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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 증가하면 세대 간 계층이동은 감소할까?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그렇게 될까? 유명한 ‘위대한 개츠비 

곡선(The Great Gatsby Curve)’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세대 간 소득이동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관계가 반드시 단순 선형적이거나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불평등과 사회 이동성 

사이에서 작동하는 제 3 의 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 제 3 의 요인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세대 내 

이동(intragenerational mobility), 즉, 개인의 지위가 생애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양상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노동패널(KLIPS) 1998-2017 년 자료를 바탕으로 세대 내 직업이동 비율을 계산하여, 불평등과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제 3 의 요인으로서 세대 내 이동이 지니는 역할과 함의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첫째, 1998 년부터 2017 년 사이 한국에서 세대 내 사회이동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직업이동이 없는 비율이 해당 

기간 동안 남성은 64.7%에서 73.3%로 여성은 38.9%에서 46.9%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미국도 불평등은 

증가하고 세대 간 이동성은 감소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달리 세대 내 이동의 증가가 동반되었다. 이 결과는 

한국에서 불평등 증가가 세대 간 이동성 감소로 이어지는 하나의 경로로서 세대 내 사회이동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불평등,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 간 관계가 고정적이지 않고 맥락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연령대별로 직업이동 확률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력이 안정화되어, 직업이동이 없는 

비율이 20 대는 38.8%에 불과하지만 40 대는 79.5%로 증가한다. 하지만, 여성은 20 대는 37.8%로 남성과 

비슷하지만, 40 대는 50.9%로 남성보다 현저히 낮다. 남성과 달리 연령이 높아지면서 직업이 안정화되는 양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여성의 고용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젠더화된 생산·재생산 체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세대 내 사회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젠더와 생애과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노동시장과 생애과정 경험이 고도로 젠더화 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 연구는 불평등과 계층이동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젠더와 생애과정 관점을 통해 성별·연령별 

차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한 이론적·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 

방향으로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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