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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문화정책과 예술경영 분야에서 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공기금을 예술가 및 단체에게

지원하는 독립적 성격의 정부산하기관으로, 문화 거버넌스의 중추 역할을

하여 문화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

되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전략, 정책,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식의 연구가

지금까지의 주된 흐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된 사건이나 사

업을 연구했을 뿐,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통시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시

도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문화예술위원회를 하나의 ‘조직’으로 바라본 조직

사회학적 연구는 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조직의 구조, 목적, 인력운영,

재원사용 등 조직의 세부적인 작동방식을 연구하는 것은 문화예술위원회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과가 도출되는 근원적인 구조와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조직사회학 관점을 통해 문화예술위원회가 어떤 경로로 진

행되고 있으며 이 경로 상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된 2005년부터 2014년

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직의 전략·비전·구조·기금사용·지원세부

내역·회의록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 주요 질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당시 이식(transplantation) 전략

을 채택해 외국 예술위원회를 그대로 모방했는데 왜 조직이 초기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접변(acculturation)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미국국립예술기금위원회(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England)를 표본으로 삼고,

세부 조직의 명칭부터 사업 운영전략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모방, 이식했

다. 조직사회학 중 제도주의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질 때 대

부분 이미 존재하는 표본을 이식하는 동형화 전략을 취한다고 한다. 구체적

으로 표본 조직의 인지문화·규범·규정적 제도환경을 충족시켜 새로 설립되

는 조직 또한 환경에 적응하도록 노력한다. 사외이사제도, 환경경영시스템,

국제인증도입 등 이미 한국에서 외국에서 일반화된 표본을 이식, 모방하는



전략은 흔히 사용되었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표본 조직의 모습대로 운영되기보다, 한국

이라는 새로운 지역적, 문화적 토양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새로운 작

동방식을 드러냈다. 위원회 소속 위원들끼리 개인 장르나 지역의 이해득실

만을 앞세우고 위원회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논의는 제대로 하지 않는,

‘장르 이기주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금, 장르, 사업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특정 정치 성향

의 예술인과 단체를 탄압하는 등 예술에 대한 정치적 개입도 강화되었다.

이 결과,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복지형 사업

에 집중하고 예술인보다 경영인을 위원으로 등용하고 있다. 매년 기금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일정하고 지속적인 원칙보다는 정책 변화에 맞추어 널뛰

기식으로 기금지원 추세가 바뀌고 있다. 결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신자유

주의적 발전주의, 개발주의적 국가주의를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로 볼 수 있

다. 2000년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일반화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

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국가개입주의의 영향은 한국에서 지배적

이었다. 여러 사회합의주의 모델이 초기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처럼 조

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가장 핵심인 예술위원회 모델에서 이 자율성이 작

동하지 않는 형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진화해 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적 ‘전환’은 제도적 환경에 대한 동

형화만으로 조직의 실제 운영과 작동방식을 유추할 수 없는, 제도주의 이론

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단편적인 사업과 정책의 변화로는 파악하기 어

려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난 10년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 플랫폼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진

화하여 위원회의 실질적인 자율성은 작동하지 않지만 명목적으로 정부, 예

술가들과 균형을 이룬 지원기관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예술위원회, 제도주의 이론, 배태적 자율성, 문화정책

학번: 2013-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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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근대국가의 등장 이후 종교기관과 지역영주가 문화예술을 후원하고 지원하던

전통이 국가의 영역으로 포섭되었다. 국민의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총체적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문화예술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 설립되고 구체적인 문화예술 정책이 수립되었다.

국가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한 정책에 관심이 높았고,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도 더 많았다. 대표적으로 영국, 미국에

서는 20세기 중반에, 한국에서는 초기 경제성장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1970년대에 최초로 국가 차원의 문화예술 진흥 정책이 수립되어 경제발전과 함께

삶의 질, 문화 수준의 발전을 함께 논하게 되었다.

문화예술 정책 형성 과정에는 여타 정책 분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이 여러 이슈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과정이 연출되었다. 법 제정,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 국회에서의 논쟁, 당사자인 예술가들의 입장 차이 등 여러 국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조정의 여지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문화예술 정책이 가지는

분야적 특이성이 있다면, 문화예술의 주관적 특성상 정책 집행의 결과가 산술적으

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국가가 ‘어떤’ 예술을 ‘어떻게’ ‘왜’ 지원해야

하는지 합의점이 잘 찾아지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었다. 논란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소수 장르 육성 대 다양한 장르 지원’, ‘예술창작 대 문화향수 패러다임

중심’, ‘국가의 개입 수준’ 등이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국가의 개입’ 정도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였다. 국가의

개입 수준은 곧 국가가 예술의 독자성, 창의성, 자율성을 얼마만큼 인정하는지

문제로 귀결되어 국가 문화예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직접 예술가를 선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예술 분야를

선택하는 식으로 국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예술성, 창의성 증진보다는

국가 이미지 제고에 예술이 활용되는 식이었다. 즉, 국가의 개입 정도는 곧 예술

지원을 둘러싼 여러 이슈,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양상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국가의 개입 정도는 예술을 지원하는 주체기관의 조직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정부 부처인 문화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일체형 기구’와 문예진흥

업무를 별도로 관장하는 ‘독립형 기구’ 모델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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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기구는 예술위원회(Arts Council) 모델로, 1946년 영국을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약 20여개 선진국 대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델이다. 예술위원회는

정부 관료 대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위원직을 맡아 기금을

심사하며, 예술의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을 강조한다(Lee, 2012). 한국에서는 2005

년 위원회 모델을 도입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설립되었다. 문예

위 이전에는 1973년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진흥원에서 정부 행정관료가 기금을 심사해 예술 전문성이 부족하

며 원장독임제 체제로 운영되어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쇄도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 모델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Lee, 2012).

문예위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선행 조직의 구조, 형태, 양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동형화(isomorphism)’ 전략을 적극 도입하였다(DiMaggio and Powell,

1983). 조직의 이름(예술위원회)부터 조직형태(위원회와 소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비상임위원체제) 등 세부적인 면까지 영국과 미국의 모델을 혼합해 차용했다.

다른 조직구조를 이식(transplant)한 전형적인 사례인 것이다. 정부 산하 위원회,

사외이사제도, 지속가능경영(CSR) 전략 등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외국

사례를 본격적으로 이식, 모방하기 시작했는데, 문예위도 이런 이식 전략의 하나인

것이다. 조직사회학에 따르면, 조직이 다른 구조를 이식하고 동형화할 때에는

동일한 조직을 단순히 이식하지 않고 세 가지(인지문화적, 규범적, 규정적) 제도

환경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이 환경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만들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당 사회문화적 환경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노력한다(Meyer and Rowan, 1977). 문예위도 마찬가지였다. 법을

개정하고 외국의 모델을 그대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외부의

제도적 환경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 체제 전환 이후 몇 가지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다.

1기 김정헌 위원장은 위원회 내분 사태에 이어 문예위 지원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기소가 제기되자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 사퇴를 한다. 2기 김정헌

위원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문화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자진 사퇴

압력을 거부하다 국가기금 평가손실 사유로 해임 당하는데,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결국 2명의 위원장이 함께 재직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이뿐 아니라 문예위의 주요 재원인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중단,

고갈 위기에 처하면서 현재 조직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다.1) 이밖에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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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를 놓고 편파적인 심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거나 위원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다.

문예위의 위기와 갈등의 국면들은 조직의 이식이 제도주의 이론에서 기대하고

의도한 결과 만을 낳지 않는다는 것, 즉 표본 조직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내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예위 조직 설립 과정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에

완벽히 조응하는 것과 달리, 실제 문예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예위는 제도적

환경과 상당히 디커플링 되는 조직적 양상을 표출한 것이다. 다시 말해, 문예위의

사례는 조직의 접변(acculturation), 조직이 놓인 지역적, 문화적 플랫폼에 적합한

방식으로 새롭게 제도화되는 조직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문예위를 조직사

회학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과 패러다임, 새로운 설명을 요구하는

지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외국의 예술위원회 모델을 모방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도적 환경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도한대로 운영되지 않고 접변

(acculturation)의 모습을 보이는가?

이에 답하고자, 연구자는 문예위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

시기는 문예위를 설립하는 당시로 시기상으로는 대략 2003~2005년에 해당한다.

새로운 조직 정관, 규칙, 구성 설립, 법률 개정안 등을 통해 문예위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이식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에 조응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 시기는

문예위에 본격적인 갈등이 발생한 시기로 2005~2008년에 해당한다. 조직 운영

과정에서 진행된 위원들의 회의록, 신문자료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어떤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 갈등이 왜 문예위를 의도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한국식의

접변, 변용을 만들어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 시기는 문예위의 조직적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기금 지원,

위원 선발 자료들을 통해 접변의 결과 문예위가 어떤 방식으로 전환을 이루어냈는

지 설명하고자 한다.

1) [2014국감] 3년후 문예기금 고갈, 재원 확보 ‘비상’ (2014.10.7.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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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호주 핀란드 스웨덴

1946 1951 1957 1965 1965 1967 1967 1974

2. 문화예술위원회

2.1. 문화예술위원회 개관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미국의 국립예술기금위원회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이하 NEA), 영국의 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England, 이하 ACE)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독립형 기구의

대표적 사례인 예술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인가? 예술위원회(Arts

Council)는 국가기금이나 복권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개인예술가와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예술가나 단체가 자신의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계획서나 제안서를 제출하면 예술위원회는 이를 심의, 평가하여 공공자금을

투자할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식이다. 한 국가에서

예술위원회와 문화부가 공존할 수도 있고, 예술위원회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경우 모두 예술위원회의 기능, 역할, 범위는 다르지 않다.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율적, 독립적으로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팔길이(arm’s length) 문화정책2)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몇몇 국가(프랑

스가 대표적)에서는 예술위원회 없이 문화부에서 모든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예술위원회 모델은 1946년 영국을 시작으로 하여 선진국을 대상으로 급속히 확산되

었다(표1 참조).

< 표1 > 세계 예술위원회 설립년도(1970년대까지)

2) 문화정책은 보통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건축가모델은 정부가 문화부나 혹은 
그에 준하는 산하기관(umbrella department)을 통해 직접 정책에 관여하는 모델로 정
책을 매개하거나 대신 지원하는 중계기관(intermediary bodies)이 없다. 프랑스가 대표
적이다. 둘째 팔길이정책은 예술위원회와 같은 중계기관이 정부의 역할을 위임하여 문
화정책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팔길이 기관(arm’s length body)이 정부의 정치적 압력
에서 벗어나서 예술 창조성의 진흥을 위한 정책과 자원배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점이 특징으로 영국, 캐나다가 예다. 셋째 촉진자모델은 정부가 표면적으로 문화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모델이다. 대신 정부는 세금 감면이나 민간기부 유인책 등 재정적, 규제
적 틀을 마련하여 민간의 재원을 간접적으로 유인한다. 이 모델은 예술 창조 및 지원에 
대한 다양한 기회와 선택을 가진다는 것이 장점으로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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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례에 대한 다각도의 심층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놓여 있는 위치와 상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준거점으로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선정해 부분적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영국은 예술위원회 모델을 최초로 구상하고 만든 나라로 전 세계 예술위원회

조직 중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모델로 손꼽힐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동일하게

예술위원회와 문화부를 모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준거 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영국의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 활동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기 때문에도 준거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은 문화부

없이 국가예술기금위원회(NEA)가 독자적으로 정책 입안과 수행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모델로 국가의 표면적인 문화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는 있지만

예술위원회의 역사가 길고 영국과 함께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서 성공 사례로

꼽히기 때문에 준거 사례로 선정하였다. 문예위가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 영국과

미국의 조직을 롤 모델로 삼아 조직 구성 및 기타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세 나라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게 된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예술위원회는 모든 종류와 유형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은 아니다.

예술위원회는 여러 예술 활동 중에서도 ‘순수예술’ 분야만을 지원한다. 이 장르적

특이성은 예술위원회의 활동과 갈등 양상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간략히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흔히 문화예술 시장은 장르를 중심으로 ‘순수예술

(fine arts)’과 ‘응용예술(applied arts)’로 구분된다. 순수예술은 문학, 음악, 시각예

술, 무용, 연극 등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세부 장르를 모두 포함하는 범주로

상업적 목적보다는 예술의 수월성과 완성도를 지향하는 장르를, 응용예술은 대중

음악, 애니메이션, 만화, 뮤지컬, 비보잉, 영화 등으로 산업화된 생산체제를 갖추고

예술의 상업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장르를 일컫는다. 이 두 장르에 지원되는

기금은 자금의 출처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인 문예위는 순수예술 장르를 지원하는 공적기금 운용

기구 중 가장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그림1 참조).

응용예술 분야는 투자 대비 성과가 명확하고 가시적이며 한류드라마나 K-Pop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작품이 성공할 경우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적자금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발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순수예

술 분야는 이 예술 장르를 사랑하는 기업가나 특정 예술 장르의 발전에 미션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이 없는 이상 민간의 투자를 많이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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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위는 실질적으로 순수예술 장르를 진흥하고 지원하는 유일무이한 기구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예위는 국가의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시장 전반에

서 가장 중요한 조직 중 하나로 일컬어진다. 즉, 문예위의 지원 활동이 없다면

순수예술 장르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언제나 직면하고 있고 문예위

는 순수예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목 아래 존립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 그림1 > 문화예술시장 구조도

이런 문예위의 활동은 종종 국가 문화정책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팔길이 기관인 예술위원회는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자율적 활동을 조직 존립의

전제로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예위는 국가가 예술가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국가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술가와

국민 모두에게 정부의 지원 의지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문화부와 어떻게 다른가? 독립형 기구라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예술위원회가 문화부와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 차이는

‘위원회’의 유무이다. 위원회는 기금 지원을 집행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공공자

금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원할지 결정하고 분배한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의 독특한 특성을 만들어낸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과 10~15명 정도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술가, 예술행정가, 전문가로 선발되며 짧게는 2년(한국)에서

길게는 6년(미국)까지 제한된 활동 기한을 가진다. 이들은 문화예술 현업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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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면서 위원회에는 비상임직으로 참여하게 된다. 현장에서 치열하게 예술

활동을 진행하고 실제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하는 비상임 위원들은 현장 예술계가

원하는 바, 요구하는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위원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설립 근거이자 목표이다.

위원회가 설립된 배경에는 순수예술의 장르적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 순수예술

은 단 시간에 투자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장기간 꾸준히 지원해야 결실을 볼

수 있다. 순수예술 분야에서 성공한 문학가, 미술가, 음악가들의 경우를 보면

수년의 준비 과정과 연습 기간을 거쳐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예술가로 발돋움한

사례가 많다. 이렇듯 국가에서 제공하는 순수예술 분야 진흥과 지원 정책도 장기간

제공되어야 하지만, 기존 문화부 소속의 공무원들은 문화예술 분야 이해도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문화예술 분야의 비가시적이고 불명확한 결과와 성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실질적인 예술의 발전은 없는 대신 소액다건

식으로 최대한 기금 수혜처를 늘리는 식으로 기금 분배에 집중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예술위원회는 현장 문화예술인들을

직접 의사결정 자리에 불러들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직접 문화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처럼 위원의 의사결정 권한이 강력하기 때문에 누가 위원에 선발되는지

여부가 문화예술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곤 했던 것이다.

2.2. 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

‘문화 거버넌스(cultural governance)’는 문화정책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

자들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체계, 이 전반에 관련된 제도·법·규범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임학순, 2005). 문화 거버넌스는 문화정책의 주체를 ‘정부’, ‘예술가’와 같이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책 형성 전반에 관련된 행위자들과 제도 전체를

다각도에서 조명함으로써, 문화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

이다. 문화예술 진흥정책이 왕권과 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되던 근대화

이전 시기에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술가들은 지방

영주나 교회가 요구하는 작품을 수동적으로 제작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다.

18세기 중반 이후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공공음악회·전시처럼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면서 문화정책에 관련된 행위자와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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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정부, 국회, 예술단체, 예술가, 연구자, 문화예술 관련

법규, 지원기관 등이 문화 거버넌스에 해당된다.

문화 거버넌스를 작동하게 하는 전제조건은, 국가는 문화예술의 공공성, 예술성,

창의성 및 사회적 가치를 진작시키기 위해 문화예술을 진흥,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문화예술을 공공재의 하나로 인식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행위자와 이슈가 작동하는데, 문화예술을 공공재로 보는

시각은 다음의 논리를 통해 지지되었다. 첫째는, 문화예술이 개인의 창의성, 상상력,

감수성을 고양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 갈등 해소, 사회자본 축적 및 창조사회

건립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박신의, 2013). 따라서 문화예술을 개인의 선호, 관심

영역으로 보기보다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공공재의 시장실패’ 논리로 문화예술의 분배와 지원을

시장의손에 맡겨놓으면특정 지역및계층이수혜를받거나특정장르의 예술가/단

체가 발전하는 등 예술의 평등한 발전과 분배가 어렵기 때문에(김세준 :130-131;

이혜경, 2001: 258)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이 필요하다는 측면(이혜경, 2001)에서도 국가 문화예술

진흥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 거버넌스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되어 정책 형성

과정을 간결한 도식으로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상호소통과 의사결정의

단계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 기저에는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의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이 가치관이란 ‘장르’, ‘지역’,

‘유형’ 등 국가가 어떤 예술을 지원할지 대상을 선택하는 문제와 ‘국가의 역할’,

‘검열과 통제’, ‘기금 재원’ 등 이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문제를 말한다.

이 중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유형과 관련한 것으로, 순수문학·미술·음악

등 ‘엘리트예술’과 민속예술(folk art)을 포함한 ‘대중예술’ 중 어디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지, 예술가들의 ‘예술창작’과 일반인들의 ‘문화향수’ 확대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의 문제였다(Alexander and Rueschemeyer, 2005). 예를 들어, 국가가 문화

예술을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제 사회 내 명성과 위신 상승의 수단으로 볼 때에는

‘예술창작’ 패러다임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국가의 경제 발전이 일정 궤도에

올라 삶의 질, 사회의 질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할 때에는 ‘문화향수’ 패러다임이

우세하였다. 두 패러다임의 가부(可否)를 논할 수는 없지만, 어떤 패러다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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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지에 따라서 문화예술 지원의 장르, 지역, 세부 유형, 방식 등 세부적인

부분이 함께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국가가 예술 작품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것이 정당한지도 논란이 되었는데, 외설적 내용의 예술작품 지원을 중단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하는 예술단체를 탄압하는 일이 문제가 되었다(Zeigler, 1994).

문화 거버넌스 상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재하고 앞에 서술한 여러 가치관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곧 문화예술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지원기관의

역할이 되었다. 지원기관의 비전, 목표,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 가치관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지원기관의 위치, 위상, 역할이 곧 행위자 네트워크의

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원기관의 조직 구조, 특성, 형태가 문화예

술 지원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일체형 기구인 문화부에

서는 예술 작품에 대한 통제와 검열이 더 빈번히 이루어지고 국가가 예술지원에

관해 깊게 관여한다면 독립형 기구인 예술위원회는 국가의 개입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예술가들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식이다. 또한 예술 전문가들이 주축인 예술위

원회 모델에서는 문화부에 비해 예술성을 강조한 엘리트예술과 예술창작 패러다임

에 대한 의지가 높다. 즉, 여러 행위자들이 다양한 이슈와 함께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화 거버넌스이지만, 지원기관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거버넌스를 총체

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그만큼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조직하는 일이

문화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상 선행연구

문예위의 조직과 활동을 이해하는 것이 곧 국가의 문화예술 정책과 방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만큼 문예위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다.3) 문예위의 전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시절(1973~2004)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지만, 특히 위원회 모델로 전환된 2005년 이후 모델의 적합성, 적절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한국 문화정

책의 역사’, ‘문예위 활동 추이’, ‘예술위원회 비교분석’의 세 가지 흐름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3) 이 연구의 대다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문화정책논총>에 게재되었으며, 
이 밖에 <문화경제연구>, <예술경영연구>, <경제와사회>, <한국행정연구>, <한구정책연
구> 등 학술지에도 일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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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 문화정책의 지난 과거와 역사를 정리하는 연구에서 문예위의 조직과

활동이 핵심 사례로 다루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의 문예중흥선언과 문예진흥법

제정으로 시작된 한국의 문화정책은 같은 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문예위 전신)이

설립되면서 그 역사를 같이 했다. 이후 국정과제에서 문화예술이 특히 강조되었던

문민정부(심광현, 1993), 참여정부(이준형, 2007; 원도연, 2008), 이명박 정부(이병

량·황설화, 2012)의 문화정책 전반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연구에서 문예위는 역사적

서술의 증거와 근거로 적극 활용되었다. 역사적 서술에서 한 단계 나아가 문화예술

시장의 공적 지원 체계에 대한 일반론(김정수, 2008; 박신의, 2008)을 펼칠 때에도

문예위는 공적 지원 체계의 핵심기구로 등장하였다.

둘째, ‘문예위 활동 추이’를 밝히는 연구는 기금 지원 활동에 대한 정책적 평가를

시도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문예위의 지원 사업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이

사업군의 특징과 함의를 정리하는 식(임학순, 1998)의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활동 추이의 한 측면인 위원회 체계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학, 행정학, 예술학의

다양한 학제 체계 아래에서 연구가 있었다(이종열, 2004; 정창호, 2013; 조한기,

2013).

셋째, ‘예술위원회 비교분석’형 연구는 한국의 문화정책 혹은 문예위를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하는 식으로 구성되었다. 예술위원회 성공사례로 꼽히는 미국

(용호성, 1998; 김세준, 2008)과 영국(이혜경, 2001; 최보연, 2013), 그리고 이와

정반대인 국가 중심 모델의 대표 사례인 프랑스(하상복, 2005)가 주요 비교 대상이

되었다. 조직, 규범, 인원, 강령, 지원 프로그램, 재원 등 예술위원회의 각 항목이

모두 변수화되어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이 선행연구들은 대개 문예위의 활동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묘사적

연구들로 정책적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는데 몰두하지만, 문예위의 조직 구조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나 역사, 사회, 문화적 메커니즘을 조명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일부 연구(Shim, 2006; Lee, 2012)들은4) 사회문화적 메커니즘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수치화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문헌 분석이나

4) 심보선(Shim, 2006)과 이혜경(Lee, 2012)의 연구는, 사회문화적 메커니즘을 통해 예술
위원회 모델을 분석한 연구에 속한다. 심보선은 조직적 접근, 문화적 접근, 국가중심적 
접근 등의 다양한 조직이론을 적용해 미국구립예술기금위원회(NEA)의 형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본 연구 방향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혜경의 연구는 문예위가 
제도화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특히 위원회 합의 시스템이 부재한 점을 구체적으
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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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에 의존해 주장의 대표성과 정합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들은 문예위의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특정 시기나 한정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즉, 이론적, 방법론적 측면 모두에서 문예위 사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부재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회의록, 감사자료, 정책보고서 등의 문헌 분석과 함께 기금지원내

역과 위원 특성 자료 등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자료를 통해 문예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문화적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분석적 매개체로 본 연구는 ‘조직’을

선택하였다. 조직의 구조, 형태, 양식이 국가의 문화예술 인식 및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상술한 것처럼 문예위의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 또한 실제 지원

현황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국가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문예위를 조직의 하나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인

‘제도주의’ 이론과 함께 문예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이론적 자원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3. 이론적 자원

3.1. 제도주의와 제도적 환경

제도주의 이론(institutional theory)은 조직 연구에서 가장 폭넓게 활용되는

이론적 패러다임의 하나이다(DiMaggio and Powell, 1991). 여기서 제도란, 주관적

의미체계가 객관적 사회 규범으로 재구성된 것(Berger and Luckmann, 1966:19),

대중의 인식이나 법적 도구를 통해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

(taken-for-granted)’ 일종의 사회적 규칙을 말한다(Meyer and Rowan, 1977:

341). “대중의 의견, 교육시스템, 법, 직업, 이데올로기, 기술, 구조, 수상, 인증,

정부 규칙 등”이 모두 제도에 속한다(Scott, 1991: 167). 제도주의는 주관적 의미와

상징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이해하므로 자아, 사회적 행동, 시민의식 등도

자생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사회에 내재한 제도적 힘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본다

(DiMaggio and Powell, 199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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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주의를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합리적체계 이론이 말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조직과 달리(하연섭, 2001) 상당히 비합리적,

비공식적 체계 속에서도 조직이 계속 유지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조직의 공식적 목표와 실제 내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불일치

(de-coupling)하기도 하고 조직 활동을 통한 이득과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사회에서 합리화되고

내재화된 ‘제도’를 조직이 받아들이고 동일시했다는 것이다.

제도적 환경에는 3가지 차원이 있는데, 인지문화적(cultural-cognitive), 규범적

(normative), 규정적(regulative) 제도이다(Scott and Davis, 2007). 인지문화적

제도는 3가지 제도적 환경 중 가장 내재화되고 포괄적이며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제도에 해당한다.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사회적 규범이나 패러다임으로 의도적으로

조작화하기 어려운, 사람들 마음에 내재된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버거와 루크만(berger and Luckmann, 1966)에 의하면, 사회적 삶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개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공통된 인지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합적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이어와 로완(1977) 또한 공식적인 구조를 갖춘

조직이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거나 결과를 낳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인지문화적 수준에서 조직의 구성원이나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에 정당하고

합당한 조직 체계를 구성하기 때문이라고 주지한다. 이런 인지문화적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제도적 언어를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과학’, ‘민주주의’, ‘자유’,

‘권리’ 등의 예를 보면, 이들은 모두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추구해야 할 가치로

제도적 언어를 통해 내재화하고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개념들이다. 구체적으

로, 학교 조직이 사회에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이나(Meyer

5) 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로 나뉘고, 신제도주의는 다시 경제학적/역사적/사
회학적 제도주의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를 이론적 틀로 선택
하였다. 신제도주의와 구제도주의의 차이는 연구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 신제도
주의는 조직의 거시적 측면을, 구제도주의는 조직의 미시적 측면을 주목한다. 구체적으
로 보면, 신제도주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집합체에 내재된 공통된 신념체
계와 거시적인 조직 장(organizational field) 안에서 조직이 형성되고 확장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즉, 신제도주의는 조직 내부보다는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명한다. 조직이 환경적 요소를 얼마나 내재화하는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의 생존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이 신제도주의에서 던지는 질문이다. 반면 구
제도주의는 조직 내부에 초점을 맞춘다. 조직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 사이에서 형성된 
갈등을 해결하고 개선할 때 조직이 제도적 환경을 취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둘 다 비합리적, 비공식적 측면을 보는 것은 같지만 거시와 미시에서는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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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owan, 1978),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Ruef and Scott,

1998)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규범적 제도는 인지문화적 제도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수준의 것으로,

조직에 부여된 윤리적, 규범적 틀이다(Scott and Davis, 2007: 260). 조직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으로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행동, 규범, 양식, 전통을 모두 포함한다.

인지문화적 관점에서는 제도가 무의식적, 간접적, 우회적으로 조직에 내재화되고

체화된다고 보는 반면 규범적 관점에서는 제도가 인증, 증명, 수상, 의무, 윤리,

도덕 등의 형태로 부여된다고 말한다. 디마지오와 파월(DiMaggio and Powell,

1983)은 한 조직이 다른 조직 형태를 그대로 따르는 동형화(isomorphism) 원리의

하나로 규범적 압력(normative pressures) 개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A조직에 기금을 지원해 조직 운영에 정당성을 부여하면 다른 조직들도 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 A조직의 조직 구조, 형태, 특성을 동형화한다는 논리이다

(DiMaggio, 1983). X병원이 병원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는 이유는 실제 환자가

그 서비스나 시설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업계에 있는 다른 병원들이

이미 서비스를 확대했기 때문에 X병원도 업계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발 빠르게

따라가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규범적 제도’의 예이다.

셋째, 규정적 제도는 가장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의 제도로, 강압적(coercive)

이다. 이 제도를 작동시키는 주요 원리는 법적 권력이다. 법 조항, 법규, 규칙,

규범, 정관 등이 해당한다. 개인과 집합체는 보상을 최대화하고 제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칙과 규범에 빠르게 순응한다. 행위자의 행동은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수준에서만 정당하다고 인정받는다(Scott and Davis, 2007: 259). 규정적 제도는

주로 정부와 관련된 공적 영역에서 발휘된다. 정부에서 표준운영규칙을 만들거나

법제화된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 조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법적 규칙을 강압적으

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기업 회계, 공시 규범이나 조직과 관련된

이사회, 위원회, 세금, 정관, 구조에 관련된 법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 법규와

규칙을 준수하고 받아들인 조직은, 다시 말해 ‘규정적 제도 환경이 부여하는 규칙을

수용한 조직’은 존재의 정당성을 가진다. 이상 설명한 3가지 제도적 환경을 구체적

인 특징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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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정적 제도 규범적 제도 인지문화적 제도

준수의 근거 경험 사회적 의무 당연시 되는 문화

작동원칙 규정적인 규칙 기대 구성적 세계

메커니즘 강압적 규범적 모방적

논리 수단 적합성 정설

척도 규칙/ 법/ 승인 인증/ 수여 상식/ 공유된 가치

정당성의 근거 법적 정당성 윤리적 정당성 포괄적, 문화적 정당성

< 표2 > 제도의 세 정의

출처: Scott and Davis(2007)에서 재구성

제도주의는 인지문화적, 규범적, 규정적 제도 환경과 조응하고 일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의 전략을 상술한다. 그런데, 이 제도적 환경이 공유하고 있는 한

가지 근본적인 전제는 바로 조직은 ‘정당성(legitimacy)’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Dowling and Pfeffer, 1975; Meyer and Scott, 1983). 인지문화적으로는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정당성, 규범적으로는 조직이 사회에 적합한

형태라는 정당성, 규정적으로는 조직이 법규를 준수한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식이다. 즉, 지속성(durability)과 안정성(stability)을 획득하기 위해 조직은 ‘정당

성’ 확보를 가장 근본으로 삼는다(Suchman, 1995).

‘정당성’이 조직에서 가장 요구되는 지점은 기존에 없는 조직을 새로 만들 때이다.

즉, 조직이 왜 필요한지, 조직의 존립이 왜 정당한지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인지문화적 환경, 이 환경이 부여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조직이 순조롭게 설립될

수 있다. 여기서 ‘조직’은 새로운 회계시스템, 사외이사제도, 규격 인증제도, 특정

조직의 전략처럼 미시적 수준6)과 병원, 학교, 기업의 새로운 설립과 확산을 설명하

는 거시적 수준7)까지 다양한 범주를 모두 포함한다.

6) 기업의 동일한 회계시스템 도입(Carpenter and Feroz, 2001), 기업 연차보고서 내 환
경 관련 조항 도입의 확산(Milne and Patten, 2002; O’Donovan, 2002), 기업이 친환
경적인 운영 전략과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의 도입(Bansal and Roth, 
2000), 1993년부터 1998년까지 85개국에 위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ISO9000(안전 관
련 인증규격) 도입의 확산 추세(Guler et al., 2002), 한국 기업의 사외이사 제도 확대 
연구(이항영 외, 2007) 등이 그 예이다. 기업 조직 외에도 행정기구에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을 설명한 연구(Tolbert and 
Zucker, 1983)도 있다. 

7) 아직 구체적인 특징과 성격이 정착되지 않은 신규 산업(Dart의 연구는 사회적기업을 대
상으로)에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인지문화적 제도환경을 먼저 구축하려는 기
업의 전략과 노력을 서술한 연구(Aldrich and Fiol, 1994; Dart, 2004; Kostava and 



- 15 -

미시, 거시 등 수준과 종류의 관계없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하다. 1) 다른 국가나 다른 업계에서 먼저 성공한

경험이 있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조직을 선정해 조직의 세부 특성들을 모방하고

2) 조직을 형성하는 업계, 필드가 내재하고 있는 외부적 압력, 제도적 환경을

수용하고 3) 이 과정에서 인증, 수상, 규칙, 규범 등 모두가 수용하는, 인정하도록

강요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3.2. 제도주의 이론의 한계

제도주의 이론이 조직의 설립기와 정당성 확보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 반해 조직이 운영되고 변화하는, 기존의 정당성을 폐기하거나 새롭게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Battilana and D’Aunno,

2009). 가장 결정적 한계는, 조직의 명시적 목표와 내부적 목표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과 불일치, 즉 디커플링(de-coupling)을 해결 불가한 당연한 것으로 이해한다

는 점이다. 인지문화적 제도 환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비가시적이고 암묵적

인 신념체계로 쉽게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환경이 구축한 조직의

외부적, 명시적 목표는 영속적으로 남아 있지만, 내부적 목표는 행위자들의 의사결

정, 조직의 사건사고, 행위자 간 역동적인 관계와 갈등의 동학 때문에 계속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이다.8)

Zaheer, 1999)가 있고, 산업계 자체의 형성과 관계없이 어떤 필드에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질 때 기존의 필드가 보유하고 있는 제도 환경을 수용하여 조직의 정당성을 확보
하려는 연구들이 있다. 사회서비스 단체의 안정화와 제도화(Singh et al., 1986), 병원 
조직의 확산(Ruef and Scott, 1998), 중앙정부의 제도화된 조직구조의 전세계적 동형
화(김영수, 장용석, 2002) 등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8) 제도적 요소들이 사실은 복잡하고 파편화되며 애매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조직 장
(organizational field)을 갈등이 가득한 파편화된 공간으로 만들고 조직의 안정성과 정
당성을 침해한다는 일련의 연구들이 있었다(Rowan, 1982; Meyer et al. 1987; 
Dobbin et al. 1988; Powell 1988; Brunsson 1989; D’Aunn et al. 1991; Abzug 
and Mezias 1993; Scott, 2008에서 재인용). 제도가 과연 조직에 강압적인 압력을 부
여하는 것인지,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규정적 성격에 의문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사실 
법적 제도가 조직을 강압하기보다 반대로 조직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 조작적으로 법
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었다(Scott, 2008). 1990년대 초반에는 파월
(Powell, 1991)을 시작으로 제도적 환경에 놓인 기술적 환경(technical environment)
과 제도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실천으로 다시 돌아가 좀 더 가시적인 제도의 결과와 효
과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기존의 제도주의가 가지고 있
던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접근에서 벗어나 조직 안에서 활동하는 구성원,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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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이론적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자원의존이론

(resource dependence theory)이 그 중 하나이다.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무형적 자원에 초점을 두면서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구체적으로,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주체로 보고

상호작용의 대상물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것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조직의 행위를 분석한다. 올리버(Oliver, 1991)는 제도적

환경에 위치한 조직은 단순히 환경의 압력에 순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협

(compromise), 회피(avoid), 부정(defy)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환경의 압력을

조작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제도주의에서는 조직이 행동하는

원인을 ‘정당성’ 하나로 설명하지만 조직이 자원의존이론에 의거한 여러 가지

전략 중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구체적 조직의 동학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제도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존재로 비춰지는 조직과 달리 자원의존이론에서는

이해득실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힘과 권력을 통해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행위자로 조직을 상정한다.

두 번째로 제도주의와 접합을 시도한 것은 행위자(actor) 및 행위성(agency)을

강조한 관점이다(DiMaggio, 1988). 행위자 이론은 충분한 자원을 가진 조직된

행위자들(제도적 기업가정신, institutional entrepreneurship)이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발견할 때 새로운 제도가 생겨난다고 본다(DiMaggio, 1988). 여기서 제도적

기업가정신은 “특정한 제도적 구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존 제도를 변형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행위자들의 실천(Hardy and Maguire,

2008: 198)”을 의미한다. 이 행위자에는 개인, 조직, 전문가 집단, 네트워크, 결사체,

사회운동 등 모든 형태의 행위자들이 다 포함된다.

자원의존이론과 행위자 이론은 주어진 환경을 당연시하지 않고 자원을 쟁취해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는 역동적 설명 논리를 통해 제도주의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 같지만, 이 이론과 제도주의가 공유하는 또 다른 한계는 ‘조직을

정해진 규칙과 규범대로 움직이는 합리적인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조직은 애매모

호하고 비합리적인 자연적 체계의 일부로, 합리적 특성 외에도 비공식적이고

비합리적이더라도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진다(Scott

and Davis, 2007). 자원의존이론과 행위자 이론에서는 자원의 이동경로를 따라

수준에 주목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Scott, 2008; 
MacLean and Benha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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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자원을 획득하는지 논하지만, 자연적 체계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왜’ 자원이

움직이는 특정 구도와 패턴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지 설명한다. 합리성과 공식적

규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촘촘한 네트워크 위에 놓인 조직이 다양한 행위자들과

만들어내는 실질적 이해관계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이다. 조직과 환경을 이분법

적 구도로 치환하지 않고 국가, 기업, 유사조직, 일반대중, 소비자 등 조직이 연관된

네트워크상의 모든 행위자를 포함해, 조직의 미시적인 의사결정과 작은 실천과

행동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 조직을 작동시키는 근본적인 동력으로서의 네트워크를

주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라우만과 노크(1987)가 수행한 1970년대 미국 에너지 정책과 보건

정책의 주요 의제와 실천전략에 대한 연구에서, 정부부처·시민단체·전문가·기업

등 정책에 개입하는 행위자들이 모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이 행위자들이

만들어 낸 ‘정보’와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상의 ‘커뮤니케이션’, 그 관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 아니면 다양한 정보의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조직이 실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식으로서

조직들 간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 이슈를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자

들 사이의 촘촘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교환, 이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로비스

트형 전략과 전술의 산물이 정책이 되는 것이다.

3.3. 새로운 이론적 고찰

미국 모델에서 구성되는 네트워크는 작은 정부를 포함한 여러 행위자들이 벌이는

‘로비’의 힘겨루기 전략이라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드러난 네트워크의

양상은 이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에서 주목해온 것은, 작은

정부 대신에 네트워크에 중심, 헤게모니의 핵에 위치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다.

1970-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발전국가(Developmental tate) 사례는 외면

적 경제성장은 같을지라도 이 성장을 이룩해낸 내적 메커니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음이 지적되었다(Evans, 1995; 김태수, 2002). 한국은 국가가 후방에서 소수의

재벌기업을 지원하고 세금감면, 일자리확대 등의 촉진정책을 펼쳐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데 반해, 대만은 공공과 사적 영역 사이의 간극과 소통

부재 문제로 경제성장의 동력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Evans, 1995: 56).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은 닮은꼴로, 일본 산업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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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들 간의 복잡한 연결망의 조합이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에반스는 이를 “관료제의 가장 비관료제적인 요소가 공식적인 조직 구조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Evans, 1995: 49)”고 표현하는데, 국가의 내외부에

놓인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경제발전의 핵심요소인 것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 모델을 “배태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이라 명명하고, 국가와

사회를 단단히 묶어주는 공고한 사회적 관계망에 배태된 자율성이 조직의 목적과

정책을 끊임없이 협상하고 재논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통로로 작용한다고

보았다(Evans, 1995: 59).

1970-80년대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국가의 배태된 자율성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2000년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일반화되

면서 탈규제, 유연화 등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토대가

마련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발전주의의 산물인 ‘국가개입주의

(state-interventionism)’가 유지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최영화, 2013). 오히

려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발전주의의 관행과 유사하다는 평가와 함께, ‘신자유주의

적 발전주의’, ‘신개발주의’, ‘개발주의적 국가주의’ 등 다양한 용어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최영화, 2013: 253-4).

그런데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전 세계적 경제 체제 및 제도의 동형화로 인해

한국에서도 사회합의주의가 필수적인 서방의 제도 및 모델을 다수 도입, 적용하기

시작했다.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대표적 사회합의주의 제도로 과연 한국

에서도 서유럽 일부 국가에서 수립되고 지속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인지

많은 관심을 모았다(이덕재, 2009: 150). 노사정위원회는 역동성, 정당성, 유효성을

상실해 갔다는 지적을 받았고, 특히 이해중재체계로서의 형식은 안정화되었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협애화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90년대 후반 대기업을 중심으

로 확산된 사외이사제도 또한 본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기업 경영인의 일방적인

독단을 제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한국적 맥락 하에서는 형식뿐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이항영 외, 2007). 지속가능경영(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패러다임도 서구에서는 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지만,

한국에서는 기업의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무늬뿐인 제도로 전락한 것이다(이상

민, 2010).

이처럼 제도주의적 환경에 적합한 조직의 이식(transplantation)이 항상 의도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인지문화·규범·규정적 차원의 동형화가 어떤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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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위에서 이루어지는지, 조직의 이식이 어떤 플랫폼 위에서 진행되는지에

따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형태로 조직의 접변(acculturation)이 일어나게 된다.

접변은 ‘지역화’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초기 의도대로 발현되지 않고 형식과 실질간

의 괴리가 심화된 사회합의주의 모델의 이식은 ‘발전주의 국가의 영향력이 계속되

고 있는 한국의 맥락’에서 드러난 접변, 지역화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문화예

술위원회 또한 제도적 환경이 조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접변의 대표적

사례로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 외국 성공 모델을 그 저변에 내포된 제도적 환경까지

충족시켜 그대로 이식하고자 했지만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문예위가 전환된

경로와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문예위가 이식된 토양, 플랫폼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역사적 배경

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Korea)

문예위의 역사는 한국 문화정책의 계보와 함께 발전하고 전개되어 왔다. 한국

문화정책의 계보는 주요 전환점을 기준으로 3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문예중흥선언이 공표되고 본격적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한 ‘1970년대’, 둘째는 급속

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삶의 질 고양과 문화적 삶이 대두되게 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이며, 마지막으로 순수예술의 부활을 선언한 신예술정책과 위원회

전환이 이루어진 ‘2000년대 이후’이다. 이 절에서는 3개 시대마다 추진된 국가

문화정책의 핵심 기조를 간략히 요약하고, 이에 맞추어 진행된 문예위의 활동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4.1.1. 1970년대: 문예중흥5개년계획과 문화정책의 시작

해방 이후부터 60년대까지 문화공보부에서 문화를 관리하고 진흥하는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지만, 본격적 의미의 문화정책은 70년대 처음 시작되었다. 제3공화국

시절 경제개발에 성공한 정부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 국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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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게 되고, 1973년 “전통문화의 계승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라는 기조로 문예중흥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주체적 민족사관 정립과 민족예술 창조, 예술의 생활화, 대중화로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 국제문화교류 적극화로 문화한국의 국위 선양 등 4개의 중점 목표를 설정하였

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39). 연이어 당대 활발히 활동하던 예술인들이 전국

문화예술인대회에 집결하여 <문예중흥선언>을 공표하는데, 겨레의 운명을 결정

짓는 근원적 힘을 민족의 문화예술 창의력으로 보고 문화예술 진흥을 통해 주체성

을 확립하고 민족 중흥을 이룰 것을 선언하였다.

5개년계획의 출범으로 인해 여러 제도가 뒤따라 시행되었다.『문화예술진흥

법』(법률 제2337호, ‘72.8.14) 제정, 문예진흥기금 모금,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등이 대표적인 예로 한국 문화정책의 토대를 닦는 역할을 하였다(한국문화예술위

원회, 2012: 39). 이 중 가장 근간이 된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이었다. 이 법의

목적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

인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중흥에 기여하게

함”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문예지원의 핵심 조직인 한국문화예

술진흥원이 설립되었고 문예지원을 가능하게 한 국가 재원인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이 시작되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문예위의 전신으로 1973년 설립, 출범

하였고 문예진흥기금은 공연, 전시장 및 고적, 사적지 입장료의 6%를 기금으로

모금하는 운영 구조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진흥원은 모금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기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진흥원의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창작진흥, 문화향수, 지역문화, 국제교류, 조사발

간, 시설운영 등으로 세부 부문을 나누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일반 국민의 문화참여

및 감상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향수형’ 사업과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지원해 국가 문화예술의 수월성을 높이는 ‘창작진흥형’ 사업의 두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두 사업군 중 어느 사업에 더 많은 지원금이 배분되는지 여부가

진흥원과 국가 문화정책의 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되었다.

이 중 70년대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창작진흥형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한국

문화예술위원회, 2012: 47). 진흥원이 출범하던 초창기를 돌이켜보면, 한국의 전반

적인 문화예술 수준이 높지 않고 식민지 시기의 잔재로 한국의 전통문화 뿌리가

흔들리던 상황이었다. 이에, 진흥원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문화참여 및 감상 기회를

제공하기에 앞서 우선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전통문화를 재건하기 위해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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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고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와 예술 작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예술적 능력과

기술의 기초를 닦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당시 국가 문화정책에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발맞추어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남북대립 체제에서 한국의

민족적 고유성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였다. 더불어 진흥원의 활동도 민족 정체성

과 민족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자연히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의 문화 참여 및 감상 기회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화 활동을 즐기고 소비할 경제적, 사회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문화예술을 충분히 제공할 만큼의 예술가나 예술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

지 않았던 것도 진흥원이 창작진흥형 사업에 우선 몰두한 이유이다.

4.1.2. 1980-90년대: 경제성장과 삶의 질 고양

1980년대에는 문화예산이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문화시설이 조성되면서 국가

문예 진흥의 한 단계 도약이 이루어졌다. 문화예산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하였고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 대규모 문화시설이 건립되었으며

지방에도 문예회관, 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이 확충되었다. 정책적으로 보면, 1980년

대는 창작진흥에서 문화향수로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때이기도 하다.

1983년 1인당 GNP가 2,000달러를 넘어선 이후 80년대 중반부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일반 국민의 문화 참여 및 감상 기회를 확대하는 문화 향수정책

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문화향수 정책은 두 가지 이론적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는 ‘문화민주화

(Democratization of Culture)’ 개념으로 대중이 고급문화를 보다 쉽게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개념으로 일반 대중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창조 행위를 장려하여

일상의 삶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이 일어날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이다(심광현·이동연,

1999). 이러한 이론적 패러다임 위에서 진흥원의 사업 또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를 확대해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과 일반 대중이 삶 속에서 직접 문화예술

을 체험하고 창작, 창조할 수 있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였다. <마로니에전국여성백

일장개최>, <공연예술순회활동및순회전시지원>, <문화예술사회교육활동지

원>, <청소년문화지원> 등 무수히 많은 다양한 문화향수형 사업이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125). 이들은 대부분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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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일반 국민의 문화예술 참여를 장려하거나 전시, 공연, 교육 등의 형태로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식이었다. 이외에 진흥원의

지원 활동에서 중요한 변화 한 가지가 있었는데, 80년대부터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장르별로 기금을 지원하고 예술활동을 진흥하는 틀이 정착하게

된 점이다. 장르별 특징이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술진흥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장르별 자리 싸움, 나눠먹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공보부에서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1983년 <지방문화예술활성화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게 된 것도 80년대 문화정책의 큰 변화이다.

1990년대 문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문화 분야 전담 독립 행정부처인

문화부의 탄생이다. 1990년 문화부 탄생과 함께 정부는 <문화발전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마음의 풍요를 지향하는 복지문화의 틀, 갈등구조를 푸는 화합문화의

틀,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민족문화의 틀, 후기산업시대에 적응하는 개방문화

의 틀, 남북한 협력시대를 대비하는 통일문화의 틀로 구성된 5가지 문화정책

기조를 제시하였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164-5). 1993년에는 “곁에 있고

함께하는 문화, 누구나 즐기고 신명나는 문화”라는 구호 아래 <문화창달5개년계

획>을 수립하여 문화발전10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시작으로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등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문화재단이 줄지어 설립되어 본격적인 지방

문화진흥의 시대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정치적으로 보면 1980년대와 90년대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유신정권

에 이은 군사독재정권이 청산되고 정치적 민주화가 실현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런데 1980년대 민주화투쟁 현장에는 노래패, 농악, 사물놀이, 민중가

요, 마당극 등 문화예술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고 실제 운동 현장에서 사람들의

참여를 북돋우고 열기를 데우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문화예술이 가지는 사회운동

에서의 가치를 다른 말로 ‘문화운동’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더불어 유신정권 시절부

터 예술인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진보적이거나 파격적, 실험적

성격의 문화예술 창작이 불온,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의 검열 대상에

속하게 되면서 이에 반발하고 저항하는 문화예술가들이 모여 1980년대에 진보적

색깔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여러 설립하게 된다.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협의

회,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등이 그들인데, 1987년 민주화 이후 이 단체들이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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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인단체로 거듭나면서 1988년 진보 문화예술 단체들이 모여 한국민족예술인총

연합(이하 민예총)이라는 연합체를 구성하였다. 민예총은 “민족문화운동의 유산

들을 비판·수렴하여, 통일된 그 땅에도 당당하게 존재할 수 있는 민족예술의 건설

(민예총, 1998: 283)”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민족예술 정신의 복원, 민중적 민족문화

건설, 민중의 문화적 권리 회복 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민예총 설립 이전에도 예술가들의 연합체는 존재하고 있었다. 1962년

정부 주도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이 설립되어 산하에 한국연극

협회, 한국문인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음악협회 등 장르별로 산하 단체를 조직,

운영하였다. 보수 성향인 예총과 진보적 예술인들 간의 대립 구도는 민예총이

설립되기 훨씬 전인 1960, 70년대부터 형성되었는데, 1988년 민예총의 설립 이후에

는 민예총 대 예총이라는 단체 간의 대립 구도로 진화되었다. 1993년에 정부에서

민예총 사단법인화 허용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민예총의 세력 확대를 경계한

예총에서 공개 반발하고 나서 대립 구도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국가 문화정책, 문예진흥 프로그램 등을 둘러싸고 민예총과 예총의 대립 구도가

종종 부각되었는데, 2000년대 들어 진보 정권이 계속 정치 주도권을 잡으면서

민예총의 세력이 함께 성장하였고 이에 따른 예총과의 대립은 한층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4.1.3. 문화의 세기: 신예술정책과 위원회 전환

2000년을 맞이해 국민의 정부는 ‘문화의 세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예산의 증가로, 2000년

문화 부문 전체 세출 예산이 정부전체 세출 예산의 1.0%를 넘어선 뒤 2001년에는

절대금액 기준 1조 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문화경쟁력의 힘과 영향력을 인식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이 확대되었으며,

국민 여가생활이나 생활 속에서도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는 풍토가 확산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참여정부는 자율, 참여, 분권을 3개 국정원칙으로

내세워 문화예술 현장에서도 이 가치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강화, 예술의 창조성 증진, 예술의 자생력 신장, 열린 예술행정체계

구축의 4대 기본방향을 정하고 <새예술정책>을 발표하였다. 새예술정책은 “예술

이 지니는 근본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자율, 분권, 참여 원칙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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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예술행정 체계를 정립”하며, “활력이 넘치는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정책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순수예술을 문화적 삶의 토대이자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순수예술 분야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아, 이 정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순수예술의 부활, 순수예술의 가치 재조명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새예술정책과 함께 자율, 분권, 참여의 원칙에 따라 기존 진흥원 제도를 위원회로

전환하여 민간자율적인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해 문화현장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예술지원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2005년 설립

하게 된다. 위원회 전환을 둘러싸고 문화예술계가 진보, 보수, 장르별 협의체

등 다양한 갈래로 나누어 갈등을 빚기도 하였지만 범문화예술계 공동의 기구를

구축하여 조속한 위원회 전환을 요구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 문화예술진흥법에

서 위원회 전환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처리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되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예술 지원 활동에 대한 기대가 한층 고조되었다. 위원회

전환 초기는 혼란과 격동의 시기로 위원장 및 위원 선발, 소위원회 구성, 조직

개편, 기금 지원 대상 선발 등 각 이슈마다 논란이 많았다. 이 중에서도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가장관심을 가진 것은위원 선발과 관련한 문제였다. 2년 임기의 비상임직

10인으로 구성된 위원은 문예진흥기금 지원 대상을 최종 평가하고 심사하는 최고

의사결정 집단이다. 위원회 전환 과정에서 자율적인 기금심사와 위원회의 독립성

을 특히 강조했기 때문에 위원이 보수/진보, 다양한 예술 장르 중 어떤 분야 사람이

선발되는지 여부가 향후 기금 지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모두 판단하였

다. 참여정부 때 선발된 위원회 1기 멤버들은 특히 문화예술계 진보 인사의 대거

등용으로 명백한 코드 인사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2000년대 문화정책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이슈는 문예진흥기금 모금 중단이다.

1973년 문예진흥법 제정과 함께 모금을 시작해 수십 년간 한국 문화예술 진흥을

이끌어 왔던 문예진흥기금이 2004년 모금을 중단하게 되어 문화예술 진흥에 적신호

가 켜졌다. 문예진흥기금 고갈에 대비책으로 복권기금, 경륜경정수익금 등 다른

기금을 조달해 문예진흥 사업을 유지해왔지만, 이 기금들은 복권기금의 역진성

조항 때문에 소외계층 대상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고갈 문제가 지적되지만 아직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명박정부는 <문화비전 2008~2012>에서 “방방곡곡 모세혈관처럼 펼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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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으로 문화정책의 비전을 설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 실용과 효율의 문화행정, 상생하는 문화와

산업, 소통과 개방의 전략, 문화를 통한 녹색성장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문화정책은 문화와 산업의 만남을 지향하여 全정권이 표방했던 순수예술,

예술의 수월성 중심의 ‘새예술정책’과 반대되는 지점이 많았다.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가시적이고 명확한 성과를 기대하고 문화예술 작품 상업화, 산업화를 장려하

는 등 문화가 산업의 패러다임 안으로 편입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문화융성’을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문화기본법』

을 제정하였으며 문화재정 2% 달성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유적지, 공연, 전시, 영화 등을 무료 또는

대폭 할인하여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일반 국민의 문화향수 수준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2. 미국국립예술기금위원회(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4.2.1. 1965-80년: 설립기

1960년대 이전에는 미국 문화정책의 기반이 아직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

정부 문예지원 규모가 미미했을 뿐 아니라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을 우선

관장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대부분의 문화예술 지원은 사적 영역에 의존하고

있었다. 1935년 대공황을 겪고 있던 미국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따라 창설된 공공산업진흥국(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WPA)에서 주도한 문화예술 정책이 미국 연방예술기금

(이하 NEA) 설립 이전에 주목할 만한 유일한 문화정책 사례였다. WPA는 예술가들

의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장르에서 대규모의 예술가 인력을 정부 프로젝트

에 고용하여 5,000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구제될 수 있었다.

한편 WPA 문화정책의 두 번째 목표는 미국 예술가들이 창작한 예술작품을 통해

미국의 국가 이미지와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1950년대는 2차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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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미국과 소련이 대치한 냉전시기인데, 소련의 문화적 유산을 가치절하하고

폄하하는 차원에서 소련의 문화예술과 차별되는 그리고 독창적인 미국만의 문화적

아이콘이 필요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예술 창작을 실험적이고 자유롭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부 문화정책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검열과 통제가 상당수 존재하였던 시기였다.

본격적인 국가 차원의 문화정책은 케네디 정권 때부터 모양새를 잡아갔다.

유명한 문화예술 애호가이기도 한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문명 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한 핵심 도구로 문화예술을 선택하고 대통령 취임식에 당대 유명 예술가들을

다수 초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국가 정책 내로 포섭하였다. 예술을

개인 일상에 주입시키게 되면 개인의 미적 수준이 올라가고 지적 상상력이 발휘되

어 무미건조한 물질주의적 삶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개인의 내적

가치에 주목하고 개인적 성장을 이루는데 예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뉴딜 정책의 성공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 경제보다

개개인의 삶의 질에 더 주목하는 문화가 형성된 이 시기 사회문화적 변화도 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 결과 1960년에서 1963년 사이 국회에서는 정부 주도의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안건이 처음 발의되어 국회, 행정부, 문화예술인들 간에 많은 의견이 오가기

시작하였다. 정부 기금이 종자돈(seed money)이 되어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최소 5배 이상의 민간 자금을 문화예술계에

끌어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부 기금을 지원하게 되면 예술 창작의

내용에 있어서도 정부의 검열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는 정부관계자와 기관의 사무총장이 기금 지원에 일체 관여할 수 없게 하는 “기금

지원 패널 심사” 과정과 “예술위원회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을 신설하여 기금

지원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렇게 미국 연방예술기금

설립을 위해 실질적인 논의가 오갔지만,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서거로 인해 모든

논의는 중단되고 이후 존슨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정책 기조를 선포하고 사회문화

정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가의 부는 국민의 물질적인

웰빙을 넘어 국민 삶의 질 수준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한

존슨 대통령은, 냉전 구도에서 국가 아이콘을 만들기 위한 문화예술이 아니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을 제시하였다. 문화예술이 정치적 수단에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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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의 복지 문제로 포섭되면서 국회에서도 정부 차원의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수월해졌고 존슨 대통령이 기존에 국회와 쌓은 신뢰와 친분의 도움으로

마침내 1965년 예술과 인문학을 위한 국가 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the

Arts and Humanities) 설립안이 국회에서 승인되었다. NEA의 초기 비전은 예술의

수월성을 높이고 예술의 즐거움을 확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비전 모두를

달성하지는 못하였고, NEA의 주된 초점은 고급예술 중에서도 “현실적 추상주의

(modernist abstraction)” 양식의 예술을 장려하는 식으로 진행되었고 주로 시각예

술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졌다. 초기 문화정책가들은 국가 문화 기관을 설립하고

수준 높은 고급예술 작품을 창작하면 미국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기대하였다. 이렇게 고급 예술 중심으로

NEA가 운영되는 동안 대중예술과 민속예술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이는 1960

년대 후반 대중예술의 급속한 성장세와는 상당히 모순된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해 일반 대중의 문화 향유와 소비를 증진하기보다는 고급 예술 창작을 장려하고

대중들이 고급 예술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을 진행하는 식으로 문화정책과

NEA의 운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일반 대중의 문화향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정책은 닉슨 정권에서 추진되었

다. 닉슨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과는 달리 문화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 정권까지 이어진 문화적 유산을 이어가고 베트남전으로 인한 복잡한

대내외 정국에서 미국 그리고 닉슨 정권에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NEA

기금지원을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하여 1971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이 두배 증가하

였다(NEA, 2009). 이에, 미국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NEA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게 된다. 닉슨 정권 시기 NEA는 고급예술보다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중예술, 대중예술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 주목하여 여러 계층을 모두 정부 문화정책에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전 정권 기조에 따라 추상적인 현대 예술을 계속 지원했지만

동시에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예술, 지방의 민속예술, 대중예술을 장려해

NEA의 정책 기조에 큰 전환이 되었다(Binkiewicz, 2004).

4.2.2. 1980-90년대: 갈등과 조정기

1970년대 카터 정권을 지나면서 NEA는 꾸준히 성장하였다. 1966년 당시 3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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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수준이던 NEA 예산은 매년 증가해 15년이 지난 1981년 약 158백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반면 정치적 측면에서 1980년대를 조명해보면 NEA의 유지,

존속, 활동에 제동을 거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다. 리간 대통령 선출 직후

영화배우 출신의 대통령인 만큼 문화예술계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 기대와는 달리 선출 직후 NEA에 대한 개혁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리간 정권에서 재정을 담당한 David Stockman은 한 연설에서 NEA 예산을 1/3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실제 1982, 3년에 전년대비 약 10% 예산이

삭감되었다. 국가 씽크탱크인 Heritage Foundation에서는 NEA 의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금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최근 NEA의 행보를 보면 예술보다

는 정치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술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략과

비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원래 예술에 우호적이던 상, 하원의원

들이 다수 재선에 실패하면서 NEA의 지지층이 약화되고 NEA가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American Arts Alliance의 주도로

American Council for the Arts, the 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

등 여러 예술계 단체들이 연합해 NEA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하였

다. 게다가 1982년 임용된 NEA 의장 Hodsoll은 관행과 달리 패널과 위원회에서

승인한 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뒤바뀌는 의사결정을 자주 내리고 성과

위주로 치밀하게 계산해서 기금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1984년

원래 수준으로 NEA 예산 규모가 회복되고 1985년 단체 재승인(reauthorization)을

받으면서 첫 번째 위기를 지나갔지만 국가와 NEA 사이에 생긴 긴장과 갈등

구도는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다(Zeigler, 1994).

NEA의 두 번째 위기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NEA에서 지원하는 예술 작품을

둘러싼 갈등이다. NEA의 전(全) 역사를 통틀어 놓고 보았을 때 가장 큰 전환점이자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이 사건의 여파는 상당하였다(Smith,

2008).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1987년 카톨릭 신자이자 사진가인 세라노

(Andres Serrano)는 그의 오줌에 담긴 플라스틱 십자가상을 사진으로 제작한

피스 크리스트(Piss Chirst)라는 작품을 전시했다. 세라노는 두 가지를 표현하려

했다고 하는데, 첫째는 종교의 상업화를 논하고 싶었고 예수의 몸과 피 안에

담긴 변형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싶었다고 한다. 이 작품은 Southeastern Center

for Contemporary Art에서 주최하는 10대 시각예술가상에 선정되어 LA, 피츠버그,

리치몬드 지역을 순회, 전시하게 되는데, 록펠러재단, 평등한 삶(Equitabl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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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NEA가 기금을 지원하였다. 리치몬드 지역 전시가 있었던 1989년 초 이

작품을 보게 된 컴퓨터 디자이너 스미스(Philip L. Smith)는 성스러운 상징을

오줌에 담가 만든 작품을 통렬히 비난하는 레터를 신문지상에 게재하고 근본주의

목사이자 사회운동가인 윌드몬(Reverend Donald Wildmon)이 이를 보게 되었다.

역시 이 작품에 격분한 윌드몬은 상원의원인 다마토(Alphonse D’Amato)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다마토 의원은 “만약 NEA가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할 정도로 재원이 풍부하다면, 그건 아마 NEA가 재원이 너무 많아서

책임감 있게 재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것이다(Zeigler, 1994: 75)라고

말하며 NEA의 기금 심사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NEA에서

$30,000 기금을 지원받은 워싱턴의 Corcoran Gallery는 또 다른 사진작가인 메이플

소프(Robert Mapplethorpe)의 사진전 ”The Perfect Moment“를 준비 중에 있었다.

꽃, 풍경, 사람, 유명인을 찍은 사진도 있었지만 이 중에는 남성의 나체와 동성애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사진도 일부 포함되었는데, 국가의 예술작품 검열을 우려한

갤러리에서 사진전을 취소하게 되고 이에 반발한 예술가 커뮤니티에서 워싱턴

근처 갤러리에서 동명의 사진전을 개최하여 세라노의 사진전과 함께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다(Zeigler, 1994).

NEA 존속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이 사건의 핵심 논의사항은 국가가 예술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진보적

인사들은 NEA의 작품 창작이나 기금 지원에 간섭, 관여, 제재하는 것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인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통제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적 인사들은 국가기구는 국가의 돈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금지원을 통제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권리와 책임이라고 반문했다. 이와 더불어 보수 집단에서는 작품의 의미가

논란이 되는 예술가와 창작자들은 반사회적 활동에 관여하고 사회에 파괴적,

실험적인 어젠다를 제시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예술가의

어젠다가 오직 애국, 가족, 종교 등의 이슈에 한정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예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질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한데다가 미국 사회 특성상 다른 사회에

비해 젠더나 종교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처럼

예술에서 직접적으로 예민한 이슈를 표현하게 되면 곧 정치적 대립구도로 발전하곤

하였다(Bolton, 1992). 결국 NEA는 당시 의장이었던 프론메이어(John

Frohnmayer)가 사퇴하고 새로 라디스(Radice) 의장이 등용되면서 NEA 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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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제와 검열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라디스 의장은 조금이라도 외설적 성향이

있거나 동성애, 성과 관련된 작품이 있으면 종종 거부권을 행사하였는데, 이에

반발한 위원 몇 명이 위원회를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다(Smith, 2008). 이런 사태에

도 불구하고 라디스 의장은 통제와 검열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나마 NEA가 폐지되

지 않고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문화예술계와 국가와의 진통은 계속

되었다. 1990년 NEA는 재승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1) 내용 검열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대신 추후 외설 및 아동 포르노 관련 법규(obscenity or child pornography

law)를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기금지원을 철회할 수 있고 2) NEA 의장과

위원의 힘을 강화하고 3) 주 정부에 지원되는 기금의 비중을 높이고 4) 경제적

수준이 높은 예술가들에게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승인 안을 통과시키게 된다(Kidd, 2010).

4.3.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England)

4.3.1. 1946년 최초 예술위원회 설립과 발전

영국은 1753년 세계 최초로 국립 박물관을 설립하고 왕실 주도로 1768년 왕립예

술학교(Royal Academy of Arts)를 개설하는 등 예술위원회가 설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진흥 활동을 펼쳤다. 국립미술관은

1824년, 테이트갤러리는 1896년에 설립되었으며 박물관 법률(Museum Act), 저작

권 조항 등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장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들이 속속 신설되면서

국가 문화정책의 기틀을 만들어갔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전쟁으로 인해 불안정한

사회 현실이 지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과 미술을 장려하기 위한 위원회(Council for the Encouragement of Music

and the Arts, CEMA)를 설립하여 영국 전역에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였다. CEMA는 1939년에 미국에 바탕을 둔 Pilgrim Trust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는데, “가장 최고를 가장 다수에게(The Best for the Most)”라

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문화 향수, 관람을 확대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942년 경제학자인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CEMA의 의장

이 되면서 기존의 문화향수 중심에서 예술의 수월성을 고양시키고 사회적 엘리트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비전이 조정되었는데, 이후 자연스럽게 CEMA가 개편



- 31 -

되어 세계 최초의 예술위원회인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Great Britain)로

탈바꿈하게 된다.

영국예술위원회는 정부가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조직을

자율적,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팔길이 원칙(arms-length

principle)’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정하고 조직의 모든 세부적인 운영에 적용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기금 지원 활동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구하기 위해 패널과 위원회

(committee) 멤버를 선발하였는데, 이들은 고정적인 보수를 받지 않는 대신 위원회

관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유명한

예술단체의 운영진이거나 잘 알려진 예술비평가, 예술교육자들로 특정 단체를

대표하거나 지지하지 않고 중립성을 지키는 조건으로 위원회의 정규 조직으로

정착하게 된다.

CEMA는 일반 국민의 문화향수를 증진하는 활동을 주로 한 반면에 영국예술위

원회 초기에는 “소수를, 드높게(few, but roses)”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증명하듯이

예술의 수월성과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1967년 위원회

재원이 기존 재무부(Treasury) 소속에서 교육과학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로 개편되면서 위원회의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예술창작에

서 다시 CEMA 때처럼 문화향수형 사업으로 정책의 중심이 선회한 것인데, 이뿐

아니라 1967년을 기점으로 위원회 주요 정책문서에서 순수예술(fine art)이라는

개념과 함께 “순수예술의 수준을 높인다(improving the standard of execution

of the fine arts)”는 문구가 삭제되어 문화향수 기조를 강조하였다. 또한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문화예술 활동을 전파하기 위한 지방위원회를 설립해 위원회의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4.3.2. 1979년 대처정부의 등장과 영국예술위원회 개편

영국예술위원회의 첫 번째 전환점은 대처정부의 등장과 함께였다. 보수 정당

소속의 대처 총리는 경제 성장을 국정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대규모의 국가기구

민간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문화예술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1979-80년 문화예술

분야 국가지출을 보면, 전년 대비 8% 수준인 약 5백만 파운드를 축소하여 예술단체

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처를 찾도록 독려하였다. 박물관 및 국가예술기관의 지배구

조를 개혁하였고 민간 기금을 끌어온 예술가와 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 32 -

즉, 예술의 산업화를 단행한 것인데 무엇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중요시 하였고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장려해 공공의 기금 지원이 민간의 투자와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였다. 이 정책 기조를 통해 1980년대를 지나면서 전체적인

예술지원 기금 규모가 현격히 줄어들었고, Greater London Council을 포함해

영국 주요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던 지방 위원회가 폐지되었다.

영국예술위원회는 1988년 처음으로 3년 중장기 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안은 여러 면에서 대처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구체적인 경영전

략을 수립하고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여 예술 작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민간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안이었다. 또한 위원회는 기금 지원을

받는 예술단체들에게 예술경영의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해 이를 학습하고 따를

것을 요구하였다. 예술단체들은 이 계획안에 맞추어 단체 고유의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가 고용한 컨설턴트의 자문에 따라 단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처 정부에서는 보수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계속 위원장직에

선출되고 정부의 경제정책 및 국정 기조와 위원회의 비전의 일치를 의도한 면이

많았다. 이에 대해, 위원회가 더 이상 팔길이(arm’s length) 기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이 쇄도하기도 했다(Alexander, 2005).

5. 분석

5.1. 분석 자료와 방법

기금지원내역, 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대한 정보, 위원회 회의록, 조직도 및

비전, 감사 및 내외부 평가자료 등이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미국 NEA와 영국 ACE는 분석의 적합성과 동등성을 고려하여 기금지원내역과

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대한 정보의 두 가지 범주만 자료를 수집하여 3개국 분석을

시도하였다. NEA, ACE의 다른 범주 자료를 수집, 분석하지 않은 이유는 10년의

역사를 가진 문예위에 비해 NEA(1965~2014)와 ACE(1946~2014)의 역사는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조직 개편 과정을 거쳐 조직의 전 기간,

전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에 동등한 수준의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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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 미국과 영국의 사례는 한국 문예위의 위치와 수준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한 준거점 정도로 활용되고 본격적인 국제 비교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기금과 위원 정보로 준거점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5.1.1. 기금9)

한국, 미국, 영국의 예술위원회에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예술가와 단체에

기금을 지원한 세부 내역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사업 중 예술위원회를 설립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목표인 ‘예술가들의

예술창작 활동 진흥’을 대표하는 사업을 선택하였다.10) 한국의 <예술가의창조역량

강화>, 미국 <Art Work>, 마지막으로 영국 <Grants for the Arts> 사업이 해당된

다. 이 사업들은 전 분야, 전 테마 예술창작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형 사업이

아닌 공모를 통해 예술가와 단체를 심사, 선발하는 사업이다. 또한 본 사업은

3개국 모두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의 틀이나 구성이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하

게 유지되어 분석에 가장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하였다.

해당 자료의 분석 기간은 한국의 문예위가 설립된 2005년부터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3년까지를 설정하였다.11) 자료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부 분류로 나누

어진다. 사업범주(대/중/소), 예술장르, 지역, 단체이름, 지원액, 단체성격(법인,

재단 등) 등이다. 이 세부 분류들 중 ‘예술장르’12) 변수를 척도로 예술위원회가

일관되게 기금을 지원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9) 모든 기금 지원 자료는 각국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였다. 한국
(www.arko.or.kr) 미국(www.nea.gov) 영국(www.ace.org) 

10) 세 기관은 모두 다양한 범주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범주는 매년 조금씩 달
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기금이 지원된 사업을 선택하는 일이 선행되었
다. 이 지원사업은 예술가와 단체가 지원서를 제출하고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되는 ‘공
모형 사업’과 특정 예술가나 단체를 미리 지정하여 기금을 지원하는 ‘지정형 사업’으로 
나뉜다. 다음으로 ‘교육’, ‘축제’, ‘지역사회’ 등 특정 주제가 있는 사업과 아닌 일반형 
사업으로 구성된다. 

11) 2014년 지원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영국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를 1년으로 보지 않고 매년 5월에서 그 다음 해 4월까지를 1년으로 보기 때문
에 영국은 2012년까지의 자료를 보았다. 

12) 세 기관의 예술장르 정의는 조금씩 다르다.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등 기본적인 
장르는 같지만 실험예술, 다원예술, 뮤지컬, 공연(performing) 등의 장르는 국가별 상
황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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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류 기준을 분석하지 않은 이유는, 예를 들어 ‘지역’ 변수의 경우 영국과

미국에서는 지역별 편차를 두지 않고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지만

한국의 경우 지역 사업은 해당 지역문화재단에서 기금을 받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다시 말해, 세 위원회가 지역과 연계된 정도가 상당히 달라 ‘지역별

균등배분’을 조직의 일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예술장르’ 변수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특정

장르를 전공한 위원이 선발되어 해당 장르에 편중되어 지원하거나 정치권 혹은

기타 외부 압력으로 인해 특정 장르의 대규모 예술행사가 열리는 식으로 조직의

비일관적인 지원행태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로 기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예술장르에 배분하는 금액이 매년 일정하다면 조직의 일관성이, 만약 이 금액이

매년 편차가 크고 일관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일관성을 관찰할 수 있다고 보았다.13)

5.1.2. 위원회 위원 구성 정보14)

위원회의 위원은 10명~25명 정도로 구성된다. 한국과 영국은 모두 일반 비상임위

원들이고, 미국은 비상임위원에 추가적으로 상원 및 하원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양당(공화당, 민주당) 위원이 모두 참여한다는 균형과 견제를 가지기 위한

상징적 목적으로 존재하며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기금 지원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위원으로 선발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위원을

선발하는 규정, 기준, 방법이 예술위원회 모델의 핵심이며, 여기에 국가가 바라보는

예술의 정의가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원들에 대한 상세정보는 연령,

직업, 전공, 장르, 정치적 단체 참여 여부, 정부 관련 활동 여부 등이다. 일부

정보는 세 위원회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었지만, 동일 적용이 가능한 ‘직업’,

13) 올리버(Oliver, 1991)에 따르면, 조직을 하나의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이 
‘내용(context)’ 측면에서 조직의 제도적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제도
주의 관점에서 볼 때 외부환경과 여기에 적응해 만들어진 조직은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과 구체적인 ‘내용’도 일관성을 유지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제도적 환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조직
의 운영이 일관적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를 통해 이 가설을 검증해볼 수 있다
는 식이다. 

14)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 사용하였
다. 미국, 영국 위원들의 경우 한국에 비해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검색 엔
진에서 해당 위원들의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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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장르’, ‘정부 관련 활동 여부’의 핵심적인 변수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이 변수들은 모두 범주형 데이터로, ‘다중대응분석(MCA: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MCA는 질적 자료나 비계량 자료를

사용한 분석법 중 대표적인 것의 하나로, 앙케이트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패턴에

주목하여 패턴이 비슷한 응답자(개인 또는 집단)와 비슷하지 않은 응답자를 분류하

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되었다(노형진, 2008: 2). MCA는 2차원 상에 변수들을

위치시키고 거리를 통해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어, 변수들 간의 경향성을

설명해낸다.15) 본 연구에서는 MCA 분석방법을 활용해 세 위원회 각각의 위원

특성을 분석한 후 이 특성(변수) 간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5.1.3. 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회의록은 월1회 개최되는 위원회의 정기회의 주요 안건과 결정 사항을

기록한 공개 문서이다. 1차부터 76차까지의 회의록은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전체를 기록 및 공개하였고, 77차 회의부터는 안건/결정 사항 위주로 간결하게

정리하여 공개하여 각 발언자의 발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차부터 76까지는

발언 내용과 함께 발언자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였고 회의 중간 예상치 않게 벌어진

노조위원장의 난입, 난동, 대화 등 내용을 모두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국가 문화정책

및 문예위 운영에 대한 위원들의 가치관, 성향, 태도, 의견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또한 대화중에 위원들 간 경쟁, 대립, 결탁의 구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문예위의 조직적 전환을 만들어낸 핵심 의사결정이 도출된 경로와

방식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회의록 분석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선 1차부터 현재까지 공개된 회의록

전체의 구성과 방식을 파악한 뒤, 이 중 주목할 만한 변화를 체크하였다. 회의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의 범위, 의사결정 과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례로

최근으로 올수록 회의 시간이 짧아진 것을 특징적인 변화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회의록을 꼼꼼하게 읽어가며 중요한 의사결정과 위원회의 급격한 전환을 가져온

15) 예를 들어, ‘30대’라는 변수와 ‘미술’이라는 변수의 위치가 가깝고, ‘40대’와 ‘음악’이라
는 변수가 가깝다고 가정해보면 30대의 위원은 미술을 전공한 경향이 있고 40대의 위
원은 음악을 전공한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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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발언을 별도로 정리하였다. 결정적 발언에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안건에 대해 결정을 한다”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부분과 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정책, 위원회, 사업, 타 위원 등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이 드러난 부분이

있다. 이 자료는 주로 5장 3절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갈등” 부분에서 활용하였

는데, 발언을 직접 인용해 본문에 기재하고 이와 관련된 상황 설명과 조직사회학적

함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위원장과 가깝거나 대치되는 위원이라거나 위원들 사이 모종의 친분이 드러나는

등 회의록 발언 내용을 통해 위원들 간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 중

“왜 이 장르들만 소외시키는가” 식으로 직접적인 발언에서 이해관계가 드러나는

경우는 분석에 일부 포함시켰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의사결정사항

이나 발언에서 드러난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되도록 포함시키지 않았다.

5.1.4. 기타 자료들

정관, 회의록, 비전도, 조직도, 법, 시행령 등 다양한 문서 자료를 참고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등의 설문조사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문화향수실태조사는 1991년 시작한 국민 2,000명 샘플을 대상

으로 순수예술, 대중예술, 영화, 예술교육 등 영역의 경험, 향수, 향유 실태를

조사한 설문조사이다.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역시 1991년 시작하였는데 예술인

2,000명 샘플을 대상으로 예술창작,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해당

설문들이 위원회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응답자들이 전부 위원회 지원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위원회의 사업이 예술가와 일반 대중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본 설문을 통해 위원회 지원사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보았다.16) 이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모두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6) 맥린과 베남(MacLean and Behnam, 2010: 1505)은 실용적인 정당성은 조직이 구성
원들의 이익을 얼마만큼 대변하는지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조직의 이해관계
자들의 이익, 만족 정도를 조사하는 설문 문항 활용을 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 37 -

자료명 시기 설명 한 미 영
기금

지원내역 2005-2013 ● 개인/단체 예술가의 ‘예술창작’ 
진흥하기 위한 정기공모사업 ㅇ ㅇ ㅇ

위원회 소속 
위원 자료 2005-2013

●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와 
위원들의 개인 홈페이지 및 
외부에 공개된 프로필 활용. 

ㅇ ㅇ ㅇ

위원회 
회의록

2005-2013
(150건)

● 월 1회 진행되는 위원회 
회의의 공식 회의록 

● 75차 회의까지는 모든 발언이 
전체 속기됨, 76차 회의부터는 
안건 결정사항 위주로 정리. 

ㅇ - -

조직도 및 
비전 2005-2013 ●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개편 

사항, 문예위 비전 및 가치 ㅇ - -

감사 및 
평가자료 2005-2013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감사원 감사자료 및 문예위 
자체 내외부 평가자료 

ㅇ - -

설문조사 90년대 후반~ 
2000년대

● 문화향수실태조사(일반국민 
대상), 문화예술인실태조사 ㅇ - -

< 표3 > 분석 대상 자료

5.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5.2.1. 인지문화적 환경

문예위의 설립은 인지문화적·규범적·규정적인 외부의 제도적 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법 제도와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인지문화

적 환경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신념 체계(Meyer

and Rowan, 1977)로 어떤 조직이 설립되는데 있어서 ‘조직의 존재는 당연하다’고

사회에서 인식하는 제도적 환경을 의미한다. 문예위의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수정, 진화한 모델이지만 문예위라는 조직을 둘러싼 인지문

화적 제도환경은 여러 층위로 구성되어 있었다. 먼저 문예위의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조직 운영의 대상자이자 수혜자가 되는 일반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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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2000년
강조해야 할 문화정책 백분율 강조해야 할 문화정책 백분율

전국민의 고른 문화향유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문화산업발전
우리문화의 적극적 해외소개

독창적 지역문화발전
남북 문화동질성회복

예술창작지원
기타, 무응답

38.6
15.3
12.8
11.5
11.5
5.4
4.2
1.0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재/전통문화 보존/계승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대중문화/문화산업 진흥

독창적 지역문화발전
문화관광산업진흥

창작여건개선/순수예술진흥
남북/해외문화교류

문화정보화추진
무응답
기타

30.5
16.8
15.7
8.5
7.6
6.6
6.5
6.1
1.6
0.2
0.1

계 100.0 계 100.0

면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가장 필요하고 강조해야 할 분야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표4 > 문화향수실태조사 1997년, 2000년1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이를 문화정책의 가장 큰 두 패러다임인 ‘창작진흥’과 ‘문화향수’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두 해의 선택지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나 순수예술의 창작진흥이

97년 4.2%, 2000년 6.5%, 그리고 문화향수는 97년 38.6%, 2000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란 항목이 15.7%로 국민들의 문화정책에 대한 요구는 창작진흥보다는

문화향수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볼 수 있다. 강조해야 할 예술진흥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97년에는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00년에는 <다양한 예술행사개최> 17.6%, <국민의 예술교육확

대> 15.0%로 역시 창작진흥보다는 문화향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질수록 문화예술과 여가활동을 향유하고자

17)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국가 문화정책의 방향과 관련한 설문은 2000년 이후로 설문 항
목에 포함되지 않아 문예위가 설립될 즈음의 자료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이어
와 슈츠만 및 다른 제도주의 학자들은 인지문화적 측면의 제도는 쉽게 변하거나 달라지
지 않는 성질의 것으로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2000년 이후 설문 자료는 없으나, 1997년과 2000년 자료의 결과를 인지문화적 
제도환경으로 간주해도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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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000 2003 2006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 28.2 31.1 32.1

예술가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정비 26.6 20.5 25.0
문화예술행정 전문성 확보 10.2 12 11.6

국민예술교육확대 7.9 7.3 6.8
전문예술교육, 프로그램 강화 6.2 7.8 5.9

전통문화예술 보존과 계승 4.8 2.5 2.8
창작활동에 대한 전면적 자유부여 4.0 3.9 3.5
예술진흥관련 정부기관 기능확대 3.9 6.5 7.4

작품활동공간, 시설 확충 3.1 5.0 3.3
기타 4.7 3.3 2.0
계 100 100 100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상승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점이다.

그러나 예술진흥 활동의 1차적인, 직접적 수혜자가 되는 예술가들의 가치관을

살펴보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서 동일하게 ‘국가

문화정책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을 물었다. 예술가들의 응답을 보면(표5 참조),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예술가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정비>, <문화예

술행정 전문성 확보>까지 보다 실질적으로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종류의 예술진흥과 지원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 표5 >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0, 3, 6년1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즉, 문예위는 조직 운영의 1차 수혜자인 예술가들과 궁극적인 정책대상자인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정책에 대한 일치되지 않은 요구, 문예위 업무에

대한 다른 생각들 사이에서 두 이해관계자들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며 이들로부터

조직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예위는 일차적으로는

기초예술, 순수예술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다음 단계에서 일반 국민이 이 활동을

18) 1997년에도 문화향수실태조사와 함께 문화예술인실태조사가 진행되었으나 해당 항목
은 설문 선택지의 구성이 많이 달라 본 연구의 근거로 포함하지는 않았다. 또한 2006
년 뒤에도 2년 단위로 동일한 설문을 조사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직 초기 설립 
시기를 분석했기 때문에 역시 포함하지 않았다. 



- 40 -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향유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

였다. 문예위설립TF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이 <수월성

(excellence) 높은 예술의 창작 → 최종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로 전환되는 것을 적고 있다(그림2 참조).

이념(Mission)

예술을 통한 국민의 창조성 계발

및 삶의 질 향상

문화의 가치를 창조ㆍ확산하는

기초예술의 발원지

기본방향(Goal) 전략목표(Strategy Goal)

•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발함

• 국민의 예술창작과 향수권리를 신장함

• 세대간ㆍ계층간ㆍ지역간의

문화적 조화를 추구함

• 예술가의 창작여건을 조성하고

예술가의 권익을 옹호함

• 예술의 보급ㆍ확산을 통해

국민의 향수권리 신장함

• 예술가ㆍ단체ㆍ문화시설ㆍ문화향수자 간

소통체계 구축을 통한 상호매개

기능을 강화함

이념(Mission)

재설정

이념(Mission)

예술을 통한 국민의 창조성 계발

및 삶의 질 향상

문화의 가치를 창조ㆍ확산하는

기초예술의 발원지

기본방향(Goal) 전략목표(Strategy Goal)

•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발함

• 국민의 예술창작과 향수권리를 신장함

• 세대간ㆍ계층간ㆍ지역간의

문화적 조화를 추구함

• 예술가의 창작여건을 조성하고

예술가의 권익을 옹호함

• 예술의 보급ㆍ확산을 통해

국민의 향수권리 신장함

• 예술가ㆍ단체ㆍ문화시설ㆍ문화향수자 간

소통체계 구축을 통한 상호매개

기능을 강화함

이념(Mission)

재설정

< 그림2 > 문예위설립TF3차회의발제문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5a)

문예위는 설립 6개월째인 2006년 <ARKO VISION 2010>이라는 이름의 중장기

전략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이 계획에서도 문예위 설립 과정에서 보여준 예술인과

국민 모두의 인지문화적 제도환경을 고려하고 이들에게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예술을 통한 창의적인 사회(creativity), 성숙한

사회(enrichment), 열린 사회(diversity) 구현”이란 기조 아래 예술가의 창작 활동

을 통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13). 특히, 예술향유자는 수동적으로 예술 활동을 관람하고 서비스를 제공받

는 사람이 아니라 프로슈머(prosumer, 생산자이자 소비자)의 개념을 적용하여

직접 예술을 창작하거나 장기적인 창작자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정리해보면, 예술가들이 전범이 되어 예술 창조의 생명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

리고(예술가의 인지문화적 제도환경) 이를 통해 전반적인 문화예술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일반 대중의 인지문화적 제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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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규범적 환경

그렇다면 문예위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정립되었는가?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 조직체계를 만들고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들을 수립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는가? 문예위는 가장 선진화되어 있으며 모범적

인 예술위원회 사례로 꼽히는 미국 NEA와 영국 ACE의 조직 모델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적합한’ 조직이라는 정당성을 이끌어냈다. 규범적 제도환경은 인지문화

적 제도환경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수준의 제도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적합하

다’는 가치체계와 신념구조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Scott and Davis, 2007). 문예위

의 사례에서는 한국에서 조직, 제도, 규칙 등을 새로 정립할 때 외국의 사례를

본뜨는 것이 적합하다는 신념, 한국의 문화예술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문화선진국을 롤모델 삼는 것이 좋다는 가치, 그 중에서도 예술위원회

모델을 창시한 영국과 이와 대비되어 보다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 미국의 모델을

준거점으로 삼아야 ‘적합’하다는 규범적 환경에 대응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 NEA와

영국 ACE는 위원회 전환 시기 훨씬 전부터도 한국의 문화정책이나 진흥원 체계를

평가 분석할 때 준거점으로 많이 활용된 기관들이다.

문예위설립TF팀에서 작성하고 발간한 발제문, 회의록, 회의결과문 등에는

NEA, ACE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예위 조직 구성안을 도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가장 핵심은 위원회 조직이다. 1명의 위원장과 15명 안팎의 위원으

로 구성되고, 위원이 제한된 임기를 가지지만 연임이 가능한 여부까지 기본적인

위원회의 골격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위원의 최종 임명권한은 영국과 한국의

경우 문화부 장관이 가지는 점에서 동일하다. 위원을 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선발하

지 않고 최종 임명권한을 의사결정체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은, 규범적 제도환경에서는 ‘인증’이나 ‘수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가 인정을 함으로써 위원회라는 형태와 문예위 조직에 정당성을

수여하게 된다(Scott and Davis, 2007). 또한 위원회 하위 조직에는 장르별(문학,

시각예술, 음악 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는 구조는 미국 NEA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이는 위원회 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캐치프레이즈였던 현장중심의 문화행

정, 예술가의 직접적인 문화정책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장에서 뛰는 예술가

들이 직접 기금을 심사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전문적인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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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조항

7장31조(기금의 관리·운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별 조달계획

2.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⑤ 진흥원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기금의 수납 및 기금 운용현황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장33조(기금모금의 승인)

진흥원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때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모금대상시설

2. 모금기간

3. 모금예정액

7장34조(모금액등)

① 모금대상시설별로 관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모금하는 금액은 진흥원

장이 법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가능케 하는 조치였다. 즉,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위원회 전환에 규범적 제도환경

측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였다.

5.2.3. 규정적 환경

규정적 환경은 문예위 설립의 정당성을 마련해주는 구체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압적인 성격을 가진 제도환경이다. 흔히 법, 규범, 규칙, 정관, 매뉴얼 등을

규정적 제도환경의 예라고 하는데(Scott and Davis, 2007), 문예위 사례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조직의 설립과 존재 근거를 마련해준다. <문화예술진흥법>

은 1973년 처음 제정된 법으로 문예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문화정책의

기틀이 된 여러 제도가 이 법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전환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다. 다음은 개정된 법 조항 중 삭제된

조항의 대표적인 내용이다.

< 표6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중 변경사항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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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조항

6장 제23조의8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장 제23조의10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3조의8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장 제23조의16 (성과의 평가)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0조 각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기금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위원

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

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이 조항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기금을 모금하고 운용할 때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진흥원이 원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문화관광부 장관의 지나친 업무 관여로 인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예술진흥이 어려웠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문예위는 ‘정부의 영향력은 최소화하고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

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조직을 새로 설립하는

정당성을 이 법적 근거로부터 확보하게 된다. 추가된 조항들은 반대로 문예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표7 > 문화예술진흥법(2005.3.24.) 중 추가된 조항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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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지원을 심사하고 배분하는 위원을 정부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선발하고

임기 중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 6장 제23조의 8항을

보면 공무원, 당원 등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인사는 위원이 될 수 없는 제한조건을

신설하였고, 10항에는 ‘위원의 직무상 독립’이라는 이름의 조항을 신설하여 독립성

을 보장하였다. 특히 위원은 본인이 의사가 없을 때 심신상 장애의 이유를 제외하고

는 해고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자율적인 직무 수행을 장려하였다.

신설된 조항이 증명하듯이 위원의 선발과 운영과 관련한 문제는 위원회 전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핵심 의제의 하나였다. 소위원회에서 지원서를 1차 심사한

후에 위원회에서 최종 기금 지원 결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원의 정치적 성향,

전공한 예술 장르, 가입해 있는 예술 관련 회원단체 등이 기금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 부분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그리고 ‘정부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두 범주의 조항을

통해 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직의 존립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5.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갈등

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외국

위원회 모델을 이식, 모방한 것처럼 보였지만, 문예위 운영 초반부터 예상치 못했던

여러가지 갈등 양상이 전개되었다. 2007년 문예위 후원으로 경기도 이천에서

세계적인 월드 뮤직 음악인을 초청해 “원월드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계획된

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에 대해 문예위 위원인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이 “예술위

사무처가 위원회 승인이나 보고도 없이 1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행사를 일방적으

로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연행사 추진 중지 가처분신청’

을 제기하면서 문예위 내부의 갈등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1기 김병익 위원장이 돌연 사퇴를 하게 된다. 언론과 학계에서 이 사건을 문예위의

조직 안정성과 리더십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는 등 문예위 운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난무하였다. 2009년에는 2기 김정헌 위원장이 문예위의 공공자

금을 잘못 운영하여 조직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유로 해임 조치되는데, 문화체육

관광부의 이 결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는 문화예술계의 반발로 결국 이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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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외부에 공공연히 알려진 문예위를 둘러싼 사건사고들도 있지만 위원회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부 성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위원회 설립

초기의 조직 목표나 비전과 갈등이 불거지는 일 또한 많이 발생하였다.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해소하는 과정에서 문예위의 조직 구성과 활동은 초기 설립과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다. 이 절에서는 문예위 위원회 회의록과 조직

내부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 갈등의 동학을 서술하고자 한다.

5.3.1. 장르 이기주의

현장 예술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1기 위원회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문화기획 등 문화예술의 각 영역에서 고루 위원을

배치하였다. 문학(김언호), 미술(김정헌), 음악(정완규), 연극(심재찬), 무용(김현

자), 전통예술(박종관, 한명희), 문화기획(강준혁, 전효관, 박신의) 등 제외된 영역

없이 모든 문화예술 분야를 포괄하였고 전 국립국악원장, 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등 각 장르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현장 예술가들을 선정한 것이다. 그런데,

각 장르에서 최소 한명씩 위원으로 선정되고 이 사람들이 장르의 상황을 가장

잘 알다보니 위원이 균형적 시각에서 문화정책을 구상하기 보다는 장르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위원회 설립 전 개최된 심포지엄이나

학계에서 이미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를 장르의 이익과 이해만 취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장르 이기주의”라고 부르는데, 문화예술이란 이름 아래 모든 장르가

묶이기는 하지만 장르별 특성이 상당히 다르고 장르 간 융합과 결합이 잘 이루어지

지 않아 문예위가 설립되기 전부터도 문화예술계 내의 장르 간 대립 구도는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다. 공공기금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의 구성이

마치 장르 나눠 먹기식으로 배치가 되다보니, 장르 간 대립 구도가 더 심화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불거진 것이다.

이 우려를 증명하듯 장르 이기주의 문제는 문예위 체제에서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문예위 체제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는 위원회 회의록에 잘 나타나 있다. 월1회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러

안건을 논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회의록에 기재된 위원들의 발언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원들은 본인 해당 장르의 이익을 보호하고 고수하기에 급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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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인다. 2005년 설립 직후 위원회 회의는 평균 월2회 정도로 규정보다

더 많이 열렸다. 그만큼 결정할 안건이 많았다는 이야기이다. 기금 확보, 운영,

확대, 조직구조나 인사 등의 안건도 있었지만, 위원회 회의의 핵심 안건으로 논의된

것은 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위원회 전환 이후에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추가로 어떤 사업을

신설할지의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횟수, 개수, 지원 금액 등 각종 사항에서

본인 해당 장르가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에서

거세게 항의하고 저항해 장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아래 회의록

중 일부 참조).

- 조직혁신 분야에 공연예술 쪽 위원이 참여하든가 아니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별도지정 공모사업하고 자체사업을 다 포함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지금 문학팀이 있고 시각예술팀이 있는데

음악, 무용, 연극을 묶어서 공연예술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사무처의 사무조직을 봐도

문학팀에 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 시각팀에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팀은 음악, 연극, 무용을 한꺼번에 몰아놓고 5명이 있습니다.

(4차 회의록 05.10.7 중 음악 담당 위원 발언)

- 절차상에 무용의 경우도 올해부터 이런 것을 안 하고 전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는 잘못 적혀 있습니다. 전통분야,

문학․미술분야는 아직 회의도 안 했는데 회의를 하는 걸로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9차 회의록 06.1.20 중 무용 담당 위원 발언)

무용, 음악은 문학, 미술, 연극에 비해 공공 지원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장르였다. 전공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도 있지만, 문학․미술․연극은 예술

의 사회참여적 성격이 강하고 장르 내부 조직을 결성하는 힘이 강해 1980년대부터

한국작가회의, 한국미술인회의 등 조직을 결성하고 장르의 목소리를 내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음악과 무용 담당 위원은 장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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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 구성에서 인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문예위 내부

특정 조직에 해당 장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

회의에서 장르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며 거세게 저항하였다. 장르를 둘러싼 위원들

의 대립은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2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2008년 10월까지도

계속 위원회 회의의 중요 이슈 중 하나로 대두되어 보다 노골적으로 본인 장르가

손해 보는 부분이나, 다른 장르가 더 많은 이익과 혜택을 받는 부분을 언급하기

시작한다(아래 회의록 중 일부 참조).

- 왜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왜 나를 곤란하게 만드냐고, 전에도 나를

곤란하게 해서 여태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았는데,

- 제가 누구를 비난한다, 아니다가 아니고요. 무용계의 분들의 상식에서

좀 합당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결국 무용계 위원이 저니까 모든 게

저한테 다 돌아온다는 얘기죠.

- 그러면 결국 또 연극분야가 포션을 제일 많이 가져 가시겠군요.

(31차 회의록 07.4.6 중 무용 담당 위원 발언)

그러나 위원회 내부에서 장르 이기주의를 둘러싼 다른 의견들이 개진되기 시작하

는데, 이는 장르 이기주의 문제를 단순히 위원들 간의 불화나 다툼으로 간단하게

수렴해서 보기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장르 이기주의는 문예위 체제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아니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체제 때부터 이미 있었던 고질적

인 문제라는 것이다. 2007년 44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제가 위원회에 와서 본

것은 문예진흥원 시절 지원 및 자체사업 등 많은 부분 일정 장르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장르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일부 장르는

거대 공룡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장르 이기주의가 아니었고, 마치 문예위가

생긴 이후 장르별 위원이 들어와서 아주 공평했던 장르가 갑자기 불화가 있다는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발언이 있었다. 즉, 위원들이 장르 이기주의를

조장한다고 보기보다 장르별 지원금 배분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일부 장르에 편중된

것은 예전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이 문제를 위원들의 배경과 장르에 억지로 연결시

키려 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지금 음악 분야의 경우를 보면 예전에는 지원방식

이라든가 지원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음악계의 현장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 너무 많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고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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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언급하며, 각 장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정책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둘째, 장르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건 위원들 간의 다툼이 아니라 위원회 조직구조

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와 운영체제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장르 이기주의

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007년 진행된 29차 회의록을 보면

“사실 지금의 운영 체제에서는 그렇게(장르 이기주의)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운영체

제에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르별 간사하고 위원 개별

장르 위원들하고의 소통체계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할 단위가

없는데”라는 발언을 한다. 1기 위원회는 장르별 소위원회를 운영하고(미국 NEA

모델과 동일) 개별 장르 위원들이 이 소위원회의 의장을 맡는 구조였다. 위원과

소위원회는 해당 장르에 제출한 기금 심사 건을 평가, 논의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였다. 같은 장르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위원과 개별

장르 위원들 간에는 이미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위원들은 이 소위원회의

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장르를 대변한다는 책임감,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문예위 내외부 시각에서는 위원의 통솔,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은 장르 소위원회와 관련된 이슈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위원회 회의에서도 장르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게 된 것이지만, 이는

조직구조의 특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3년여의 진통 끝에 결국 장르별 소위원회 제도는

폐지되고, 2008년 2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기능별 소위원회 제도로 조직을 탈바꿈

하게 된다(5.3.3 참조). 또한 4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환”에서 다룰 여러

가지 변화들, 장르별 비분배중을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한다거나 장르별 위원

선발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급격한 조직적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2007년

44차 회의에서 제기된 “사실 문예위의 근본적인 취지는 뭐였느냐 하면 현장예술의

가장 구체적인 요구와 함께 그것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예위를 구성하는 것에 현장예술과의 어떤 구체적인 만남과 그걸 통한

정책에 대한 입안이었는데”라는 발언처럼, 장르 이기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르별 위원 선발제도를 폐지하고 수치상 공평하고 공정한 장르별 배분 결과를

만드는 것이 과연 문예위 조직 체제에 적합한 전환이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5장 4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환” 부분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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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정치적 개입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팔길이 기관’을 표방했지만, 문예위의 갈등기를

조장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것은 계속된 정치적 개입이었다. 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정치적 자율을 추구했을 때 문예위가 가장 먼저 조치했던

사항은 공무원이 아닌 현장예술인이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 그리고 문화체육관

광부 승인 필수 항목을 대거 삭제해 위원회 내부 의사결정 만으로 실제적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었다. 문예위 갈등기에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사항들이 수정·변경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술계를 정치적 성향으로 재단

하고 관리·통제하는 간접적, 비공식적 관행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2008년 새 정권이 들어선 데 이어 위원회도 10월 1기 시대를 마무리하고 1기

위원이자 시각예술 전공 교수인 김정헌을 위원장으로 한 2기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2기 위원회는 1기에 비해 예총에 소속된 위원들의 비중이 많고 보수적인

예술가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진보 계열의 예술가들 및 위원들이 남겨놓은

결과와 유산을 삭제, 재구성하는 시도를 한다. 2009년 1월 진행된 위원회 67차

회의록을 보면 아래와 같이 문예위가 대상으로 하는 예술의 정의와 범위를 재정의,

재정립하는 대화가 나온다.

- 기초예술이라는 것이 처음에 나온 배경을 알고 있는데 민족작가회의의

김형수 사무총장이 오셔서 순수예술이라고 하면 소비성향만 지칭하는

예술이다 그렇다면 기초예술이라는 말로 바꿔서 문화산업이나 응용산업

의 기초를 의미하는 걸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나온 용어입니다.

(67차 회의록 09.1.9 중 정책연구실장 발언)

- 순수예술이 어떻게 소비예술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기초예술이라는 말을 이번 기회에 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술에 기초가 있고 완성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말이라면 이번 기회에 애매한 것은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67차 회의록 09.1.9 중 위원 발언)

‘기초예술’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새예술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문화예술

의 장기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업화, 산업화되지 않은 순수예술(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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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의 ‘기초’를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당시 정부나 학계에서 발간된 보고서, 자료들을 보면 문예위의 사업 대상에 속하는

예술을 ‘기초예술’이라 명명하고 있다(“진정한 개혁은 기초예술의 활성화(심재찬,

2005)” 등 다수). 순수예술의 문예진흥을 담당하는 문예위 또한 이에 발맞추어

기초예술의 토대를 닦고 이를 통해 예술적 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초예술이라는 용어를 진보예술 단체인 민족작가회의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2기 위원회에서 이 용어를 폐기하고 상업예술의 반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순수예술’로 회귀한 것이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위원회의 수장인 김정헌 위원장을 기금 운용 규정 등

위반에 따른 혐의로 임용 2개월 만에 해임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예위가 국가재정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기금을 예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C등급의 금융기관인 메릴린치증권 한국 지점 등 5개사에 700억원을 예탁해

기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이에 반발한

김정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진행했

고 2년이 지난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3기 오광수 위원장과 함께 2명의 위원장이 함께 재직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출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김정헌 위원장의 해임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 이후 진행된

이념적, 인적 청산 프로그램의 일환(이동연, : 69)이었다. “문예위와 영화진흥위원

회를 좌파문화예술인들의 자금줄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좌파문화예술이론의

생산지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좌파문화예술 이념의 대중선동지로 규정

(이동연, : 69)”하면서 KBS 정연주 사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철호 국립국

악원장,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당하거나 사표를 냈다. 이 자리는 조·중·동 출신의 보수언론인과,

대기업 CEO 출신의 전문경영인들로 채워졌다.19) 2009년 1월 신임 사무처장에

임명된 동아일보 문화부장 출신이자 전 충무아트홀 사장인 윤정국 씨의 인사에

19) 문예위 오광수(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대영(자유주의연대 운
영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종원(뉴라이트 싱크넷 발기인), 한국언론재단 고학용(전 조
선일보 기자/관훈클럽 총무), 국립극장 임연철(전 동아일보 사업국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재민(전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국립현대미술관 배훈순(전 대우전자 사장), 
예술의전당 신흥순(전 LG상사 사장), 한국관광공사 이참(벤처기업인 출신) (이하 자세한 
내용은 이동연 『문화자본의 시대』 중 “한국의 문화자본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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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문예위 노조에서 “직원 특별채용 때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명시된 단체협약

을 위반”하였으며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임명한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며 사무처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기도 하였다.

문예위 조직을 정치적 틀에 맞추어 재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과 함께 진보

예술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와 검열도 시작되었다. 2010년 2월 문예위는 한국작

가회의에 ‘불법 폭력 시위 불참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정부 보조금 3,400만원을

주겠다는 공문을 보내 큰 파장을 일으켰다. 확인서는 작가회의 측에 2008년 열린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불법 시위 사실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서약까지 요구하였다.

이 3,400만원은 작가회의가 전 해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항이어서

정부 지침을 핑계로 보조금 지원 결정을 뒤집는, 문화예술 지원에 관변 논리가

개입된 경우라서 문예위 존립의 이유를 망각했다는 우려가 커졌다. 작가회의는

확인서 제출을 공식 거부하고 문예위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다.

결국 관변 논리에서 자유로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을 꿈꿨던 문예위 초기의

비전은 조직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목으로 남을 뿐 문예위를 자율적으로 만드는

실질적인 운영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문예위의 존립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 국면을

형성하게 되었다.

5.3.3. 위원회의 역할 축소

이런 변화와 더불어 문예위 기금 및 조직 운영에 관해 위원회의 합의제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장 예술계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조언자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2008년 위원회의 기금운

용 심의 권한이 별도의 기금운용심의회 조직을 운영하면서 권한을 분리하게 된다.

기금운용 심의란 매년 문예위에서 운용하는 문예진흥기금의 운용액, 사용 범위

등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위원회의 주요 권한 중 하나였다. 기금운용심의회를

분리, 운영하게 되면 전체 기금 운용에 대한 틀과 골자는 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위원회는 사업별, 장르별 분배 정도와 수준을 조정하는 정도의 부수적인

의사결정에만 머무르게 된다. 2008년 10월 진행된 60차 회의록에는 “기금운용심의

회가 명백하게 상위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라며 위원회의 역할 축소를 우려하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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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 소위원회 변천도

제기된다.

그러나 위원회의 역할 축소는 다양한 국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위원회 구조의

핵심으로 간주되던 소위원회 제도가, 2008년 2기 체제로 넘어가면서 장르별 소위원

회에서 기능별 소위원회로 변경된다(그림3 참조).

장르별 소위원회는 NEA 모델을 그대로 차용한 것인데, 각 장르별 전문성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예술가들이 모여 장르의 현실 상황에 근거해 기금지원을

심사, 평가하는 모델이다. “소위원회를 제대로 운영, 활성화 하는 것이 진흥원에서

위원회 체제로 바뀌는 것의 핵심사항(3차 회의록, 05.9.29)”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소위원회 제도는 위원회 체제의 중추라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1기 위원회에서

불거진 장르 이기주의를 둘러싼 여러 진통 끝에 장르별 소위원회가 폐지되고

문예위를 ‘사업조직’의 하나로 발전시키기 위한 아젠다 중심의 기능별 소위원회가

도입된다. 위원들은 기금운용계획, 중장기전략 등 사업 전략용 소위원회에 3~5명씩

배치되어 활동하였는데, 2010년 장르별 소위원회를 대체한 책임 심의위원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장르별 심사 안건을 총괄 담당하는 위원을 각

장르별로 5명 내외 선발하는 것으로, 1기 때 대두된 장르 이기주의나 위원이

관계된 예술단체에 지원이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특정 계파, 경향성이 있는

인사를 배제하고 예술관련 주요 협회장도 제외하는 여러 제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결과적으로 위원회 조직과 위원이 ‘기금’, ‘장르’ 양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예위의 존립을 지탱할 명목적인 기구로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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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환

장르 이기주의로 인해 문예위 조직에 큰 개혁이 이루어지고 연이은 정치적

개입으로 위원회 역할이 축소되면서 문예위는 존립의 정당성을 마련해주는 제도적

환경과 상당히 디커플링을 이루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설립 직후부터 2기인

2009까지 약 5년 동안 ‘갈등기’를 거쳤다고 본다면, 2010년부터 본격화된 문예위의

‘전환기’는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문예위의 ‘설립’과 ‘갈등’은 주로 위원회 조직

회의록과 정관 등 문서화된 자료로 살펴봤다면, ‘전환’은 실제 기금을 배분한

지원 내역과 위원들의 특성 등 보다 가시적이고 명확히 차이가 드러나는 자료로

살펴보고자 한다.

5.4.1.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문예위의 가장 큰 결정적 전환으로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꼽을 수 있다.

2004년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중단된 뒤 문예위는 예술창작 투자용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족한 재원을 복권기금과 경륜경정 수익금으로 보충했지만,

복권기금은 기금의 역진성 조항 때문에 기금의 수혜자가 소외계층20)에 한정되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예술진흥 사업에 복권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아래

표를 보면 2004년부터 평균 400억원 수준의 기금을 복권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7년부터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이 주요 사업 테마로 선정되어

현재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이름 아래 문화바우처, 사랑티켓, 소외계층 문화순회

등 소외계층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20) 201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된 후 경제적 소외계층, 사회적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지리적 소외계층(산간벽지 등), 특수 소외계층(군인, 새터민 등)을 문
화 소외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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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8 > 문예진흥기금 모금 현황(1973~2012)21)

(단위: 백만원)

이 결과 2010년부터는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사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반대로 예술창작지원 사업은 감소하였다. 현재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은 계속 감소

중에 있으며 뚜렷한 모금 전략이 보이지 않아 미래에도 이런 추세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문예위는 제도적 환경과 두 가지의 디커플링을 낳는다. 첫째, 조직 초기

목표와의 디커플링이다. 문예위의 목표는 예술가들을 1차 수혜자로 삼아 그들의

예술 창작 활동을 진흥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일반인들의 문화향수

를 강화하는 것으로, 특히 순수예술의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문예위의 지원 활동은 일반 대중보다 소외계층 중심으로 꾸려져 있어 초기 목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문예위 조직도 역시 복권기금 운영에 용이한

형태로 전환되었는데, 원래 소외계층 지원활동에 해당하는 “사회공헌팀”이 2005년

에는 문화협력실 산하 부서로 구성되었지만(그림4 참조) 2014년 현재 조직도를

보면 “문화나눔본부”라고 하여 소외계층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가 설립되었다(그림

5 참조). 예술진흥실 산하의 “지원총괄팀, 문학팀, 시각예술팀, 공연예술팀”도

2014년 현재 “예술진흥본부” 산하 “창작지원부”로 개편되어 조직과 인력 구성

모두 상당 수준 축소되었다.

21) 문예진흥기금에는 방송발전기금, 민간출연금, 이자, 기타수익 등의 범주도 있으나, 본 
표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고 본 연구의 쟁점이 되는 항목만 추려서 제시하였다. 전체 자
료는 문예위 홈페이지(www.arko.or.kr) 경영공시란, 문화정책백서(문화체육관광부 발
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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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 > 문예위 조직도(2005.8)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그림5 > 문예위 조직도(2014.6)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둘째, 문예위 1차 수혜자인 예술가들 인식과의 디커플링이다. <문화예술인실태

조사(문화관광부)> 중 “사회적 가치와 예술 창작의 가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

까?”라는 질문에 예술가들 중 약 50%는 예술창작, 약 25%는 사회적책임을 꼽고

있다. 해당문항을 처음 조사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6회의 조사 결과 동안

예술가들의 응답 패턴은 동일하였다. 반대로 문예위는 2000년대 후반부터 소외계

층 대상 사업으로 본격 전환하면서 수혜자의 인식이라는 제도적 환경과 상당한

간극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2000년대 중반 이후 문화예술계의 주요 패러다임인 ‘문화 민주주의’의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다. 소수의 예술가 양성 대신 시민들에게 문화적 교육의

기회를 확장해 사회 전반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문화 민주주

의’는 문화정책을 일상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욕구, 감정, 쾌락, 표현을 위한 정책으

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동연, 2008). 미국, 영국에서도 “모두를 위한

예술(Arts for Everyone)”이 새로운 캐치프레이즈가 될 정도로 시민의 예술참여,

시민 예술교육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문예위의 ‘전환’은

기금의 재원,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정부의 결정에 의존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예술창작을 통한 사회 전반의 문화향수 증대는 문예위의 명목적 목표일 뿐, 실질적

으로는 이해관계의 통로에 자원, 물자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의 의사결정과 가능한

자원에 종속되어 있다. 국가는 어느 정도 문예위와 거리를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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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해 형식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파이프관을

연결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개입주의의 발로이다.

문예위의 전환은 문예위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 2005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배포한 총

689개 보도자료의 제목과 주요내용을 분석한 결과22) 2005~7년까지는 ‘장르별

균등한 투자와 발전’을 주지하는 기사, 2008~2010년까지는 문예위에서 새롭게

기획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사 일색인 데 반해 2011년부터는 소외계층

대상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소외계층 어린이 2만명 미술관 무료관람), 문화복지형

사업(문화복지 정책 심포지엄 개최) 등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부터는 복지 패러다임과 함께 전남대 문화대학원, 국립생태원,

사회복지기관 등 여러 분야 기관들과 MOU를 맺어 다른 장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매개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5.4.2. 널뛰기식 기금 운영

그렇다면 문예위의 실제 기금 지원 내역에서는 어떤 전환이 이루어졌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중 <예술가창조역량강화> 사업들을

대상으로 장르별 기금 지원의 일관성을 분석하였다. 단기간에 투자효과가 드러나

지 않는 순수예술 분야에서는 일관된, 장기적 지원이 핵심이며 조직의 ‘일관성’은

내용적 측면에서도 존립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Oliver, 1991)로 활용되

기 때문에 ‘일관성’이 유효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분석을 위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문예위에서 지원한 내역을 장르 기준으로 나누고, 전체

대비 장르별 금액 비중을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문예위-2005년-다원예술 4.2%’는

2005년 <예술가창조역량강화> 사업에 지급한 전체 금액 중 4.2%를 다원예술

장르에 지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장르별 비중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년 대비 ±4%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비일관적’이라 판단하고 이는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다음의 표 10은 이 과정을 거친 분석의 결과이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0 67 64 50 30 42 80 92 133 111

22) 문예위 배포 보도자료 건수 2005-2014(www.arko.or.kr에 전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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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다원예술 4.2 3.5 4.6 5.8 6.4 3.1 4.2 5.7 7.4

무용 7.5 9.0 9.6 11.5 6.2 11.4 13.8 15.4 15.3

문학 17.4 14.4 15.3 18.7 24.4 12.8 14.0 12.5 14.6

시각예술 13.1 14.3 13.6 13.3 18.1 10.3 18.9 19.9 20.6

연극 25.3 15.5 21.8 17.8 20.7 37.0 27.7 25.0 21.3

음악 8.8 5.7 9.5 11.1 5.9 10.2 8.9 9.2 9.1

전통예술 13.3 11.0 13.5 15.2 7.4 14.1 9.1 10.5 9.9

문화일반 10.4 26.5 12.3 6.6 10.9 1.2 3.2 1.9 1.8

< 표9 > 문예위 장르별 기금지원 현황

(단위: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분석 결과 29%의 셀이 전년 대비 지원 금액의 비중 차가 큰, 비일관적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화는 2009년에서 2010년, 즉 정권 교체와 함께 문예위

3기 체제가 정착되던 시기에 특히 두드러졌다. 문학의 경우 2008년 18.7%에서

2009년 24.4%로 약 6%p 상승한 뒤 2010년부터는 다시 12.8%로 감소하였고, 연극

또한 2010년 전년 대비 약 17%p 증가하여 37.0% 지원을 받았지만 2011년 다시

27.7%로 감소하는 등 거의 모든 장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문화일반’의

대다수 금액을 차지하고 있던 기간문예단체(예총, 민예총)에 대한 직접 지원 관행도

폐지되었다.2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Visual art 5.4 5.6 5.6 5.6 6.4 7.3 7.3 7.2 6.7

Theater 17.8 17.5 16.8 17.6 16.4 17.0 17.0 15.8 14.5

Presenting 10.9 10.8 11.1 11.1 10.8 9.5 10.0 10.3 9.4

Opera 3.9 3.9 3.8 4.9 4.0 4.2 4.5 4.9 4.5

Music 14.1 14.0 14.9 14.3 14.8 14.2 14.0 13.3 12.4

Museum 9.7 9.8 10.0 9.7 10.0 10.6 10.1 10.5 9.4

Media art 7.5 7.8 7.3 7.1 7.1 6.6 6.4 6.6 13.4

Local art 2.6 3.1 2.9 2.9 2.7 3.2 3.0 3.1 3.3

Literature 5.4 5.6 6.1 5.9 5.7 6.0 6.0 6.0 5.5

Folk 8.4 8.3 7.6 7.4 8.0 8.0 8.1 8.2 7.7

Design 2.5 2.8 2.8 2.5 3.3 3.2 3.2 3.7 3.5

Dance 11.8 10.9 11.2 11.1 10.7 10.2 10.4 10.4 9.7

23) 영국은 5%, 미국은 1%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장르별 기금 배분이 일정하게, 일관
된 기준으로 지속 유지되었다. 

< 표10 > 미국 NEA 장르별 기금지원 현황 

출처: 미국 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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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는 문예위 3기 때 이명박 정권에서 새롭게 수립된 문화예술 정책의

영향으로, 소액다건식 지원사업이 다수 폐지되고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등

새로운 지원 기준이 도입되었다. 새로운 기준에 맞게 조직과 사업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전환이 벌어진 것이다. 장르별 지원의 과도한 널뛰기

현상은 정권 교체 및 정부 정책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율적, 독립적인 문예위 조직의 특성과는 사뭇 다른 지점이다.

지원 내역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예위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지원에서도

일관된, 객관적인 원칙을 고수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계에서 정치적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보수, 관변 단체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와 진보 쪽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이하 민예총)에 지원한 내역을 비교해

보면(표12) 보수 정권 집권 후 민예총에 대한 지원이 급감하였다.2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Combined 17.6 20.6 16.1 17.8 19.6 20.8 18.6 20.7

Dance 11.9 10.5 11.9 8.0 9.0 9.7 11.6 9.9

Literature 7.3 9.1 7.6 8.3 6.7 6.7 7.7 7.0

Music 11.3 12.1 10.5 9.6 8.9 9.0 9.1 10.1

None 2.7 0.3 3.2 7.1 8.5 1.8 3.8 3.9

Theatre 20.4 21.2 21.4 22.6 20.9 25.1 25.9 25.1

Visual arts 28.8 26.2 29.3 26.6 26.3 26.8 23.2 23.4

< 표11 > 영국 ACE 장르별 기금지원 현황 

출처: 영국 ACE
24)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1962년 창립된 보수 성격의 문화예술인 이익 단체이다. 

예총 산하에는 한국건축가협회, 한국문인협회, 한국무용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사진작
가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음악협회, 한국국악협회, 한국연예예술인협회, 한국영화인총
연합회 등 총 10개 단체가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는 1988년 결성한 진보 성격
의 문화예술인 이익 단체이다. 민예총 산하에는 민족건축인협회, 민족굿위원회, 한국민
족극운동협회, 한국문학평화포럼,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민족미술인협회, 민족
사진가협회, 한국민족음악인협회, 민예총영화위원회, 민족춤위원회, 민족서예인협회, 민
족미학연구소 등 총 13개 단체가 있다. 두 단체는 각각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하여 
여러 차례 대립 구도를 형성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 대립이 심화되어 상대 단체에 
공개 서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예총, 민예총법인화 반대” 한겨레 1993년 
4월 3일자, “남북교류 예총의 창구독점 반대, 민예총서 18일 예총에 공개서한” 한겨레 
1991년 4월 20일자, “국악원장 선임싸고 예총, 민예총 첨예 대립” 경향신문 2003년 8
월 12일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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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총 768 1,935 1,247 1,001 466 1,676 1,786 1,801 1,611

민예총 1,345 1,704 1,396 759 399 49 8 8 6

< 표12 > 문예진흥기금 내역 중 예총/ 민예총 지원액 비교

(단위: 백만원)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예총과 민예총에 지원한 금액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

다. 오히려 2005년과 2007년처럼 민예총에 지원한 금액이 더 많을 때도 있었다.

반면 2010년부터는 민예총 지원액이 기존 약 4억원에서 약5천만원으로 1/10 수준으

로 감소하였고, 이마저도 현재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대로 예총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원이 대한민국 연극제, 대한민국

국악제, 대한민국 무용제 등 한국의 각 예술장르를 대표하는 문화 행사에 사용되어

예총 계열 단체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문예위는 <문예진흥법>을

통해 정권과 독립된 자율적 조직 운영을 약속하며 정당에 소속된 당원이나 공무원

의 위원 선발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문예위의 지원

내역 분석을 근거로 보면 이는 명목적 균형이자 명분뿐인 자율성이다. 문예위

조직의 핵심인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명목적 균형의

실태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5.4.3. 비일관적 위원 선발

문예위의 기금 지원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내리기 때문에 위원 개개인의

의사결정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구성으로 조직되어 있다. 위원회의 영향력이

큰 만큼 정치적 독립성의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문예위 설립 초기 공무원,

당원 등 정권과 연계된 인사는 위원에 선발하지 못하는 제한조건을 두는 식으로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런데 임용된 위원의 면면을 보면

문예위의 자율성이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원들의 나이, 성별, 장르, 직업, 정부관련여부(청와

대위원회, 국무총리실위원회, 국가부처위원회 등 정부와 관련된 위원회 소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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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기 2기 3기 4기

연령26)

40-49 4 0 5 1

50-59 4 3 5 4

60-69 2 6 2 5

70-79 0 1 2 0

성별
남성 8 8 11 9

여성 2 2 3 1

예술장르

문화일반 3 0 3 0

순수예술 7 9 7 5

비예술분야 0 1 4 5

직업

교수 6 10 8 5

예술가 2 0 2 1

언론인 2 0 2 3

기업가 0 0 2 1

정부관련여부(위원회) 3 2 6 5

정치연합체 참가 여부

(예총/ 민예총)

보수 1 7 4 2

진보 6 0 0 0

미해당 3 3 10 8

정치연합체 참가 여부(예총, 민예총)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변수화한 뒤 다중대응

분석(MCA: Multi 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25)

< 표13 > 문예위 위원 기초정보(2005~2013)

그림8의 분석 결과를 보면 1기(2005-2007)는 ‘진보적 문화행정가’형으로 40대의

민예총 회원이면서 예술전공보다는 문화기획, 문화행정, 예술경영 등 문화일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2기(2008-2010)는 ‘고령의 보수적 예술가’ 집단으

25) 문예위는 자체적으로 기수를 지정해 위원을 2년마다 새로 선발하고 있다. NEA와 ACE 
경우 기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위원들이 같은 해에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
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의 임기가 동일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수를 임의로 지정하여 구분
하였다. 또한 NEA와 ACE 경우에는 예총, 민예총처럼 정치적 성향이 있는 단체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변수는 제외하였다. ‘연령’ 변수의 경우에도 문예위는 나이를 모
두 공개하지만 NEA, ACE 위원들 경우 나이를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다른 데이터를 통
해 나이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해당 변수도 제외하였다. 

26) 현재 연령이 아니고, 문예위에서 활동할 당시 연령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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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1

3.

신설

제43조의 5(위원후보자의 추천)

②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2.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등의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남·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2008.2.2

9.

개정안

제28조(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1.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3.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

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로 6, 70대 고령의 예총 회원, 순수예술을 전공한 예술가와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3기(2011-2012)는 ‘정부 관련 인사’형으로 50대의 정부 소속 위원회에 다수 포진되

어 있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4기(2013-2015)는 ‘비예술인 기업가’형으로 문화예술

계에 종사하지 않는 기업인이나 언론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4기로 갈수록 예술계보다는 비예술계 종사자들이 많아지고 진보보다는 보수적인

인사들이, 그리고 정부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정부 소속 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들

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예술인이 중심이 되어 현장의 의견을 실제 정책에 입안한다

는 문예위의 초기 비전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디커플링이 발생한데에는 규정적 제도환경의 한 요소인 ‘법’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음의 표14는 2005년 신설된 위원후보자 추천 관련한 문화예술진흥

법 시행령 제43조의 5절과 2008년 개정된 안을 비교한 내용이다. 초기 법안에

의하면, 위원은 ‘문화예술 전반에 이해가 있는 전문가’를 선발해야 했다. 그런데

2008년에는 이 조건을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가’로 확장하

여 사실상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다 위원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였다. 반드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 표14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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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6 > 한국 문예위 위원의 다중대응분석 결과

스캇(Scott, 2008)은 제도적 환경 중 규정적 환경이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강압적인 만큼 다른 제도적 환경에 비해 가장 피상적인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규정적 환경은 현실과 가장 큰 디커플링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문예위의 사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법적 근거를 통해 설립한 조직이지만 중도에

법을 개정하여 규정적 환경을 변화하게 되면 조직 초기 목표와 상당한 디커플링을

발생시키고 존립의 정당성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

이 결과를 기금 지원 내역에 대응해 보면, 장르별 기금 배분이 일관성을 확보한

2012년과 2013년에 활동한 위원들은 전문성, 자율성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문예위 운영 과정에서 일관된

장르별 기금 지원 체제를 확고히 하고 이를 통해 장르 이기주의가 작동하지 않게

자율성과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예술을 전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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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실패하였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부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위원들을 배치시킨 것이다.

위원 구성을 문예위의 이식 표본이 된 미국과 영국의 위원회와 비교해보면(부록1

참조), 한국과 달리 기수마다의 경향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미국과 영국은 위원을

선발할 때 정권의 변동이나 기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선발 원칙을

계속 유지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예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위원으로 등용되거

나 각종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선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직의

자율성과 예술적 전문성을 공고히 지키고 있다. 물론 미, 영 위원회의 역사가

한국에 비해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진행되어 온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 구성

자료로 위원회들을 동등 수준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술위원회의 설립 목표인

위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분명히 지키는 미국, 영국의 현황을 통해 문예위의

객관적인 현 상황을 제고해 볼 필요는 있다.

다시 말해, 위원 선발 또한 국가 개입주의가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정부에 유리한 방식으로 위원을 선발하는 식으로,

정부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한다. 물론 문예위는 준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로부터 자율적인 자립형기구를 지향한

초기의 목표를 기준으로 보면 운영의 실제적인 결과는 이와 상당한 디커플링을

발생시킨다.

5.4.4. 조직 내부의 루즈 커플링(loose-coupling)

조직의 거시적 수준에서 제도적 환경과의 디커플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달리, 문예위 조직 내부의 미시적 수준, 풀뿌리 차원에서 기금 심사위원을

선발하고 기금 지원을 선정하고 배분하는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거시적 수준과의

약한 연계, 루즈 커플링(loose-coupling)이 발생한다. 거시적 수준에서 조직이

갈등, 전환의 국면이 전개되어도 개개인 예술가 레벨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실질적

인 차이는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보면, 2005-7년 장르별 소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원에

임용되는 예술가들과 2010-14년 장르별 책임심의위원 제도에서 임용하는 위원의

풀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두 제도에서 임용된 위원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책임심의위원 제도에서는 실제 현장예술가보다 기획/평론/연구/이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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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정가/예술가를 우선적으로 등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두 제도의 위원

목록에 차이는 존재하나, 두 제도 모두에서 임용되는 예술가들이 각 장르마다

존재한다. 이를 각 사업별로 할당되는 “현장전문가 방문”까지 범위를 확장해서

조사하면 이런 경향은 분명히 드러난다. 대부분 사업에서는 사업의 실제 성과를

현장에서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예술가를 현장에 직접 파견해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술가의 풀은 문예위 초기 및 그 뒤와 유사하고 정치적

성향으로 단정적으로 구분해 이야기하기도 어렵다.

문예위 기금을 지원 받는 예술가와 단체 목록을 분석해도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예총이나 민예총에 소속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앞 절에서 분석한대로 시기별,

정권별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지만, 이런 정치적 성향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예술단체와 개인 예술가 레벨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사업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 수가 감소할 때는 있지만 1기(2005-7)와 4기(2012-3)에

지원 받은 예술가/단체를 비교해보면 상당 수 수혜자가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총의 회원 수는 약 12만 명이고, 민예총 회원 수는 약 5천명 수준으로

예총 회원이 민예총 대비 20배가 넘는 것이다. 예총은 지역마다 지부 예총을

구성하여 여기에 등록된 회원들은 보수, 관변 등 수식어에 관계없이 예술인들의

연대를 가지기 위해 등록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시위, 집회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예술인들이 모두 민예총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도 아니다. 종합해

보면, 예총/민예총의 운영진이나 단체장이 아닌 이상 예술가들에게 관심은 정부의

기금을 받아 예술 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일 뿐 사실

문예위의 거시적 전환이 풀뿌리 수준에서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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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는 한·영·미 3국의 예술위원회가 처음 설립된 구조와 형태는 같았지만,

운영되는 과정에서 다른 결과를 낳은데 주목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예술위원회는

일관된 지원활동을 펼치고 이 과정에서 조직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문화

예술위원회는 널뛰기식으로 지원을 하고 국가의 정책과 의사결정에 상당히 종속된

운영 행태를 보인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자원으로 제도주의

이론을 적극 활용하였다. 제도주의 이론은 사람들에게 내재된, 당연시되는 인지적

환경, 사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규범적 환경, 그리고 법으로 강제한 규정적

환경을 정의하고 이런 외부적 제도환경 위에서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즉, 조직이 처음 설립되고 점차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의 존재는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정당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 사례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제도주의는 조직의 초기 형성 과정은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조직이 이후 유지되고 지속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초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인지, 규범,

규정적 측면의 외부적 환경을 모두 충족시켜 영국, 미국과 같이 독립적이고 자율적

인 예술위원회의 기틀을 다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문예위가 운영되는 과정에

서 조직을 사회인지적 신념체계 속에 정당화한 것만으로는 조직을 설립한 목표와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제도주의의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원동원론, 행위자 이론,

관계적 접근에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의 유산이 고착화된 한국적 맥락을

제시한다. 발전국가 모델에서는 국가가 소수 재벌집단을 암묵적으로 양성해 엄청

난 경제발전을 이루는 식으로 국가의 배태된 자율성이 성공의 열쇠였지만, 한국문

화예술위원회의 사례에서 배태된 자율성은 제도주의 환경과 디커플링을 만들고

조직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훼손시켜 조직이 처음 설립했던 목표와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국가개입주의의 영향이 상당한

한국적 맥락에서 예술은 공고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려고 노력해도 결국 정부에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구체적인 자료로 △ 기금재원

△ 정관과 비전 △ 기금세부지원내역 △ 위원 특성 △ 회의록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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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문예위는 ‘설립’, ‘갈등’, ‘전환’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정권이 변하고 예술위원회 체제가 변하면 그에 따라 기금지원 활동이 널뛰기

식으로 달라지고(소외계층형 사업이 늘어나고 장르별 배분비중이 해마다 많이

다른 식으로) 위원을 선발할 때에도 일정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 정권의 색깔에

맞는 위원을 선발하고 최근에는 비예술 전공자의 위원 선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네트워크의 핵에 위치한 국가가 이해관계의 파이프를 대고 조직들을 관리,

조종하는 형태로 국가의 영향력이 압도하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를 그대로 이식한다

고 해도 처음 설정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영국과 미국의 예술위원회는

정권이 변하거나 예술위원회 조직이나 비전이 개편되는 경우에도 일관된 기금지원

활동을 하고(장르별로 일정한 배분을 유지) 조직이 정한 원칙에 의거해 위원을

선발(전문성 있고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장의 문화예술인)한다.

물론 제도를 이식했지만 원래 제도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문예위 만은

아닐 것이다. 로스쿨, 사외이사제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문예위와 유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국 성공모델을 그대로 차용하고 새로 법을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고 보면 어느새 초기 설립 목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우리 식으로 개편된

것들이 많다. 제도주의 이론이 강력한 제도적 환경의 힘을 주창했지만, 실제 조직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는 현실을 보면 제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네트워크의

다양한 행위자들, 그 중에서도 국가의 영향력이 제도적 환경을 압도하는 것이고

이는 특히 사회합의주의가 작동되어야 할 제도에서 급격한 ‘전환’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두가지로요약해볼 수있다. 첫째는제도주의 이론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제도의 이식과 변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회의록, 지원내역, 위원구성 등 실증적인 자료들을

통해 문예위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문예위는 국가의 의도, 목적, 기능에 적합한

형태로 변용된 종속적 기구로 자리하고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문예위의 조직

운영이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개입주의의 영향이 큰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도를 이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자는 주장하

고자 한다. 제도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국가의 영향력을 보다 의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법 규범을 견고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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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문예위의 역사와 자료를 폭넓게 보려고 노력하였지만, 미국·영국

위원회와 본격적인 비교분석을 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미국, 영국에 대한

역사적 서술과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한국 문예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시간적 범위와 경험해 온 맥락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등 수준에서 비교하기

어려워 부분적인 역사 서술과 준거점 수준의 비교분석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수집한 자료에 비해 분석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아쉽다. 제도주의

이론의 맥락에서 자료를 분석하다보니 연간 세부 지원내역이나 약 150회에 달하는

회의록의 구체적인 발언들처럼 아주 상세한 자료들이 모두 분석에 활용되진 못했

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추가로 문예위 조직 구성원

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 문예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것도

다음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68 -

참고문헌

김세준. 2008. “문화예술 국고보조금 지원 정책의 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연구: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문화정책논총』20: 126-147.

김정수. 2008 “문화예술 공적 지원에 대한 검토와 재성찰: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

지원사업을 중심으로.”『문화정책논총』20: 163-191.

김태수. 2002. “에반스의 국가자율성 개념에 대한 연구 – 착근적 국가자율성을 중심으

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3): 27-45.

노형진. 2008. 『대응분석의 이론과 실제』 한올출판사.

박신의. 2008. “정부 문화예술 예산의 지원 유형 분류와 간접 지원의 개념, 양상 분석.”

『문화정책논총』20: 36-62.

심광현. 1993. “문민정부의 개혁과 90년대 문화정책의 기본과제.”『문화정책논총』

5: 18-30.

심광현, 이동연. 1999. 『문화사회를 위하여』문화과학사.

용호성. 1998. “미국의 공연예술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식.”『문화정책논총』10:

124-141.

원도연. 2008.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의미와 차기 정부의 과제.” 『경제와 사회』

79: 156-183.

이덕재. 2009. “우리나라 사회합의주의의 형식과 실질 간의 괴리 –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경제와 사회』83: 143-168.

이동연. 2008.『예술교육을 넘어서 – 열 개의 문화고원』한길아트.

이병량, 황설화. 2012. “정책 이념과 정책의 변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의

문화 정책.” 『한국정책연구』 12(3): 255-270.

이종열. 2004.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조직의 개편방안: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몇 가지 논쟁점.”『문화정책논총』16: 67-85.

이준형. 2007. “참여정부의 문화법제의 변화와 그 평가.”『문화정책논총』19: 69-87.

이항영. 백경민. 장용석. 2007. "한국기업의 사외이사 선임-조직이론적 접근" 『한국사

회학』41(2): 27-66.

이혜경. 2001. “공공 예술지원과 예술의 공공성: 영국의 경험.”『문화정책논총』13:

255-278.

임학순. 1998.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역사적 분석.”『문화정책논

총』9: 79-100.



- 69 -

______, 2005. “지역 기반 문화콘텐츠 학습프로그램의 문화거버넌스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9(4): 131-149.

정창호. 2013. “정책문제 구조화를 통한 문제정의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과정을 중심으로.”『한국행정연구』 22(3): 237-270.

최보연. 2013. “영국 창조인력양성 정책에 관한 시론적 연구: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

로.” 『예술경영연구』 28: 167-201.

최영화. 2013. “이명박 정부의 기업국가 프로젝트로서 한류정책 – 전략관계적 접근법

을 통한 구조와 전략 분석.”『경제와 사회』97: 252-285.

하연섭. 2003.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하상복. 2005.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 군주제와 공화제 논리의 공존.”『문화

정책논총』17: 287-3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5a. TF3차회의발제문.

______________. 2005b. TF5차회의발제문.

______________. 20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단기 전략계획 Arko Vision 2010』

______________. 2012. 『문예진흥40년지원정책연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1999. 『민예총 10년사』

Aldrich, Howard E. and C. Marlene Fiol. 1994. "Fools Rush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Industry Creation." Academy ofManagement Review 19(4): 645-670.

Alexander, Victoria D. and Marilyn Rueschemeyer. 2005. Art and the State: the

Visual Ar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Palgrave Macmillan.

Bansal, Pratima and Kendall Roth. 2000. "Why Companies Go Green: A Model

of Ecological Responsiven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4):

717-736.

Battilana, Julie and Thomas D’Aunno. 2009. “Institutional Work and the Paradox

of Embedded Agency.” Pp. 31-58 in Institutional Work, edited by Thomas

B. Lawrence, Roy Suddaby, and Bernard Le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rger, Peter L., and Thomas Luckmann.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Anchor Books.

Binkiewicz, Donna M. 2004. Federalizing the Muse – United States Arts Policy

&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1965-1980. Chapel Hill.

Bolton, Richard. (ed). 1992. Culture Wars – Documents from the Recent



- 70 -

Controversies in the Arts. New York: New Press.

Brint, Steven and Jerome Karabel. 1991. “Institutional Origins and Transformations:

The Case of American Community College.” Pp. 337-360 in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edited by Walter W. Powell and

Paul J. DiMaggi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arpenter, Vivian L. and Ehsan H. feroz. 2001. "Institutional theory and accounting

rule choice: an analysis of four US state governments' decisions to adopt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26(7-8): 565-596.

Cashore, Benjamin. 2002. “Legitimacy and the Privatization of Environmental

Governance: How Non-State Market-Driven (NSMD) Governance Systems

Gain Rule-Making Authority.” Governa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s 15(4): 503-529.

Chan, Christine M. and Shige Makino. 2007. “Legitimacy and Multi-level Institutional

Environments: Implications for Foreign Subsidiary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8: 621-638.

Dart, Raymond. 2004. "The Legitimacy of Social Enterprise."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14(4): 411-424.

DiMaggio, Paul J. 1983. "Can culture survive the marketplace?."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Law 13(1): 61-87.

______________. 1988. “Interest and Agency in Institutional Theory.” Pp. 3-22 in

Institutional Patterns and Organizations, edited by L. Zucker. Cambridge,

MA: Ballinger.

DiMaggio, Paul J., and Becky Pettit. 1999.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Vulnerability:

Why has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een Such an Attractive Target?”

Working Paper Series 7, Center for Arts and Cultural Policy Studies.

DiMaggio, Paul J., and Walter W. Powell.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47-160.

______________. 1991. “Introduction.” Pp. 1-40. in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edited by Walter W. Powell and Paul J. DiMaggi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71 -

Dowling, John, and Jeffrey Pfeffer. 1975. "Organizational legitimacy: Social values

and organizational behavior." Pacific Sociological Review 19(1): 122-136.

Evans, Peter. 1995.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Guler, Isin, Mauro F. Guillen and John Muir Macpherson. 2002. "Global Competition,

Institutions, and the Diffusion of Organizational Practices: The International

Spread of ISO 9000 Quality Certificat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7(2): 207-232.

Hannan, Michael T., and John Freeman. 1977. "The Population Ecology of

Organiz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 929-964.

Hardy, Cynthia and Steve Maguire. 2008. “Institutional Entrepreneurship.” Pp.

198-217 in The Sage Handbook of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edited by

Roystone Greenwood et al. Sage.

Kidd, Dustin. 2010. Legislating Creativity: the Intersections of Art and Politics.

New York: Routledge.

Kostova, Tatiana and Srilata Zaheer. 1999. “Organizational Legitimacy under

Conditions of Complexity: The Cas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1): 64-81.

Laumann, Edward O. and David Knoke. 1987. The Organizational State: Social

Choice in National Policy Domain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Lee, Hye-Kyung. 2012. “Progress without Consensus: ‘instituting’ Arts Council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8(3): 323-339.

MacLean, Tammy L., and Michael Benham. 2010. “The Dangers of Decoup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iance Programs, Legitimacy Perceptions, and

Institutionalized Miscondu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3(6):

1499-1520.

Meyer, John W., and Brian Rowan. 1977.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2): 340-363.

______________. 1978. The Structure of Educational Organizations.

Meyer, John W., and W. Richard Scott. 1983. Organizational Environments: Ritual

and Rationality. Beverly Hills, CA: Sage.

Milne, Markus J. and Dennis M. Patten. 2002. "Securing organizational legitimacy:



- 72 -

An experimental decision case examining the impact of environmental

disclosures",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15(3): 372-405.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2009.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A H istory: 1965-2008.

O'Donovan, Gary. 2002. "Environmental Disclosures in the Annual Report:

Extending the Applicability and Predictive Power of Legitimacy Theory."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15(3): 344-371.

Oliver, Christine. 1991. “Strategic Responses to Institutional Process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1): 145-179.

Powell, Walter W. 1991. “Expanding the Scope of Institutional Analysis.” Pp. 183-203

in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edited by Walter

W. Powell and Paul J. DiMaggi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uef, Martin and W. Richard Scott. 1998. “A Multidimensional Model of

Organizational Legitimacy: Hospital Survival in Changing Institutional

Environment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3(4): 877-904.

Scott, W Richard. 1991. “Unpacking Institutional Arguments.” Pp. 143-163 in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edited by Walter W. Powell

and Paul J. DiMaggi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__________. 2008. “Approaching Adulthood: the Maturing of Institutional

Theory.” Theory and Society 37: 427-442.

Scott, W Richard and Gerald F. Davis. 2007. Organizations and Organizing. Pearson

Education, Inc.

Singh, Jitendra V. David J. Tucker and Robert J. House. 1986. "Organizational

Legitimacy and the Liability of Newness." 31(2): 171-193.

Shim, Bo-Seon. 2006. “Theoretical Strategies for the Analysis of Cultural Policy

Formation: The Case of the NEA.” Development and Society 35(1): 61-82.

Smith, David A. 2008. Money for Art: the Tangled Web of Art and Politics in

American Democracy. Ivan R. Dee.

Suchman, Mark C. 1995. "Managing legitimacy: Strategic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571-610.

Tolbert, Pamela S. and Lynne G. Zucker. 1983. "Institutional Sources of Change

in the Formal Structure of Organizations: The Diffusion of Civil Service Reform,



- 73 -

1880-1935."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8(1): 22-39.

Zimmerman, Monica A. and Gerald J. Zetiz. 2002. "Beyond Survival: Acheiving

New Venture Growth by Building Legitimac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3): 414-431.

Zeigler, Joseph Wesley. 1994. Arts in Crisis: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versus America. A Cappella Books.



- 74 -

부록1. 미국과 영국의 위원 다중대응분석(MCA) 결과

< 그림9 > 미국 NEA 위원의 다중대응분석 결과

< 그림10 > 영국 ACE 위원의 다중대응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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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has been one of the most frequent research subjects in

the field of cultural policy and arts management. Arts Council, an

independent sub-government body, provides public funds to artists and

arts organizations, which was considered to be a fundamental role in

cultural governance, thus Arts Council was researched in the matter of

analyzing current status and achievements of national cultural policy. In

the past research, Arts Council’s strategy, planning, program and their

outputs were rigorously evaluated.

However, these past research have only dealt with fragmented

incidents and programs related to Arts Council, while historical and

in-depth analysis was not covered thoroughly. Socio-organizational

research, focusing Arts Council as an ‘organization’ is particularly hard

to find. Analyzing specific operational rules of an organization such as

structure, vision,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helps us to grasp the

fundamental mechanism of an organization beyond the explicit results

and outputs. In other words, socio-organizational approach can explain

how Arts Council is operated and why certain changes and shifts are

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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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is approach, Arts Council of Korea (ARKO) was analyzed in this

paper, from the beginning year of 2005 to 2014, with a large number of

all types of data, strategy, vision, structure, funds, endowed arts

organizations list, meeting minutes. The most critical question to answer

upon here was, ‘why Arts Council of Korea was acculturated though it

perfectly transplanted other arts council samples of their internal

operational rules and frame?’

Arts Council of Korea selected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and Arts Council of England (ACE) as the representative

samples, and imitated and transplanted internal operational rules and

frames of them. According to Institutional Theory, a new organization

attempts to transplant existing organizations, which is called

‘isomorphism’. The new organization tries to satisfy cultural-cognitive,

normative and regulative institutional environments to adjust to an

environment. Independent board system,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global ISO in Korea are another exemplar of isomorphism.

Rather than operated by the same rule of the sample organization,

however, Arts Council of Korea readjusted to Korean local context and

demonstrated a new operation logic. For example, so-called ‘genre

conflict’, council members arguing about individual genre or region,

became an issue. When solving this problem, the role of the council on

fund, genre, program and other decision-making issues was drastically

reduced. In addition, political intervention on arts such as oppressing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was held.

As a result, Arts Council of Korea currently focuses on

welfare-oriented programs and recruits businessmen to a council member

instead of artists. According to an annual fund distribution list, funds are

distributed without consistent and sustainable criteria. Rather, it

fluctuates each year according to the policy. That proves that Arts

Council of Korea is the exemplar of new-liberal developmentalism and

developmental nationalism. In the 2000s, new-liberalism bec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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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ized, which encouraged a ‘small-government’, however,

state-interventionism is very influential in Korea since then. Like other

social-agreement models were not operated properly in Korea, Arts

Council of Korea shows us that autonomy is not acting in the

organization though the core of arts council lays in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an organization.

Therefore, organizational ‘shift’ of Arts Council of Korea tells us the

limit of institutional theory, which originally argues that isomorphism to

institutional environments would lead a new organization to a

soft-landing on the new context. Furthermore, this research helps us to

understand the in-depth characteristics of Arts Council of Korea, hardly

figured out by fragmented elements. To sum up, Arts Council of Korea

has evolved to be acceptable to a local context, though autonomy was

not successfully embedded, however, explicitly balancing with the

government and artists as a sub-government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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