 세대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1990년대의 386 세대(386)

가 16%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30대는 2010년대 정치판에서 거의 사라졌다.

이러한 입후보자 분포의 변화는 당선자 분포에 그대로 반복된다. <Figure 3>을 
보면, 2016년 총선에서 50대와 60대 당선자 구성비는 무려 83%이다. 산업화 세대
가 전성기를 구가했던 1996년의 63%를 무려 20%p나 추월했다. 반면, 2016년 총선
의 30대 당선자는 단 두 명이다(1% 미만으로 그래프 상에서 보이지 않는다). 불과 
20년 만에 30대 정치인이 한국정치에서 사실상 거세된 것이다. 40대 점유율 또한 
5) 입후보자 분포는 (투표자의 선호에 의해 걸러지는) 당선자 분포에 비해 정당조직 내부의 이해관

계와 세력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세대 간 권력자원의 차이를 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 이 자료는 386 세대의 높은 당선율(<Figure 3>)이 국민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
한 적실한 논박이기도 하다. 386 세대 정치인들의 과대대표는 386 세대의 정당 내부 권력장악을 
통해 결정된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386 세대 후보자를 선택하는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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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로 역대 최하위이다. 문제는 이러한 한 세대의 과대대표가 정치권에서만 벌어
지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상층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조직 어디서든 흔
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데 있다. 앞의 지표들이 보여주는 현실은 한국사회의 공
식 시민사회 조직과 정당, 국회는 386 세대에 의해 과점되었다는 점이다.

<Figure 3> Age Distributions of Elected Congressmen, 
1996-2016(percentage)

Ⅳ. 경험분석 2: 시장에서의 386 세대의 부상과 ‘새로운 불평등 
구조’의 탄생

386 세대의 리더들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직접 일궈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자
유주의’가 제도화되는 한복판에 서 있었다. 기업에 진출한 이 세대의 다수는 시장에
서의 격화된 경쟁 속에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으며 세대 안에서 엄청난 경쟁과 분
화를 경험했다. 이들 중 경쟁의 승자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기업과 함께, 정보화
와 과학기술 혁명의 파도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글로벌 자본주의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재구축되는 시기, 동아시아 기업 간, 사회 간 네트워크가 중국
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수혜 또한 이들의 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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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대가 1997년 금융위기의 칼날을 피해 2000년대 기업 내부에서 최대 다수가 
되었을 때, 자본은 세계화된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생산과 판매 현장에 ‘유연화된 
위계구조’를 구축하였다. 기업 내 외부 원하청구조의 완성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단/분절 구조, 기업과 학계, 공공기관 내 젊은 세대부터 도입된 임금과 복리후생
의 유연화 실험이 그 예들이다. 전자(원하청구조, 윤성민‧ 홍장표‧ 정우식, 2000; 조
성재 외, 2004)의 경우는 산업화 세대가 구축하기 시작한 생산의 위계적 분업구조
가 2000년대에 완성된 것이라면, 후자(파견직 및 비정규직 도입을 통한 고용형태의 
유연화, 조성재, 2009)는 산업화 세대 집권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던 제도였으나 
386 세대가 기업과 노동시장의 상층 위계구조에 등극하는 과정에서 급속하게 일반
화된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기업조직에서 386 세대의 ‘운(luck)’은 이 유연한 ‘이중
화된 위계구조’가 도입되어 확산되던 시기에 ‘정규직’의 지위에 세대의 다수가 ‘이미’ 

진입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유연화를 통한 이중화 
경제가 한국경제와 관료제 조직 깊숙한 곳까지 뿌리를 내리는 동안 386 세대는 내
부자의 지위를 가장 대규모로 오래 누린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정
치적 민주주의의 확대와 시장의 위계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인데, 조금 더 단순화시
켜 이야기하면 정치적 민주주의 확대와 세계화의 결과는 윗세대인 산업화 세대의 
퇴장이었으며, 시장의 위계화의 결과는 386 세대가 상층을 점유한 위계구조로의 아
랫세대의 편입‧ 복속이었다.

1. 1997년과 위계구조의 심화, 확장

기존의 학계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의한 한국 사회의 재구조화’를 ‘1987년 체
제’와 구별되는 ‘1997년 체제’의 특징으로 파악하면서, 그에 따른 기업의 인사 및 
생산시스템과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 그리고 분배구조의 악화 등을 ‘자본과 노동의 
대결’의 구도에서 파악한다. 필자는 조금 각도를 달리 본다. ‘1997년 체제’라는 것
이 존재한다면, 그것의 근본적 특징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의 일반화’라기보다는 ‘네
트워크 위계의 완성’이다. 서구적 의미의 자유주의적 제도가 깔린 것이 아니라 지구
화된 자유주의적 경쟁에 맞서기 위해, 그 경쟁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강고한 
위계체제를 구축한 것이 1997년 체제의 특징인 것이다.

1997~8년 금융위기는 386 세대의 기업 내 권력을 극적으로 강화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386 세대가 유교적 관료제와 결합한 권위주의에 ‘반체제 운동’으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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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재야’에서부터 대항권력을 구축한 반면, 기업 내 386 세대는 97년 금융위기
로 인해 저절로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먼저, 1997년 금융위기의 폭탄은 산업화 
세대의 머리 위에서 폭발하였다. 1997년 당시 50대에 접어든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후반 출생 코호트는 추풍낙엽처럼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었다. 한국의 대기
업들은 금융위기를 적체된 인력의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았고, 이 세대는 아무런 사
회적 안전망 없이 ‘구조조정의 칼날’에 몸을 맡겨야 했다. 반면, 30대 초반에서 40

대 초반으로 기업조직의 바닥부터 중간허리를 구성하고 있던 386 세대는 이 칼날을 
무사히 비켜나가며 대부분 생존했다. 그런데, 이들이 의도하지 않은 또 다른 권력 
강화 요인은 그 다음 세대의 ‘전멸’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1997년 금융위기와 함께 
기업들은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정규직’ 사원을 입사시키지 않는다. 

입사하더라도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장기 호황기에 입사한 386 

세대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화된 채 입사하게 된다. 

386 세대는 졸지에 아래 위가 모두 잘려나간 기업조직에 사실상 홀로 남겨진 거대
한 ‘세대의 네트워크 블록’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의도하지 않은 금융위기의 효과는 당대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386 세대는 세
계화, 금융화, 정보화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90년대에 기업조직의 최하부
에서부터 이 물결에 올라탔다. 이들은 생산과정이 전 세계를 거쳐 체인화되고 블록
화되며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목도하며 바닥부터 이 시스템의 장착을 직접 
자신들의 손과 발로 주도하였으며, 돈이 어떻게 경제에 흘러들어 몸집을 불리고 어
떻게 투자수익을 올리는지 몸소 경험했다. 이들은 산업화 세대와 달리 대학에서부
터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기본원리를 체득하였고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는 정보혁
명의 언어와 논리를 최초로 이해한 세대였다. 시장에서 이들을 대체하거나 경쟁할 
인력이 없었고, 이들의 경쟁 상대는 세대 내부 혹은 다른 대륙과 나라에 있을 뿐이
었다. 1997-8년 금융위기 후의 자산 대폭락,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붐과 2000년대 
중반의 부동산 시장 폭발은 이 세대에게 부족했던, 산업화 세대가 독점하고 있던 
‘자산’과 ‘자본’을 공급해 주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자본, 노동, 토지, 경영의 4요
소 중 앞의 세 요소가 이들 손에 쥐어진 것이다. 2000년대 중‧ 후반부터 이 세대는 
대기업의 최상위 경영진으로 진입하거나 닷컴 붐과 함께 새로운 기업을 일구어낸
다. 금융위기 와중에 살아남았던 ‘후기산업화 세대’(1945-55년생)는 2000년대 세계
화와 정보화 물결 앞에서 손쉽게 퇴출되었다(<Figure 4> 참조). 그로부터 10년 동
안, 386 세대가 후기산업화 세대를 경영 전면에서 몰아내고 한국의 재벌들은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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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세대교체를 완료한다.6)

그렇다면, 왜, 어떻게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자유주의의 원리와 
어긋나는 ‘신분적 위계화’가 더 가열되었는가?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자면, 필자는 이
를 자본과 386 세대(대기업) 노동조합 리더들 간의 ‘의도하지 않은 공모(collusion)’

라고 해석한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은 사내하청과 파견 및 비정규직, 아웃소싱을 급
속히 도입한다. 노조의 강력한 저항으로 정리해고의 비용이 치솟자, 노동조합에 힘이 
실리고 비용이 높게 드는 정규직을 뽑는 대신에 글로벌 경제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관리기제들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8년 노사정 대타협과 정리해고로부터 살아남은 386 세대 (대기업 및 공기업) 

노조의 리더들은 1990년대의 ‘사회연대’와 ‘사회개혁투쟁’과 절연하고, 대신 세계화
와 함께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대기업들의 이윤으로부터 자신들의 몫을 챙기기 위해 
‘전투적 경제주의’에 입각한 기업단위 교섭에 더욱 몰입했다(이철승, 2018). 정규직 
노조의 전투주의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 압박을 자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대처했다. 

첫째는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다(이철승, 2016). 둘째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을 확
대하며, 하청업체에 단가후려치기를 하거나 기존의 비정규직의 임금을 억제하는 것
이다(이병훈, 2003; 정승국, 2017).

이를 통해 자본은 정규직에게 글로벌 기준보다 더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전해 주
면서, 동시에 사내유보이윤은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정규직 노동과 자본이 중
하층 하청/비정규직을 함께 착취하는’7)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이 분할통치(divide-and- 

rule, Jessop, Bonnett, and Ling, 1984; Rogers, 1990; Weingast, 1997) 전략의 최대 
수혜자는 자본뿐 아니라, 이미 대기업 위주로 상층 노동시장에 내부자로 진입해서 
있던 연공제로 인해 최대의 임금상승률을 보전받게 된, 386 세대 리더들의 동기들
과 주변세대(현 50대와 40대 중‧ 후반)의 상층 노동자 집단 전체이기도 했다.

2. ‘네트워크 위계’ 체제와 세대 간 불평등

앞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자는 세 가지 테스트를 시행해 본다. 첫 번째 테스
6) 386 세대가 30대 후반부터 기업의 임원진으로 등극하기 시작한 경향은 김대중-노무현 정권기 정

치권과 국가부문에서 386 세대의 약진과 궤를 같이한다. 한국의 기업들은 정치권 및 국가부문의 
세대교체에 맞춰 국가권력에 ‘연줄이 닿는 동기’들을 이사진으로 배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
서, 정치권/국가부문의 386 세대가 장기집권을 할 경우, 기업부문의 386 세대가 장기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 또한 ‘세대 네트워크’의 힘이라 볼 수 있다.

7) 금속노조 전직 간부와의 인터뷰 중 발췌.

University of Toronto(토론토대학교) | IP: 142.150.***.39 | Accessed 2019/03/23 14:28(KST)



세대, 계급, 위계: 386 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  21

트는 상층 노동시장에 386 세대가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들은 과연 다른 세대에 비해 과대 대표되어 있는가? 필자가 기술한 대로 윗세대
와 아랫세대가 금융위기 중에 조직에서 퇴출되고 혹은 입직에 실패하는 동안 이들
은 조직 내‧ 외부에 구축한 강고한 네트워크와 함께 더 ‘많이’ 생존하였는가? 

두 번째 테스트는 이들이 각 노동시장 지위 안에서 다른 세대에 비해 더 ‘오래’ 생
존하였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들의 조직 내 근속(생존)년수는 다른 코호트 세대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긴’가? 이에 기반하여 이들은 여타 세대에 비해 ‘연공제’의 혜
택을 더 받고 있는가? 

세 번째 테스트는 이들이 여타 세대에 비해 더 ‘높은’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를 보는 것이다. 386 세대는 임금, 판매수익, 이자, 임대료, 금융 소득 등을 합한 총
소득에서 여타 세대에 비해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가? 소득 상승의 정도 또한 여
타 세대에 비해 높은가? 386 세대가 더 높은 소득을 향유하고 있고, 그 소득의 향유 
기간 또한 다른 세대보다 길며 그 증가율이 더 높다면, 그리고 그 세대의 수가 다른 세
대보다 상층에 더 많고 오래 남아 있었음을 확인한다면, 이 세대와 다른 세대 간의 
노동시장 지위에 기반한 불평등의 존재는 주장에서 현실로 격상될 수 있을 것이다. 

3. 386 세대의 자리독점

<Figure 4>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국내 100대(2017년 기준) 대기
업의 임원(상무이사 이상 대표이사까지) 연인원 9만 3천여 명의 코호트 세대별 분
포와 시기별 변화를 나타낸다. 앞서 확인한 정치권력(정당과 의회)에서의 386 세대
의 ‘과점’ 현상이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다. 다음에 
확인할 <Figure 5>가 상위 20퍼센트 정도의 임금 노동자의 세대별 분포 변화를 보
여주는 반면, <Figure 4>는 상위 0.02% 이내의 임금소득자이자 국내 최대 기업들
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세대별 분포를 보여준다. 1960~64 및 1965~69년 출생 
코호트들은 2000년대 초반 100대 기업 임원진의 8.9%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다음 
10년이 지나면, 이 코호트의 비율은 60.3%로 뛰어오른다. 2000년대 초반 1950~59

년 코호트의 비율이 60%였으며, 그로부터 5년 전인 1990년대 후반, 1945~55년 코호
트의 비율이 62%였음을 고려한다면, 50대의 60% 임원진 점유율은 일종의 황금률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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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ge-Period Distribution of Corporate Directors in the Top 100 
Firms, 1998-2017

Proportion of 
386 Generations

Proportion of 
A Post-386(70-74) 

Generation

그런데, 가장 최근인 2017년 자료를 보면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
주는 연공제 순환의 패턴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 이전 세대들이 50대 초‧ 중반에 최
대 구성비율을 찍고 50대 후반부터 급속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는 데 비해 1960~64 

코호트는 2010년대 초‧ 중반 최초로 40%를 돌파하더니, 2010년대 후반에도 수위
(37%)에서 내려올 줄을 모른다. 그 사이 임원진에 진입하기 시작한 후기 386 세대
(1965~69년 코호트) 또한 35%를 기록하며 386 세대의 임원진 장악률은 70%를 훌쩍 
넘기에 이른다. 50대와 60대의 임원진 비율은 정치권에서의 동일 세대들의 (압도적
인) 국회 장악률 (83%)보다 더 높은 86%에 이른다. 한국 기업의 상층 권력 구성의 역
사에서 초유의 일이다.

한 세대가 권력을 독점하면, 그만큼 밀려난 세대가 있기 마련이다. 정치권과 마
찬가지로 희생된 세대는 그 아랫세대인 40대이다. 1960~64 코호트가 30대 중‧ 후반
(1990년대 후반)에 최초로 임원에 진입(2%)해 40대 후반(2000년대 후반)이 되면 
25%에 이르며 확실한 주류로 자리매김하였고, 1965~69 코호트가 1%(2000년대 초
반)에서 20%(2010년대 초반)로 그 뒤를 따랐다. 반면, 1970~74 코호트는 2000년대 
후반 0.3%로 진입하여, 10년 후 오늘날 386 세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4%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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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중이다(성장의 기울기를 비교해 보라). 50대 후반의 ‘전기 386 세대’가 임원직을 
틀어쥐고 놓지 않음에 따라, 40대가 승진하지 못하고 적체되어 있는 것이다. 이 데
이터의 결과와 정치권 데이터를 합산하면 386 세대는 근 20년에 걸쳐 한국의 국가
와 시장의 수뇌부 자리를 장기독점하고 있고 아랫세대의 성장은 그만큼 지체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Figure 5> Age Distributions of the High and Middle/Low Classes in the 
Combined Labor Market Status (by Gender)

<Figure 5-a> Age Distribution in 2004

<Figure 5-b> Age Distribution in 2015

Note: Raw Numbers in bar graph, Adjusted by Sampling Weights.
Source: Korean Current Population Surveys, 200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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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는 2004년과 2015년 결합노동시장 지위 상층의 가중치(sampling weight)

를 고려하여 계산한 연령별 분포이다.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2004년에 비해 2015

년에 상층 노동시장에서 50대 남성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그래프의 원으로 표시된 부분의 막대그래프는 386 및 그 윗세대의 노동시
장 상층에 남아 있는 수가 2004년 50대 및 60대의 수와 비교하여 확연히 증가하였
음을 보여준다.

<Figure 6> Age Distributions of the High Class in the Combined Labor 
Market Status (%)

Note: x-axis: age (10 years); y-axis: the share of each age group as a percentage.
Source: Korean Current Population Surveys, 2004-2015.

<Figure 6>을 보면, 2004년 당시 40대의 노동시장 상층 점유율은 28.8%였고 이
들이 2015년 50대일 때 19.3%였다. 반면, 2004년 당시 50대 상층 점유율은 10.7%

에 불과하였다. 386 세대는 그 윗세대가 50대였을 때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상층 
생존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2004년 그들이 40대였을 때 이미 조직에서 앞 
뒤 세대를 압도하는 최대 다수를 점유하고 있었다. 앞서 서술했듯이, IMF 금융위기
를 거치며 바로 위의 세대와 바로 아래 세대가 왜소해진 탓이다. 이로 인해 10년 후 
50대에 이르렀어도 이들 중 다수가 생존한 것이다. 앞으로 이들의 과대대표, 과대생
존은 얼마나, 어떤 규모로 지속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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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86 세대의 장기생존

<Figure 7> Average Years of Work Duration by Combined Labor Market 
Statuses

Note: High Class: Left, Middle Class: Middle, Low Class: Right
      x-axis: Birth Cohort(5 years); y-axis: Years of work duration.
Source: Korean Current Population Surveys, 2004-2015.

386 세대는 더 오래 조직에서 생존하고 있는가? <Figure 7>은 경제활동 부가조
사에 포함된 임금근로자들에 한해 ‘현직에서의 근속년수’의 세대별 평균값을 계산
하여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같은 연령대라 상정했을 때의 다른 코호트 세대 간 
비교 값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 내에서 그 답을 찾아내야 한
다. 한 가지 방법은 2000년대 중반의 1960년대 출생 코호트와 2010년대 중반의 
1970년대 출생 코호트의 근속년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혹은 2000년대 중반의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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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생과 2010년대 중반의 1960년대 생의 근속년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Figure 7>

의 결합노동시장 지위 상층 그룹(맨 왼쪽 그래프)의 경우, 1950년대 초반(1950~54) 

코호트가 50대에 진입하던 2000년대 중반에 이들의 근속년수 평균은 20.3년이었다. 

1960년대 초반 코호트(1960-64)가 50대에 진입한 2010년대 초반에 이들의 근속년
수 평균은 20.2년이었다. 통계적으로 사실상 같다고 봐도 무방한 차이다.

반면, 1970년대 초반 출생 코호트(1970~74)가 40대에 진입한 2010년대 초반 축
적된 근속년수를 보자. 13.6년으로 15.2년의 1960년대 초반 코호트의 40대 당시에 
비해 1.6년이 짧다. 1960년대 후반 출생 코호트(후기 386)의 2000년대 초반과 1970

년대 후반 코호트의 2010년대 초반 근속년수를 비교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11.6

년대 9.7년으로 2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 1970년대 세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
인가? 이 근속년수에 있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8)

첫째 이유는 앞서 기술한 대로, IMF 금융위기의 여파 때문일 것이다. 70년대 초
중반 및 그 이후 출생 세대는 취업시장에 진출한 1990년대 말, 초유의 금융위기로 
인해 입직이 수 년 늦어졌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조로 조직화된) 정규직
만 대상으로 한 비교이기 때문에 근로형태의 차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대별로 
근속년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은 세대 간 이직율의 차이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이 노동시장 상층의 386 세대가 안정적인 연공시스템의 유지를 통
해 ‘조직에 붙어있기만 하면’ 퇴직 직전까지 (노동시장 상층 기준) 평균 근속년수가 
25년에 육박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다음 세대부터는 
금융위기의 여파와 ‘유연화 기제’의 도입으로 인해 연공시스템이 부여하는 ‘편안한, 

안정적인 임금상승’을 즐기기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9)

5. 386 세대의 소득 상승률과 규모

다음 지표는 불평등의 가장 대중적인 지표인 소득이다. ‘386 세대는 다른 세대보
다 더 빨리, 더 많은 소득 상승을 기록해 왔는가?’ 연령별 단순비교로 볼 때, 현재 
8) 이 차이는 여타 인구학적‧ 교육적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다중회귀분

석 결과는 분량상의 제한으로 생략한다. 이하 소득의 세대별 차이 또한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분량상의 제한을 고려) 회귀분석 결과는 생략한다.

9) <Figure 12>에서, 노동시장 중층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그나마 존재하던 연공시스템이 허물어지
고 있고, 하층에는 아예 연공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이 드러난다.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면서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3-5년 단위로 이직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깊이 다루지
는 못하지만, 이는 2000년대 세대 내 불평등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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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연공제 위계의 최상층을 점유하고 있는 386 세대는 2010년대 소득의 수
위에 올라 있고 자산은 수위에 근접해 있다. <Figure 8>은 가처분 소득으로 비교할 
때, 2010년대 50대에 진입한 1960년대생 코호트가 2010-2017년까지 평균수입의 최
정상에 올라 있음을 보여준다. 순자산의 경우는 1950년대 출생 코호트가 역-U자 그
래프의 정상에 올라 있지만, 1960년대 초‧ 중반 코호트가 그에 바짝 다가서 있다. 

<Figure 8> Net Asset and Disposable Income, by cohort

   Note: X axis: Birth Cohorts. Yaxis on the left: Net Asset. Yaxis on the right: Disposable 
Income. Unit: 10,000 won.

   Source: Korean Household Finance and Welfare Surveys, 2010-2017.

하지만 이 질문에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뿐만 아니라 
‘대학졸업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시대 비교가 아닌 코호트별 ‘소득 상승
률’을 계산해야 한다. 한국인들의 유난스런 학벌에 대한 집착, 학연을 따라 네트워
크를 구성하여 선후배를 챙기며,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학연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고려할 때, 세대라는 큰 정체성은 사실 그 내부에서 잘
게 쪼개진 형태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대학졸업 여부를 고려하여 세대 간 시계열 상의 소득 상승률을 비교하
면 어떤 분포를 보일 것인가? <Figure 9>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소득을 (가
구주 정보에 기반) 대학 졸업자와 비졸업자를 나누어 시기별, 코호트별로 비교한 것

University of Toronto(토론토대학교) | IP: 142.150.***.39 | Accessed 2019/03/23 14:28(KST)



28 한국사회학 제53집 제1호(2019년)

이다. 첫 번째 그룹의 역-U자 모양 그래프는 1990년부터 5년 단위로 끊은 시기(per-

iod)별로, 역시 5년 출생 단위로 끊은 각 코호트 세대별 소득의 평균값들을 연결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진한 흑색 선은 2015~16년 각 코호트 세대들의 균등화 가
구소득 평균을 연결한 것이다. X축에 나열된 세대군들 중 하나를 따라 12시 방향
(직각)으로 올라가면, 특정 세대의 소득이 지난 27년간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주화 코어 세대인 (점선 타원에 잡힌) 1960~64년 출생 코호
트는 1990~94년 (월) 평균 145만원의 소득에서 출발하여 1995-99년에는 183만원, 

2000~04년 206만원, 2005~9년 249만원, 2010~14년 281만원 마지막으로 2015~ 16

년 315만원의 월평균 소득을 기록하며 코호트들 중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하게 된다.

Over-time 
Income 

Increase of the 
Core 386 

Generation

Income Compressions 
during 1997-8 and 2008-9 

Financial Crises

<Figure 9> Period-Cohort Distributions of Equalized Disposable Household Income 
by Education

Note: Left Panel: High(H) = College Graduate; Right Panel: Low(L) = High School Graduates or 
below, Source: Korean Statistical Office Household Surveys, 1990-2016. Adjusted by 
Consumer Pri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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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960년대 초반 출생이면서 대학 졸업장이 있는 코호트, 즉 오늘날 50대 중후
반에 이른 386 세대를 기준점으로 다른 대학 졸업자 가구주를 기준으로 가계소득 
상승 정도를 비교해 보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동아시아 그 중에도 한국 사회는 연
공의 효과가 강력한 사회다. 이 효과를 그래프 상에서 통제하기는 쉽지 않지만, 앞
의 ‘근속년수’와 같이 다른 코호트의 비슷한 ‘연령시기’의 소득 상승률을 보는 방법
이 있다. 그렇다면, 코호트 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는가? <Figure 9>의 물가
상승률을 통해 보정된 코호트별‧ 시기별 소득분포를 통해 확인해 보자. 같은 44살이
라도 2007년 1963년생은 15년 전인 1992년 월소득(145만원)보다 104만원, 71.7%가 
오른 249만원을 벌었다. 이에 비해 2016년의 1972년생은 2002년(202만원)보다 43

만원, 21.3%가 오른 245만원을 벌었다. 3배가 넘는 상승률 차이다.

똑같은 비교를 1965~69년 코호트와 1975~79년 코호트에 적용하면, 1965~69 코
호트는 1990년대 초반 대비 2000년대 후반까지 53%가 상승했지만 1975~79 코호
트는 2000년대 초반 대비 2010년대 후반까지 26% 상승했다. 앞의 두 코호트 간 차
이보다는 작지만 역시 두 배가 넘는 상승률 차이이다. 이 이후 코호트들은 (소득 상승
의 황금기인 30대에) 예외 없이 한자리 수의 소득상승을 기록한다. 이 경향은 <Figure 

10>의 원으로 표시된 부분에 소득이 정체되어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의 간격이 급
격히 줄어 있는 부분들을 통해 시각적으로도 확인된다. 이 상승폭이 유난히 작은 
세대가 1970년대 초‧ 중반, 1970년대 중‧ 후반, 그리고 1980년대 초‧ 중반 출생 코
호트이다. 2008~9년 금융위기의 여파를 각기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에 겪은 코
호트들이라 볼 수 있다.

요약하면 386 세대는 그들이 시민사회로부터, 아래로부터 구축했던 권력자원을 
토대로 2010년대 한국사회의 정치권력을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규모로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 세대는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조직의 상층 리더쉽 자리는 
물론 기업 수뇌부와 노동시장 상층에서도 그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압도하며 다수를 
구성하고 있고 더 오래 자리에 머물러 왔다. 결과적으로, 이 세대는 코호트 간 비교
에서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소득상승률과 소득점유율을 기록해 왔다. 산업화 
세대가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통해 구축했던 한 세대의 다른 세대에 대한 위계적 지
배 혹은 경제적 우위의 현상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한층 심화된 것이다. 이러한 
‘자리와 부’에 대한 한 세대의 과잉 점유는 한국 경제 최고의 성장기를 가장 오래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세대의 운’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세대를 압도하는 고위직 
장악율과 노동시장 상층 점유율, 최고의 근속년수, 최고 수준의 소득과 자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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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고 수준의 소득상승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경
제에서 계속해서 가능할까? 어떻게 파이가 커가는 속도는 정체되고 있는데, 특정 
세대의 몫은 늘어만 가는가? 필자는 심화된 불평등의 결과-폐해를 함께 보아야만 
‘세대의 운’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운’의 이면은 세대 권력을 통해 
만들어진 위계구조의 최하위층인 청년층의 현실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V. 경험분석 3: 세대 간 불평등과 네트워크 위계의 희생자들

1. 세대 간 불평등의 증대

<Figure 10> Within-Cohort and Between-Cohort Inequality Trends, Equalized 
Household Market Income 

0
.0

5
.1

.1
5

.2
At

ki
ns

on
 In

eq
ua

lit
y 

In
de

x 
(A

1)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Year

Intra-generation inequality Inter-generation inequality

Note: Generations are constructed based on 5-year birth cohorts (1920-1990); Atkinson Inequality 
Index: Inequality Aversion Parameter = 1

Source: Korean Statistical Office Household Surveys, 1990-2016. Adjusted by Consumer Price Index

이러한 세대 간 소득의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
까? <Figure 10>은 전체 불평등을 세대 내 소득 불평등과 세대 간 소득 불평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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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하여 각각 그 시간상의 추이를 보여준다. 세대 내 소득 불평등이 세대 간 불평
등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은 뉴스가 아니다. 세대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수많은 요인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대 간 소득 불평등이 2000년대 들어와 증가
하기 시작하여, 2010년대에 이르면 한층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전체 불평등 지니계수와 유사하게 세대 내 소득 불평등이 2009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음에 반해, 세대 간 소득 불평등은 증가일로에 있다. 최근 연구에서 밝
혀진 최상위분위 소득과 최하위분위 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김낙년, 

2018)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세대와 연공제적 위계, 노동시장 지위의 위계가 겹쳐
지며 나타는 현상이다. 이는 현 중‧ 장년 세대와 노인 세대 및 청년 세대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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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rends of Market Income Share, by Cohorts

Source: Korean Statistical Office Household Surveys, 1990-2016. Adjusted by Consumer Price Index.

그렇다면 386 세대가 점유한 부의 양과 증가 속도가 이 세대 간 불평등의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Figure 11>을 보면, 외환위기 와중이었던 1998년을 기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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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86 세대인 1960년대 출생 코호트들이 전체 가구 소득의 34%를 벌어들이며 
1950년대 출생 코호트들을 역전시키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후 386 세대는 2015년 
1970년대 출생 코호트들에게 수위를 내줄 때까지 (다른 세대의 평균보다 7년이 더 
긴) 장장 17년 동안 정상에 머물며, 전체 소득의 35~40%를 지속적으로 점유하였다. 

<Figure 11>은 세대별 총 가계소득 점유율이기 때문에 그 세대의 다른 모든 세대 
대비 (경제활동 중인 가구주 기반 세대별 인구의 크기를 반영하는) 경제적 힘의 크
기라 볼 수도 있다. 386 세대는 1995년 가계소득의 27.5%를 점유하였다. 반면, 1970

년대 코호트는 2005년 가계소득의 16.2%만을, 1980년대 코호트는 2015년 10.2%만
을 점유하였다. 386 세대는 동일한 삶의 시기에 소득의 크기와 인구의 크기 모두에서 
다른 세대를 앞선다.

<Figure 12> Trends of Relative-Mean of Household Market Income, by Co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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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를 보면, <Figure 11>에서 2015년 1970년대 출생 코호트에 의해 역
전된 수위 또한 노동시장에 잔존해 있는 1960년대 출생 코호트 수가 (사망으로 인
해) 감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임이 드러난다. <Figure 12>는 전체 소득 점유량을 각 
코호트 세대의 인구점유율로 나눈 상대평균 소득비의 경우, 386 세대의 수치가 이
전 1940년대 혹은 1950년대 코호트 세대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386 세대의 소득 상승률과 규모는 연공제 사회의 50대가 누리
는 당연한 결과인가? 이 세대와 다른 세대들 간의 소득 격차는 이 전 세대에 비교
해서 얼마나 큰가? 오늘날 세대 간 불평등의 한 중요한 요소는 현 중 ‧ 장년층과 노
인세대 간의 급등하는 소득격차이다. 1995년 당시 50대(1940년대 출생) 소득 대비
(분모) 70대(1920년대 출생) 및 80대(1910년대 출생) 노인 세대의 소득(분자) 비율
은 각각 54퍼센트와 39퍼센트였다. 10년 후 2005년, 당시 50대(1950년대생)와 70

대(1930년대생) 및 80대(1940년대생) 간의 소득 비율은 각각 50퍼센트와 30퍼센트
였다. 이에 비해, 2015년 50대(1960년대생) 소득 대비 70대(1940년대생)와 80대
(1930년대생)의 소득 비율은 42퍼센트와 22퍼센트로 급격히 추락하였다. 386 세대
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세대(와 다음 세대인 현 40대)

가 이 전 세대의 중‧ 장년층에 비해서 부모 부양을 덜 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 또한 

크다. 이는 동시대에 급등하는 노인빈곤을 설명하는 한 요소일 것이다.

<Figure 13> Adult Inter-Generational(Birth Cohort) Income Comparison(rate)

Source: Korean Statistical Office Household Surveys, 1990-2016. Adjusted by Consumer Pri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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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 세대 간 불평등의 다른 요소는 중 ‧ 장년층과 청년세대 간의 소득격차이다. 

<Figure 13>은 1990년대의 50대 대비 20대(1970년대/1940년대 출생 코호트), 2000

년대의 50대 대비 20대(1980년대/1950년대 출생 코호트), 그리고 2010년대 50대 
대비 20대(1990년대/1960년대 출생 코호트)의 소득 상승률과 규모를 비교한 것이
다. 각 시대별로 장년층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의 평균소득을 비교한 결과, 2010년
대 동시대의 청년들의 소득의 규모와 상승률이 이전 세대 청년들의 것들에 비해 현
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출생 코호트가 1990년에는 부모 세대 소득
의 49퍼센트, 1996년에는 68퍼센트를 달성했고 1980년대 출생 코호트는 2000년에 
53퍼센트, 2006년에는 72퍼센트를 달성했다. 이에 비해 오늘 날의 20대 청년 세대
인 1990년대 출생 코호트는 2010년 겨우 44퍼센트를 달성했고, 2016년에 이르러서
도 52퍼센트에 머물러 있다. 절댓값과 상승률 모두에서 부모 세대 대비 역대 최저
의 기록이다. 부모 세대(386 세대) 소득이 다른 부모 세대보다 높기 때문이기도, 오
늘의 청년 자식 세대 소득이 다른 시대의 자식 세대보다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10) 

2. 좁아진 진입로, 격화된 경쟁: 네트워크 위계 하의 청년

전 세대들과 오늘날 청년 세대가 마주한 경쟁의 장에 차이가 있다면 두 가지이
다. 2010년대 청년 세대는 전 세대들과 달리, 구조적 불경기 아래서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줄어들어만 가는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딜레마는 저
출생으로 경쟁에 참여하는 수가 줄어감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경쟁의 
정도는 더 극심해진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1970년대 초 ‧ 중반 출생 세대
가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그렇게 길
지 않았다. 오늘날 청년 세대들은 끝 모를 불황의 터널의 입구에서 터널을 좀 편하
게 지나갈 수 있는 열차의 자리 몇 개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구조적 불황이 몇 ‘세
대’를 집어삼킬지도 모를 상황이니 목숨을 건 경쟁일 수밖에 없다.

10) 단, 이러한 가구소득의 세대 간 차이의 원인에는 청년층 일자리의 질 저하, 20대 구직난으로 인
한 취업시기의 연기, 최근 증대된 ‘만혼’과 ‘비혼’ 경향을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고학력 청년층
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취직을 연기하면서 2016년까지 1990년대 출생자들 중 가구를 구
성하지 못한 (고학력 미취업자) 경우는 통계에 잡히지 않으므로, 현 20대가 가구주인 가구소득
은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활동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임금소득자’만을 따로 분석할 
경우, 2005년 1980년대/1950년대 출생 코호트 간 임금 비율은 57.3%, 2015년 1990년대/1960
년대 출생 코호트 간 임금 비율은 51%이다. 청년 세대의 부모 세대 대비 소득비가 줄고 있는 
경향은 동일하나 차이는 (가구 단위 조사인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훨씬 좁혀졌다. 단, 이 결과는 
(50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외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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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대가 마주한 또 다른 현실은 세대 내부의 극심한 불평등으로 인해 출발선
에서 공정한 룰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른바 금수저/흙수저가 상징하는 부
모의 힘이 청년 세대의 출발 자체의 경쟁을 다르게 만들어 놓았음을 실증하는 보도
와 연구들은 지천이다. 필자 또한 앞에서 산업화 및 386 세대의 부상과 위계구조의 
공고화를 설명하면서 오늘날 청년 세대가 처한 노동시장의 불평등의 실상을 직‧ 간
접적으로 언급하였다. 젊은 세대일수록 근속년수는 더 짧아지고 소득의 상승률은 더 
낮아지고 있으며, 세대 내부의 자산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이철승‧ 정준호, 2018).

앞의 <Figure 5>에서, 결합 노동시장 상층과 중‧ 하층의 분포가 항아리 모양 (2004

년)에서 상층이 두텁고 중 ‧ 하층으로 갈수록 엷어지는 역삼각형(2015년) 구조로 바
뀌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조직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뛸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명령을 내리며 ‘부리는’ 자들은 더 많아진 것이다. 이 상
층의 ‘노령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각 기업조직이 노령화됨에 따라 연공제
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은 총 노동비용의 상승압력에 처했다. 자본과 기업
의 수뇌부는 어떻게 이 압력에 대처하였는가? 기업이 매출과 수익을 통해 그만큼 
덩치가 커졌다면 모르겠으나 다른 조건이 같다면, 총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해 젊은 
세대에 대한 신규채용을 줄일 것이고, 실제 그렇게 하였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목
도하고 있는 청년고용위기의 한 원인이다. 50대가 늘어난 상층 노동시장에서 줄어
든 세대는 40대, 30대, 그리고 20대였다. 특히, 2004년 상층의 24.5%를 구성했던 
20대는 2015년 17.3%로 줄어들었다(<Figure 6> 참조).

<Figure 14> Entrance/Survival Rates: Total Number of Workers Divided by 
College Graduates within the High Class of Combined Labor Market Statu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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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86 세대부터 시작된 출산율 저하로 인해 청년 세대의 전체 노동인구는 
오히려 감소해 왔다. 그렇다면 청년 세대는 왜 갈수록 더 심한 박탈감과 경쟁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가? 한 가지 설명은 이 세대의 높은 대학 진학률이 ‘실질 
경쟁률’을 상승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각 세대 전체 임금노동자 (혹은 경제활동인
구) 대비 노동시장 지위 상층 진입률/생존율을 계산하지 않고 대학 졸업자만을 놓
고 보면, 상층으로의 진출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진 것이다. <Figure 14>는 이 가설
을 결정적으로 지지한다.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상층 진입/

생존율(2015년)을 계산하자 연령별로 상층 진입률/생존율은 극적으로 벌어진다. 오
늘날 20대 후반은 53.4%이지만 386 세대 경우 117%(1965~69년생)와 135%(1960~64

년생)이다. 어떻게 대학 졸업자의 생존율이 1을 넘을 수 있는가? 답은 대학 졸업자
보다 노동시장상층 자리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386 세대의 경우 상층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굳이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고졸자도 
상층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현 20대 후반은 대학 졸업자 중 둘 중 하나만 상층 노
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386 세대를 비롯한 현 중 ‧ 장년층 세대가 산업화 
세대에 비해 아이는 덜 낳으면서 어떻게든 자식들은 대학에 보낸 결과이다. 이들이 
(상층 노동시장을 과대점유한 채로) 집단적으로 자식의 수를 줄여 집중적으로 교육
투자를 한 결과, 대학 졸업자들 간의 상층 대기업 정규직 진입을 위한 투쟁이 한층 
격화된 것이다. 이 과잉 자격의 청년 세대는 노동시장 상층에 진입할 자격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입하지 못하는 다수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상층에 진입하지 
못한 절반의 대학 졸업자들은 중 ‧ 하층에, 즉 중소기업에 혹은 비정규직으로 진입하
거나 노동시장 진출을 유예한 채 끊임없이 상층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왜 수는 줄
었는데 경쟁은 격화되었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 386 세대를 필두로, 40대 
후반~60대 초반의 상층 연장자 그룹이 쌓아 놓은 신분화된 기득권 성벽 아래에 그
들의 자식들이 스펙 경쟁을 하며 필사적으로 기어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세대론과 
계급론이 겹쳐지는 순간이다.11)

11) 또 다른 설명은 이 세대는 공정성에 훨씬 민감한 세대란 것이다. 네트워크 위계를 통해 노동시
장 상층 기득권이 품앗이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자식들을 특혜로 취직시키는 일이 비일비
재하자 (취직자의 청탁비율이 80%을 넘었던 강원랜드 사건을 보라), 이 세대들은 취업문이 실
제 수치보다 더 ‘좁아져 있다’고 느낀다. 다시 말해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쟁의 실상에 
대해서 이전 세대들보다 더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 세대는 상층 진입 게임의 참가자들의 
수는 늘고, 경쟁은 격화되었건만, 게임의 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어쩌면 영원히 ‘공정
한 게임’을 희구하는 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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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 나가며

386 세대의 리더들은 산업화 세대가 구축했던 1920년대 후반-1950년대 초반 출
생자들로 구성된 세대 간 연대를 1997년부터 2016년에 걸친 20년의 정치권력 투쟁
을 통해 사실상 와해시켰다. 이를 위해 386 세대의 리더들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걸치는 대안적 세대 연대(alternativ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를 구축하였고, 이념적으로/정치적으로 이들을 자신들의 하부 지지세력으로 편입시
켜 공고한 투표블락(voting block)으로 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물론 이 386 세대 
리더들의 성공 이면에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동세대 내부의 고통과 희생이 동반된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이 세대의 리
더들은 자신들의 세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핵심 내부자 그룹(core inner circle)’을 
구성하여 선출직과 임명직을 독식하는 ‘점유의 정치’를 수립하였다. 세대 간 연대의 
과실이 특정 세대의 특정 네트워크 집단에 의해 독점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공고화된 바로 그 시점에 세대 간 정치권력의 분배는 가장 불
평등해졌다.

386 세대 리더들은 기업조직 내부에서도 유사한 ‘점유의 정치’ 체제를 구축하였
다. 산업화 세대의 리더들이 1997년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업조직에서 물
러나고 386 세대의 아랫세대들은 386 세대와 같은 ‘대량 입사를 통한 충원’이 불가
능해짐에 따라 지난 20년 간 기업 내 386 세대의 권력과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강
화되었다. 기업 내 386 세대 리더들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386 세대 리더들이 시
민사회조직들의 근간을 일구었듯이, 세계화의 첨병으로 기업조직의 바닥을 일구었
고 이를 통해 2010년대에는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위계체제의 
정점에 - 그것도 한국 기업사상 최대규모로 - 올려놓는 데 성공하였다.

386 세대의 리더들이 기업조직의 상층을 장악하는 동안 자본은 세계화와 함께 
격화된 경쟁적 시장에서 한국의 기업조직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위계조직을 
‘유연화 된 위계체제’로 업그레이드하였다. 바로, 기존의 연공에 의한 위계적 직무 
배분 시스템에 ‘내부자(정규직)’와 ‘외부자(비정규직)’의 구별을 통한 차별적 보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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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결합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조직이 경기 싸이클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로써 2000년대 이후 산업현장과 공기업, 공무원 조직, 학
교에 이르기까지 다른 신분을 가진 노동자들끼리 연공과 고용형태 상의 차별적 신
분이 결합된 위계체제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정착되었다. 386 세대 기업
의 리더들은 바로 이 유연화 된 이중화 경제의 최상층에 최대 다수로 살아남은 세
대이다. 또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유연화 시스템과 맞서 싸워 시민사회 전체의 노
동권과 연대의 가치를 지켜야 할 (386 세대) 노동조합의 리더들은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만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연공과 고용형태에 의해 분절된 노동시장의 계층
화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로써, 386 세대 리더들이 정치와 경제 권력의 상
층을 점유하는 지난 20년 동안 자본이 의도했던 ‘이중화(dualized)된 노동시장 구
조’는 완성되었고, 한국사회의 신분계급화는 한층 깊은 수준으로 구조화되었다. 

386 세대의 리더들 의해 구축된(정치사회), 혹은 적어도 방조된(기업 및 노동시
장) 정치와 경제의 ‘위계체제’는 한국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 첫째는 
거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위계체제 상층 독점이 장기화되고 그로 인해 유교 연공사
회의 대전제인 세대 간 ‘세대교체’의 룰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386 세
대가 정치권력과 기업조직, 상층 노동시장 모두에서 이 전 세대보다 더 큰 규모로 
장기생존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세대 네트워크 내부에 속한 386 세대 상층 리더들과 그에 속하지 못하는 
동세대 하층 및 다른 세대들 간의 정치‧ 경제적 권력자원의 갭이 커지면서 세대 내, 

세대 간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자본이 주도한 유연화 및 이중화 경제 구
조가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상층 내부자로 편입되어 있던 현 중장년층(40대와 50대)

을 중심으로 임금과 근속을 통한 수혜를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악화된 현 중 ‧ 장년 세대 내부, 그리고 이들 세대와 다른 세대 간에 증대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은 이 글의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세대의 정치’가 ‘위계구조’로 전화되
면서 발생한 결과이다.

셋째, 최대 규모의 최고의 응집성과 연계성을 가진 세대 네트워크가 국가와 경제, 

시민사회의 상층 권력과 자리를 장기간 장악하면서, 세대 네트워크와 상층 노동시
장 내부자들의 연공제 담합구조에 진입하지 못한 주변부의 외부자들 - 청년세대 - 에
게 돌아가야 할 기회와 보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청년세대의 소득과 주거
의 빈곤화(권현지, 2018) 및 자산의 양극화(이철승‧ 정준호, 2018)를 지적하는 연구
들은, 자본, 386 세대 및 그 주변부 세대 상층 노동자들 그리고 386 세대 대기업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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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의도하지 않은) 공모를 통해 만들어낸 노동시장 이중화의 최대 피해자들이 
동시대 청년들임을 보여준다.

2. 한국형 위계체제의 완성: 네트워크 위계

서두에서 정의했듯이 ‘네트워크 위계’는 ‘네트워크’와 ‘위계’가 톱니바퀴처럼 물
려 돌아가며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위계체제가 조직구성원의 직무 간 수직적 명령 
및 복종체계와 보상체계를 규정하고, 구성원의 노동을 통한 복종과 충성을 이끌어
내는 생산과 수취의 기제라면, 네트워크는 조직 상층 지도부가 조직 내부와 외부에 
조직의 목표 달성과 자신의 권력 유지/재생산을 위해 수평적으로 구축한 사회적 연
결망(social ties)이다. 비유하자면, 세대 네트워크는 노동시장과 조직 내‧ 외부에 구
축된 위계체제라는 수직적인 계층사다리를 엮어주는 수평적인 가로줄이자 매듭이
다. 위계체제의 상층 리더들은 세대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의 자리를 상호 보장하며, 

보상을 극대화하는 활동을 영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대 네트워크는 기업, 정당, 

시민사회 조직들 간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정보와 자원을 동원하고, 협의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세대 기반 인적 교통망이자 연대체계로 정의된다. 세대 네트워크는 위
계체제와 결합함으로써 자원동원과 교환‧ 정보공유‧ 협력‧ 수취체제 구축이라는 한
국형 위계체제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이중화 경제 시대의 한국형 위계체제는 연
공제/호봉제로 구조화된 관료제의 직급체제로 내부자를 통합하고, 외주/하청/단기계
약/직무급을 통해 외부자를 관리한다. 산업화 세대가 구축했던, 정규직만이 존재했
던, 즉 모두가 내부자였던 외환위기 이전의 기업 체제에 외부자가 덧붙여짐으로써 
조직 내부와 외부에 21세기판 신분제적 위계가 확립된 것이다. 오늘날 청년 세대의 
고통은 더욱 치열해진 상층 진입게임에서 이들의 상당수가 내부자가 아닌 위험 및 
애로업무를 전담하는 하청‧ 파견‧ 비정규직이라는 외부자로서 직업세계를 처음 경
험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386 세대의 ‘세대 네트워크’가 이러한 위계체제와 결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가? 그것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긍정적 의미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이 추
진되기도 하지만, 부정적 의미에서는 자리와 충성이 교환되고, 파벌이 확장되며, 권
력직 및 이권의 교환 및 장기보전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보다 응집적인, 

내적으로 강고한 386 세대의 네트워크가 각 조직들의 상층을 장악한 채 장기집권하
며, 연공제 및 내부자/외부자의 이중노동시장 체제를 통한 ‘수취체제’와 결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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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불평등과 이중화/양극화의 증대’와 ‘비효율과 지대추구행위의 양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양자가 서로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386 세대의 리더들이 주도한 세대의 정치와 그로 인한 불평
등의 확대라는 이 연구의 주장에 대한 반론들을 의식하고 있다. 첫째는 특정 세대 
내부의 일부 집단이 주도한 정치와 그 결과에 대하여 세대 전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시장 위계체제 수립의 배후에는 결국 (필자도 적시한 
바대로) 자본이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세대 간 불평등분석이 아닌 계급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불평등의 확대 시기에 386 세대가 상층을 점유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고, 오히려 외부 환경요인(세계화와 탈산업화)이 궁극적인 불평
등의 요인이라는 것이다.12)

첫 번째와 두 번째 비판과 관련, 386 세대 및 그 주변세대 상층 노동시장 점유자
들은 세대 네트워크의 위계체제 구축 활동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그 궁극적 기획자가 ‘자본’이라 하더라도, 그 수혜를 일정 정도 
공유했다는 점은 변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 예를 들면, 정규직/비정규직의 신분
화와 하청업체 착취를 직접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자본이 했더라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수혜를 공유한다. 노동조합의 전투적 임금상승 투쟁에 직접 참여하
지 않더라도 그 임금 상승의 수혜는 (기업 간 조정과정/패턴교섭을 통해) 40~50대 
상층 임금 노동자 전체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구조적 불경기 아래, 노
동시장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청년세대와 여성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에 대한 노동시장 상층 (40~50대 중‧ 장년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의 책임은 고스란
히 남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중화로부터 가장 고통 받는 집단은 동
시대 청년들이므로, 연공제 하의 유연화와 이중화는 세대정치를 발화시킬 수밖에 
없다. 즉, 연공제적 위계체제와 내부자/외부자의 분절구조로 인해 계급과 세대가 밀
접하게 착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계급과 연공제적 위계 모두에서 최하층
에 위치한 동시대 청년층의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한 기회에 대한 요구는 지극히 

12) 이 문제들을 제기해 준 익명의 논평자들께 감사드린다. 이 외에도, 한 논평자는 세대 네트워크
의 현존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이 네트워크에서의 자원이동과 불평등으로의 전환 메커니즘 또
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세대 내 불평등 상승의 피해자/소외자인 386 세대 내부
의 하층 빈곤계급에 대한 분석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두 문제 모두(세대 간 불평등에 치중
한)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 천착할 지점이다. 또한, (<Figure 5>
에서 드러나는) 남성 위주 ‘네트워크 위계’의 ‘소외자’이자 최근 부상하는 ‘경쟁자’인 여성에 대
한 섹션은 분량상의 제약으로 최종본에서 빠졌다. 이 부분은 출간 예정인 필자의 책, [불평등의 
세대(가제)](문학과 지성사)에서 자세하게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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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것이다.

세 번째 비판은 (386 세대를 포함한) 한국의 상층 노동시장 점유자들의 끝 모를 
임금상승과 그로 인한 불평등 확대는 세계화에 적응한 (상층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 때문이지 중하층 혹은 다른 세대에 대한 착취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과 어느 
정도 통한다. 이는 별도의 논쟁과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500인 이상 한국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을 가진 
미국‧ 일본‧ 프랑스의 대기업 노동자들보다 각각 28.7%, 49.5%, 16.4% 더 높았다. 

이에 비해 1~4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미국의 절반, 일본의 
75%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노민선, 2018). 또한, 10인 이상 고용기업의 1년차 근로
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경우,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배율은 한국이 329로 123

인 핀란드의 2.7배, EU 15개 회원국 평균 170의 1.93배에 달했다(한국노동연구원, 

2015). 세계화와 탈산업화가 전세계적인 동시대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공통 현상
이라면,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차이가, 그리고 중‧ 장년층과 
청년층 노동자들의 임금 차이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이토록 커야 할 이유가 없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차이의 상당 부분은 자원과 권력을 더 많이 보유한 상층
노동시장의 중‧ 장년층 노동자들(내부자들)이 중‧ 하층과 청년층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전유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3. 함의: 세대 간 형평성의 정치를 위하여

산업화 세대의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는 한 가지였다. 바로 빠른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의 끊임없는 창출이었다. 386 세대는 산업화 세대가 제약한 자유와 민주를 
구하기 위해 그들을 치받았지만 부모 세대가 제공한 ‘풍성한 일자리’와 ‘일자리를 
통한 복지’ 모델의 수혜를 받은 세대이다. 물론, 이 세대는 민주화를 이뤄냈을 뿐 
아니라 한국경제를 세계화 시대에 적응시켰다. 그렇다면 그 수혜가 다음 세대로-어
떤 형태로든-이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이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86 세대의 상층 리더들은 정상
에 오른 바로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할 책임이 있다. 신분제 사회를 만들어 놓고 내 자
식이 신분제 사회의 상층에 오를 확률을 높이는 전략과 ,신분제 사회를 해체하고 
내 자식과 그 자식들이 자유로운 개인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사회적 위험을 분담하
며 노동의 대가를 적절히 공유하는 사회를 만드는 전략 중 어느 쪽이 현명한가?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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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는 적어도 후자를 공약하며 정치와 시장에서 집권했다. 그렇다면 ‘세대의 기회’

를 아예 가져보지도 못하고 위계체제의 게임의 룰에 ‘민주적으로’ 좌절해야 하는 
자식세대에게 최소한, 아니 최대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자신들이 가진 정치‧ 경제
적 권력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롤스(Rawls, 1971)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사회
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오늘의 청년 세대에게 최대의 기회를 보장해야 ‘기회
의 균등’(equity)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 세대 간 이전의 전략 마련
과 세대 간 형평성 증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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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Class, and Hierarchy:
386-Generation in Power and Increase in Inequality

Cheol-sung Lee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identifies an accumulating process of power and wealth led by the ‘386- 
generation, so-called the generation of democratization’(D-generation, hereafter) as a process 
of structur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Korean-style hierarchy system.’ For this 
identification, first of all, this article highlights D-generation’s work of the ‘politics of 
occupation’ by gradually occupying the state from being the leaders of the civil society. 
Second, this article underscores the ‘hierarchy system’ established in the labor market and 
the firm organization by capital to confront the market competition, intensified with 
globalization, as well as the ‘power within the company’ from D-generation, who has been 
the beneficiary of the system. Through these two processes, the D-generation was able to 
establish more internally cohesive ‘generational power resources’ across the state, civil 
society, and the market. To test these arguments, the study shows - through analyzing 
original data sources and various survey data - that the D-generation has accumulated more 
social and political capital than other generations in civil and political society. In the labor 
market, the generation has succeeded in advancing to top-tier leader’s positions in the 
firms, and occupied the majority in the upper-class labor market status. In turn, the study 
demonstrates that such cohesive generational networks led to longer duration of members 
of the generation in firms and higher rates of income increases, which exacerbates 
excessively competitive job market situations for younger generation. The study concludes 
with a theorization of the concept, ‘network hierarchy’, making a request for the politics of 
inter-generational equity.

Key words: 386 generation, generational power resource, politics of occupation,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network hierarchy, intergenerational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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