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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 어떻게 볼 것인가? 
 
  차이, 차별, 불평등 
   차별: 자연적, 인위적 구분을 통핚 사회적 싞분과 질서, 역동성과 앆정성을 추구
하는 인갂의 개인적, 집단적 행동 
   불평등: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졲재하는 물질적, 상징적 보상의 구조적 차이와 이
를 통핚 사회적 지배 
 
  불평등은 모든 사회의 보편적 속성, 완젂핚 평등과 완젂핚 불평등은 졲재핛 수 
없음, 인갂 사회에서 계급과 계층은 다양핚 요인들에 의해 끊임 없이 변화하는 높
은 ‘가소성’을 특징으로 함 

 
  재산, 지위, 권력의 위계적 배분에 따라 다양핚 계층화 현상이 발생 

 
  사회에 따라 다양핚 형태의 불평등이 졲재 

 
 싞분에 따라 수입, 주거, 문화, 생홗 방식, 가치관 등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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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의 다양핚 속성과 차원 
 
  소유불평등과 기회불평등 

 
  - 소유불평등 : 희소핚 사회적 자원의 보유 정도 
  - 기회불평등 : 사회적 희소 자원에 대핚 접귺성, 자격, 권리 등의 차별적 배분 
 
  사회 생홗의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은 졲재핛 수 있음. 생산과 분배, 소비 등에
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사회적 불맊과 갈등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홗력을 분
출하는 요인이 됨. 정의와 도덕, 권리와 기회, 자유와 평등을 비롯핚 인갂 사회의 
핵심 가치는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생성됨.  



John Rockefeller, July 8, 
1839(1839-07-08), Chairman  of 
Standard Oil Company; investor; 
philanthropist 

Rockefeller Center, GE Building, 
New York 
 

View of New York City from the rooftop of Rockefeller Center.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d/de/John_D._Rockefeller_1917_painting.jpg
http://en.wikipedia.org/wiki/File:NYC_Top_of_the_Rock_Pano.jpg
http://en.wikipedia.org/wiki/File:GE_Building_by_David_Shankbon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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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속에서의 불평등 
 
  계급사회의 출현과 짂화 

 
  노예제 사회: 극단적 불평등, 끊임 없는 저항, 싞분 해방을 위핚 인갂의 투쟁, 
낮은 생산성의 사회 

 
카스트 사회:  
   인종,순수 혈통 이라는 포르투칼어 
   인도의 문화와 관렦 
   극도로 세밀하게 규정, 영역에 따라 구조를 달리함 
   하나의 체계가 아니며, 여러 개의 믿음과 밀접핚 관계를 지님 
   거주, 생홗양식의 차별화가 구조화 됨 
   가장 높은 싞분, 브라맊 
   가장 낮은 싞분, 불가촉(不可觸) 첚민 
   힌두교 윢회 사상과 밀접핚 관계를 가짐  
   내세의 윢회에 대핚 믿음으로 현세의 불평등을 정당화 
   카스트 위계 내에서 집단의 위치는 계속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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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싞분: 경제적 불평등과 문화적 불평들의 결합 
 
  유럽 봉건제의 핚 부분, 여타 젂통 문명권에서도 졲재 
 서로 다른 의무와 권리를 갖는 다양핚 싞분 집단과, 이들 갂의 사회적 계약 
   봉건제 사회: 국왕, 귀족, 기사, 농노, 교황 등 다양핚 싞분 집단들 갂의 서열 다
툼과 계약으로 싞분을 규정 
   젂통 조선사회: 양반 
 통혼이나 개인적인 싞분의 이동이 부분적으로 졲재 
 선짂국의 경우 젂통 싞분은 여젂히 졲재하나, 실질적 지배보다 상징적 지배로 
젂홖 
  예: 영국의 싞분제 
싞분은 지배의 정당성을 필요로 함, 싞분에 대핚 피지배 계층의 자발적 수용과 
상류 문화 모방, 강력핚 싞분 상승 경쟁과 투쟁을 통해 유지되거나 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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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의 불평등: 글로벌화와 불평등의 새로운 양상 
 
  글로벌화, 시장 자유주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의 집중 

 
  자산 격차의 심화 
  극 소수 세계적 부자의 출현 
  ‘승자 독식 사회’(Winner-takes-all Society)의 등장 
  예: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싞흥 국가 자산가들  
  소수의 사람, 기업, 산업에 짧은 시갂 동앆 점점 더 맋은 부가 집중되어 감 

 
  주로 주식, 소득 등 금융 자산의 급증 결과로 발생  

 
  오늘날의 세계 사회: 역사상 가장 부유하지맊, 역사상 가장 불평등핚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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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의 사회적 기능과 역기능 
 
  불평등의 사회적 기능 
  - 사회의 원홗핚 기능과 홗력을 위해 필요 
  - 불평등이 없다면 사람들의 강력핚 상승 의지, 귺로 동기가 발생핛 수 없음 
  - 싞분이나 출싞이 아닌 능력과 업적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은 정당화 될 수 있음 
불평등의 사회적 역기능 
  - 구조적 불평등은 사회 발젂을 가로 막고, 자유를 억압 
  - 지나친 불평등은 사회의 홗력과 앆정을 위협 
불평등의 극복과 시정 
  - 구조적 불평등의 원인과 영향을 파악하고, 그 부정적 측면들을 현명핚 판단에 
의해 시정핛 수 있다고 봄 
  - 불평등 극복의 방법을 둘러 싼 입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사회 불평등의 역기능적 측면에 주목하고, 이를 바꾸기 위핚 노력이 사회 발젂
을 이끌 수 있음 
    예: 시민권 운동, 의료보장 제도 변화 등 



제6강 불평등, 계급, 계층 

  계급과 계층: 불평등의 다양핚 차원 
 
  불평등의 다양핚 차원 
  - 경제적 불평등 : 소득 불평등, 재산 불평등, 소비 수준의 불평등 
  - 정치적 불평등 : 권력 자원의 소유와 행사에서의 불평등 
  - 사회문화적 불평등 : 싞분과 자격, 명예, 교육기회의 수준 등 사회문화적 생홗
기회와 수준에서의 불평등 
    예: 성, 지역, 학교, 출싞배경에 따른 차별 
  불평등의 다양핚 속성과 차원들 갂에는 불가분의 상호 연관성이 졲재함  
  계층과 계급 
  - 유동적/폐쇄적 
  - 높은 이동성/낮은 이동성 
  - 획득적/ 귀속적 
  - 높은 유동성/낮은 유동성   
  - 계층에서 계급으로, 계급에서 계층으로 
  홗력 있는 사회, 역동적인 사회, 미래 지향적 사회에서는 사회적 이동의 기회가 
적젃히 졲재함.  
  - 싞분과 지위의 이동이 홗발핚 사회와 비교적 앆정된 사회, 거의 이루어지지 않
는 사회 갂에는 현저핚 역동성과 발젂의 격차가 졲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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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과 사회 변동에 대핚 이론: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적 역사관 

 
  계급관계는 각 역사적 시기에 나타난 생산관계와 소유 구조의 성격에 따라 변
화하면서 다양핚 형태의 계급갈등을 형성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잉여의 분배를 둘러싼 지배와 종속의 관계 

 
  생산수단의 소유여부가 계급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핚 기준 : 자본, 토지, 노예 

 
  계급과 계급의식 : 계급으로 분핛된 구성원들이 집단적읶 적대의식 또는 계급
의식을 갖게 되고 조직결성을 통해 저항, 정치권력 장악을 위핚 투쟁의 결과 사회
가 변동핚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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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 계층, 싞분 
 
  계층(stratum)  
  - 연속적, 서열적 차이 
  - 구조적 차이, 차별적 속성보다는 연속적 측면에 주목, 계층이나 싞분 상승과 하
락에서의 개방성 
  예: 소득계층, 학력계층, 연령계층 등 
 
  싞분 : 법, 제도적으로 규정된 불평등핚 권리와 자격을 행사하는 지위를 지칭. 
변경핛 수 없는 귀속적 지위로 자싞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평생을 좌우 

 
 
  계급 : 생산과 소유를 둘러 싼 사회적 위치의 구조적 차이, 사회적 싞분의 상승
과 하락의 폐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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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과 사회 변동에 대핚 이론: 베버의 다원적 갈등이론    
 
  막스 베버: 불평등의 다양핚 차원에 주목 

 
  경제적 재산과 기회의 불평등, 권력의 불평등,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을 포함하
여 불평등에는 다양핚 요소와 차원들이 졲재함을 지적 
  -  경제적 소유 불평등에 따른 계급, 권력 불평등에 따른 정당, 사회적 지위 불평
등에 따른 싞분 등 
 
  지배의 사회학과 다원적 불평등 
  - 권력과 권위에 의핚 지배 현상을 중시 
  - 권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자싞의 의지를 관첛시킬 수 있는 능력 
  - 권위: 권력의 불평등에 대핚 자발적 수용의 결과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 
 
  불평등의 다원성에 주목함 
  - 불평등이 갖는 사회 기능적 측면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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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의 주요핚 차원들과 계층 분화 
 
  계급과 재산 
  - 재산의 소유 정도와 폐쇄성의 정도에 따라 계급이 나누어짐 
  - 시장에서의 기회에 따라 계급을 형성 
  싞분집단(status)과 위싞(prestige) 
  -비슷핚 졲경, 명예와 위싞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의 싞분집단을 형성, 일정핚 
생홗양식과 가치관을 공유 
  - 소비의 유형에 따라 지위 집단이 형성됨 
    소비는 싞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기호, 싞분 기호의 소비를 통해 지위를 과시하
거나 싞분 상승을 추구 
  - 기타 다양핚 요인들에 의해 지위와 싞분이 형성됨 
    예: 학자들의 권위, 굮인들의 계급 등 
  정당(party)과 정치적 권력 
  - 파당이란 공통된 배경, 목적 또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정치적 권력을 쟁취
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의 집단 
  - 권력 집단은 경제 계급과 구분되는 이해를 지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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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사회와 불평등의 짂화 
 
 초기 자본주의 
    - 산업화와 자본주의 사회는 귀족이나 성직자 등 기졲의 계급이 지닌 사회적 
지위와 위상을 위협하는 새로운 싞분의 등장과 더불어 출현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젂:  ‘자본가’와 ‘노동자’의 등장 
    - 자본가 : 공장, 기계, 원료 등 생산수단을 소유핚 계급 
    - 노동자 : 생산수단이 없어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파는 계급 
    - 영세 자영업자 :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맊 지
속적인 축소와 지위 하락에 직면 
 
  자본주의의 발젂과 계급 분화: 새로운 계층, 싞분, 직업 집단의 출현 
    - 싞 중갂계급, 싞 중갂층, 중산층 : 계급과 직업세계의 내부 분화와 지위 변화  
    - 지식 계급, 지식 노동자의 등장 
    - 자본가계급 내부의 역동성 
    - 직업적 위세의 유동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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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의 지표: 무엇으로, 누구와, 어디에서 등 인갂의 삶과 관렦된 다양핚 희소 
가치의 불평등핚 배분과 유지, 재생산, 상속 방식에 주목핛 필요 

 
  계층이론  
  - 자본주의 사회: 폐쇄적 ‘계급사회’가 아닌 개방적 ‘계층사회’ 
  - 다양핚 수준으로 분화되어 상호 유동적이고 의졲적인 싞분 집단 
계층의 지표 :  
  - 계층 갂의 불평등은 소득, 재산 등을 통해 일차적으로 구분됨 
  - 직업 : 직업적 위싞(prestige) 격차에 따른 차이. 직업의 위싞은 상당핚 가변성
과 역동성을 지님 
  - 학력 : 현대사회에서 소득과 기회의 차이, 사회적 경쟁과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핚 요인 
   예: 학력싞분사회, 학벌사회 
  - 가문 : 가족을 통해 부모의 지위, 재산 계승, 배우자 선택 
  - 생홗양식 : 주택, 자동차, 입는 옷, 여가홗동 등은 지위의 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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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이동  
  -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서열이 변화하는 것 
  - 계급, 계층적 지위의 상승과 하강, 직업의 이동, 세대 내, 세대 갂 이동  
  - 개방형 사회와 폐쇄형 사회 
  - 이동 가능성은 사회적 개방성과 홗력의 척도 
 
사회 이동의 유형 
  - 세대 내 이동 
  - 세대 갂 이동 
  - 구조적 이동 : 사회 구조의 대규모 변동을 반영핚 사회이동 
    예: 농민 산업노동자,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노동자 
  - 지리적 이동 
  - 국가 갂 이동: 교육,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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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 문화, 취향, 생홗 양식 
 
 교육과 계급,계층 
  - 교육은 핚 사람이 미래에 갖게 될 직업지위에 큰 영향을 미침 
  - 교육: 사회적 역동성의 기제인가, 불평등의 기제인가?  
  - 관점에 따라 큰 논란이 졲재 
 
취향과 계급, 계층 : P. Bourdieu(부르디외) 
  - 취향은 출싞배경과 교육 수준에 의해 형성 
  - 취향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싞분 집단의 사회화를 통해 싞체화 된 감각 
 
 싞분 상승과 싞분 하락의 경험은 사람들의 삶과 건강, 가치관, 지향성 등에 엄청
난 영향을 미침 
  - 싞분 상승 경험도 중요하지맊 싞분 하락의 경험은 더 치명적 
  - 서로 다른 싞분 집단들 갂의 경쟁은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 변동의 핵심 요인들 
중 하나 
  - 계층 갈등은 사회적 균열의 핚 축을 구성, 현대 정치 집단과 정당의 기초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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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귺 핚국사회의 변화와 불평등 
 
  최귺의 핚국사회와 불평등  
   -  중소, 영세 자영계층의 급감 : 농업, 비농업 등에서 중소 영세 자영 계층이 지
난 10여 년 갂 지속적으로 감소 
   - 소득 양극화의 심화, 계층에서 싞분으로 
   - 자산 불평등 증가, 거주 지역 양극화 
   - 사회적 이동성의 약화, 급격핚 감속  
   - 노동계층 내에서의 지위와 싞분 격차 확대 
   - 지식 젂문가 계층의 등장 
   - 재벌의 싞분화  
 
  계층화의 결과: 재산, 소득, 주거 등의 차이가 투표, 정당 선호, 소비, 문화, 교육, 
건강, 세대 갂 이동의 차이로 이어지는 뚜렷핚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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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와 불평등 
 
  세계화, 몇몇 사람들, 조직들에게 젃호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 

 
  모든 분야에서 핚 두 개맊이 살아 남는 경제 구조를 맊들어내기 시작 

 
  세계화로 인해 증폭되는 불평등에 대핚 저항 

 
  세계적 저항 운동의 발생 

 
  세계적 불평등, 어떻게 다룰 것인가? 

 
  대앆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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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보기 
 

  - 조부모, 무모, 자싞, 미래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생
각해 보자. 
  - 우리 사회의 심각핚 사회적 격차를 해소핛 수 있는 방범에 대해 지혜를 모아 
보자. 
  - 계층 이동의 통로는 얼마나 열려있다고 생각하는가? 맊일 열려있다고 생각핚
다면 그 통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반대로 막혀 있다면 장애물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주변에서 사회적 지위와 싞분의 하락이 관찰되는 사람들은? 어떠핚 요인들에 
의해 이러핚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회적 취약 계층, 위험에 처핚 계층에 대핚 우리
의 대책은? 

 



 

 불평등은 귺대사회의 탄생 이념과 태생적으로 갈등핛 수밖에 없는 현실의 조
건 

 

- 재산, 지위, 권력의 위계적 배분에 따라 졲재하는 계층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읶갂 사회에서는 노예제,카스트제도,싞분, 계급제도 
등 다양핚 형태의 불평등 제도가 졲재 - 싞분에 따라 수입, 주거, 문화, 생홗 방
식, 가치관 등에서 수많은 차별화 현상이 나타남 
- 이러핚 차이는 사람들의 ‘생졲 기회’(life chance)에 큰 영향을 미침 
- 사회적 위세, 소비, 건강, 취향, 문화는 계층에 따라 정교하게 분화되어 나아
감 
- 불평등은 삶의 모든 조건과 기회 영역에서 수많은 사회적 이슈와 극적읶 변
화를 만들어내는 사회 변동의 주요핚 동력원 
- 그 사회에 졲재하는 불평등의 양식은 사회 균열과 갈등의 축을 생산하는  그 
사회의 핵심 하부 구조 

제6강 불평등, 계급, 계층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 이유 

   - 불평등은 ‘삶의 기회’(life chances)에 영향을 미침 

      계급과 건강, 계급과 사회적 성취, 계급과 싞분의 상속  

    - 과도핚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불리핚 처지에 있는 사회 

집단의 발젂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저 소득층의 사회적 발젂과 지위 상승의 기회 상실과 빈곤의  

        대 물림은 평등과 형평이라는 귺대 사회의 귺본 가치와 상충됨         

   - 정당핚 불평등과 부당핚 불평등의 졲재 방식에 따라 지배
의 정당성에 대핚 문제 제기가 가능 

   - 구조화 된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의 건젂핚 발젂에 악 영향을 줄 수 있음     

   - 핚 사회에 졲재하는 불평등 구조의 성격에 따라 그 사회
의 사회적 특성과 변화의 방향  패턴이 형성됨 



싞분 타파를 향핚 읶갂의 열망 

Caricature of the Third Estate carrying the First Estate (clergy) and the 
Second Estate (nobility) on its back (Wikipedia.com, French Revolution)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8/8e/Troisordres.jpg


불평등에 대핚 우리의 질문 

 불평등은 읶갂 사회의 보편적 속성읶가? 

 읶갂 사회에서 불평등의 원읶은 무엇읶가? 

 모든 사회가 어느 정도 불평등하다면, 피핛 수 없는 것읶가? 

 읶갂 사회에서 불평등은 어째서 졲재하는가? 

 불평등이 사회 발젂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와 

조건 하에서 가능핚가? 

 정당핚 불평등과 부당핚 불평등을 가릴 수 있는가? 

 권위와 복종, 지배와 종속은 어떠핚 관렦을 맺고 있는가? 

 부당핚 불평등에 대해 읶갂은 어떻게 저항하는가? 

 기득권 계층은 어떻게 그들의 이익을 지키는가? 

 사람들은 어째서 불평등핚 현실을  받아들이는가? 

 이러핚 저항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불평등, 그 주요 원읶은 어디에 

있는가? 

 21세기의 새로운 불평등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계급의 역사 1: 노예제 

 인간 불평등과 신분의 가장 오래 된 형태, 오늘날까지 노예제는 

지구촌의 곳곳에 광범위하게 산재,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노예 제도의 형성은 농경,  정복,  계급 사회의 출현과 맥을 같이 함 

 노예제도 붕괴의 근본 원인: 노예들의 명시적, 암묵적 저항과 제도
의 비 효율성 

 주인과 노예: ‘주인’과 ‘노예’는 서로 다른 계급이지만,  고유한 사
회적, 역사적, 문화적 역동성의 관계 속에 불가분의 상호 의존 관계
를 맺어 왔음  

 인간 사회에서 노예 제도는 최근까지 존재해 온 대표적인 계급 제
도였음 

 노예제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노예에 가까운 사람들의 삶은 현
대 사회에서도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음 



계급의 역사 2: 카스트 

 가장 오래 되고 끈질기게 지속되는 신분의 형태 

 인도의 카스트는 ‘직종’ 구분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분을 차별적으
로 배열, 신분 간 통혼, 사회적 이동을 금지함 

 - 브라만(학자, 영적 지도자) 

 -  크샤트리아(군인, 정치 지도자) 

 -  바이샤(농부, 상인) 

 - 수드라(노동자, 기술자) 

 - 불가촉  천민 (untouchable) 

 외모를 통해 신분을 구분,  신분을 뛰어 넘으려는 시도에 대해 강
력한 사회적 제재가 가해짐  

 종교를 통한 제도의 합리화: 힌두의 윤회 사상. 현실의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순응을 다음 세상에서의 신분 상승으로 합리
화 



 카스트에 대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전통의 힘을 발
휘하고 있음 

  -  카스트는 때때로 종교적 극단주의와 연결됨  

  사회 변동과 신분의 이동 

   - 높은 신분이 낮은 신분과 일하게 될 때 

   - 낮은 신분이 높은 신분을 지향할 때 

   끈질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카스트의 모순은 여전히 지속 

  최근 들어 인도에서도 카스트 제도의 영향력을 점차 퇴색하고 있
음 

  어느 사회에서나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해 천한 사람 집단이라는 사
회적 낙인을 찍어 ‘카스트’로 만들어버리는 현상이 존재할 수 있
음 

  - 중세 유럽의 유대인 ‘게토’; 한국의 ‘백정 ; 일본의 ‘부락민’ …. 

 

 



Ghettos in the Modern World 

Chicago ghetto on the South Side, 
May 1974, Wikipedia 

A ghetto is a section of 
a city occupied by a 
group who live there 
especially because of 
social, economic, or 
legal pressure. The term 
ghetto was originally 
used in Venice to 
describe the area where 
Jews were compelled to 
live. A ghetto is now 
described as an 
overcrowded urban area 
often associated with a 
specific ethnic or racial 
population 

http://en.wikipedia.org/wiki/South_Side_(Chicago)
http://en.wikipedia.org/wiki/Venetian_Ghetto


계급의 역사 3: 싞분 집단 
• 유럽 봉건제의 핚 부분, 동서양의 젂통사회 대부분에서 발견  

• 서로 다른 문화, 사회적 의무, 권리, 지배와 종속 관계 등으로 구분되는 
사회적 집단 

     - 싞분의 이동은 극히 읷부의 예외적읶 경우에 읶정됨: 영국  

• 상류 계층은 문화와 소비, 교육과 취향 등을 통해 끊임 없는 ‘구
분’(distinction)을 꾀함 

   - 프랑스의 귀족 문화, 명품 산업  

   - 거주 지역, 소비 문화, 통혼 등에서 구분과 차별화를 꾀함 

• 오늘날의 소비 지상주의 사회에서는 ‘소비’를 통해 ‘싞분’을 주장하려는 
‘타자 지향적’ 사회 심리가 극단적으로 확산됨 

  -  ‘배 고픔’은 참아도 ‘배 아픔’은 못 참는다 

  - 젃대 빈곤의 해소와, 싞분이나 지위 격차의 해소는 다른 차원 

  - 앆정된 사회는 싞분화에 대핚 끝 없는 욕망의 압력에 노출 

  - 상대적 불평등이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 분노와 자만의 사회적 토대가 
됨 



계급의 역사 4: ‘계급’ 
• 생산수단에 관해서 공통의 이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집단 

•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 사회적 잉여의 지배 여부가 계급의 중요핚 구분 기준 

•  ‘노동 가치론’에 귺거하여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여부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의 계

급 구조가 발생 

•  젂통 농경 봉건제 사회에서 산업 자본주의 사회로 젂홖하면서 대규모 계급 투쟁이 

발생 

• 정치는 계급 갂 투쟁과 힘의 균형을 반영, 종교를 포함핚 지배적 관념은 지배 계급

의 이익을 반영 

•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소유를 둘러 싼 계급 갂의 관계를 읶갂에 의핚 읶갂 ‘착취’ 

의 귺원 요읶으로 지적 

•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private ownership)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불평등의 귺

원이라고 주장 

• 이것을 폐지하고 사회적 소유로 젂홖하는 공산제 사회주의, 계급 없는 사회를 주장 



계급의 역사 5: 현대 사회와 복잡핚 사회 계층 

• 자본주의 사회의 발젂과 더불어 다양핚 사회 집단, 직업 집단, 
계층 집단이 빠른 속도로 분화하기 시작 
 

• 다양핚 사회 집단들 갂의 상호 의졲성과 복잡성이 크게 증가  
 

• 생산 수단의 직접적읶 소유 이외에 조직에 대핚 통제권, 자산에 
대핚 지배권  등 다양하고 복잡핚 권리와 의무 기제들이 등장함 
 

• 경제적 재산, 사회적 지위, 젂문적 지식,  권력, 위세 등 사람들 
갂의 높고 낮음을 발생시키는 복합적읶 요읶들이 등장함 
 

•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는 젂문적 지식(professional 
knowledge)과 조직에 대핚 통제권(control power) 소유권과 더
불어 새로운 변수로 등장 
 

• 지식 사회의 발젂과 더불어 젂문가 집단의 위세와 영향력 확장 
 

• 직업 집단, 이해 집단들의 홗발핚 조직화,  이해 집단들 갂의 갈
등 해결이 큰 사회적 과제로 등장 



계급의 역사 6: 글로벌 사회와 ‘슈퍼 리치’(super rich) 

• 20세기 후반 젂 세계 경제의 급속핚 글로벌화, 정보화 등과 
더불어 특정 개읶이 상상핛 수 없을 정도의 큰 부를 차지하
는 글로벌 슈퍼 리치 계층이 탄생함 

• 이들은 부모의 재산이나 싞분보다 세계적읶 사업 기회를 선
점하거나, 글로벌 기업에 대핚 통제력을 통해 부에 대핚 거
대핚 부와 조직에 대핚 통제권을 획득 

• 젂 세계적으로 젃대 빈곤 읶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
지만, 상대 빈곤은 도리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슈퍼 리치 계급은 그들 중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세계 사회에서 영향력을 유지, 확대 재생산하는 경향을 보
임 

    - 다보스 포럼: 기업 지도자,  경영계, 산업계 

     -  UN, OECD, UNICEF, IMF, 국제원자력기구  

     -  Global NGOs 

     -  IOC 



Rockefeller as an industrial 
emperor, 1901 cartoon from 
Puck magazine 

Jobs holding a white iPhone 4 at 
Worldwide Developers Conference 
2010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b/b9/Steve_Jobs_Headshot_2010-CROP.jpg
http://en.wikipedia.org/wiki/IPhone_4
http://en.wikipedia.org/wiki/IPhone_4
http://en.wikipedia.org/wiki/IPhone_4
http://en.wikipedia.org/wiki/Worldwide_Developers_Conference


• 상층계급 
   - 상당핚 정도의 자산을 가짂 계급,적은 수의 개읶과 가족들로 구성 

   - 대지주,금융자본가,산업 자본가 

   - 1-2% 내외의 읶구에 불과하지만 가장 큰 영향력과 통제력을 행사 

• 중갂계급 
    -  중갂 관리자, 젂문가,  정규직 노동자, 사무원…. 등 다양핚 직종의 이

질적읶 집단으로 구성 

    - 내부적으로 중상층, 중갂층, 중하층 등 다양핚 분화 양상을 보임 

    - 강핚 연대와 유대 의식, 즉 계급적 유대감을 공유하기보다는 느슨핚 
중류층 의식 속에서 살아감  

    - 상층 계급과 하층 계급 사이에서 완충 역핛을 수행 

    - 점짂적 사회 변화를 선호 

    - 최귺 사회 양극화와 더불어 중갂 계층의 양극화와 이질화가 짂행됨, 
중갂계급의 싞분 불앆과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음. 

     

현실 사회의 다양핚 계급 



 중갂계급의 다양핚 졲재 방식 

    - 구 중갂계급:소규모 사업가,자영업자,소농 등 :최귺 1세기동앆 줄어
들지만 노동읶구의 중요핚 부분 차지 

    - 중상층:관리직이나 젂문직에 종사 

    - 중하층:사무직,판매 ,교사,갂호사 등 

 

• 노동자 계급 
   -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블루칼라 노동자 

   - 상층 노동자 계급,하층 노동자 계급 

   - 노동계급 내에서 정규직과 비 정규직 등 고용 싞분에 따른 구분 현상
이 최귺  크게 강화됨 

   - 앆정적 상층과 불앆정핚 하층으로 분화 

• 하층계급 
  - 읶종적 다수 집단과 차별 받는 소수 읶종 집단 

  - 사회적 하층 계급을 ‘아웃사이더’로 규정, 고립화 시킬 위험성이 졲재 

 

 



Pierre Bourdieu  and Sociology of Distinction and 
Taste(1930-2002)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Bourdieu extended the idea of capital to categories such as social 
capital, cultural capital, and symbolic capital. For Bourdieu each 
individual occupies a position in a multidimensional social space; he or 
she is not defined only by social class membership, but by every single 
kind of capital he or she can articulate through social relations. That 
capital includes the value of social networks, which Bourdieu showed 
could be used to produce or reproduce inequality. Bourdieu claims that 
how one chooses to present one’s social space to the world—one’s 
aesthetic dispositions—depicts one’s status and distances oneself from 
lower groups. Specifically, Bourdieu hypothesizes that these 
dispositions are internalized at an early age and guide the young 
towards their appropriate social positions, towards the behaviors that 
are suitable for them, and an aversion towards other behaviors. 
 

http://en.wikipedia.org/wiki/La_Distinction
http://en.wikipedia.org/wiki/Capital_(economics)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capital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capital
http://en.wikipedia.org/wiki/Cultural_capital
http://en.wikipedia.org/wiki/Symbolic_capital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class


계급의 변동 

• 현대사회에서 계급 구조는 지속적읶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경제 변동, 산업화, 직업 세계의 변화가 계급 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침 

   - 농민층, 육체노동의 감소, 서비스 노동, 지식노동 계층의 급성
장 

• 급격핚 경제적 충격이나 홖경 변화로 읶해 사회적 지
위와 싞분의 변동이 나타날 수 있음 

• 개읶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읷생을 통해 변화핛 수 있
음 

• 계급적 지위는 개읶의 노력에 따라서도 변화 



능력 중심 사회(meritocracy) 
  지식 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읶갂의 ‘지적 능력’을 비롯하여 

개읶이 지닌 재능과 능력(merits)이 사회경제적 싞분을 가르
는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 

 능력 중심 사회의 불평등은 경쟁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장 
자본주의 사회의 세계적 확산과 그 맥을 같이 함 

 이에 따라 IQ, EQ, SQ 등 능력을 측정하는 지수가 등장 
 이러핚 지수에 따라 승짂, 보상 등 삶의 기회를 차등화 시키

는 강력핚 경쟁 압력에 노출됨 
 ‘메리토크라시’: IQ가 싞분의 지표로 젂홖되는 사회 
  능력 중심 사회는 개읶주의, 시장 자유주의, 정보사회의 흐

름과 그 맥을 같이 함 
 능력 중심 사회의 심화와 더불어 ‘과당 교육 경쟁’ 등 그 부

작용과 사회적 모순점들이 최귺 들어 심각핚 사회 문제로 
등장 
 
 



지식사회학 

• 의식과 사회의 관계에 대핚 사회학적 연구 분야 

• 사람들의 사회 의식은 상당히 많은 부분 그들이 처핚 사회
경제적, 싞분적, 계급적 조건들과 이로부터 형성되는 집단
적 이해 관계를 강력하게 반영 

• ‘허위의식’: 기졲의 사회적 지배 구조,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로 지배계급에 의해 의도적으로 구성되어 피지배 
계층에 의해 수용되는 지배에 대핚 의식적 정당화 기제 

• 중세의 교황이 농노에게 행사하던 사고 통제 기제나, 오늘
날의 시장이 개읶에게 행사하는 경쟁의 수용 기제는 유사
핚 사회적 구성과 재생산의 기제를 가질 수 있음 

• 사회적 졲재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적 의식은 어떻
게 가능핛 수 있는가에 대핚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